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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various and general statuses of Korean book publication
distribution are investigated and the base of book publication distribution is
shown. Also, Methods and problems for various type of user (personal user,
library, and company) to apply positively in current distribution system are
fined. From the viewpoint of library, it is very useful method and solution of
current problems in the book publication distribution that acquisition method
of book using virtual bookstore of Internet and PC communica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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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급격한 사회발전 속에서 각종 정보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첨단 미디어 등의, ,
개발로 인해 상품의 유통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출판물 유통은 급격한 사회발전을 외면한 채 아직도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통 구조상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유통 거래량과 유통 정보량의 처리를 위하여 유통 정보

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두영 중간상을 제외하고 출판사와 서( 1993. 23).
점을 직접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주문 배달은 물론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주요 출판물과 모든 신간을 데(POS : point of sales)
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규섭 등 문화일보( 1997, 1997b).
출판 유통 시스템의 합리화 정보화를 위해서는 출판물이 원활하게 독자의 손,
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인터넷. , PC
통신의 보편화와 더불어 이러한 유통망을 이용한 출판물 유통에 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가상서점 출판사 서적상 등에 대. , ,
한 직접적인 접근점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수입하기 어려운 자료를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다 김성원 민윤경( 1996, 1997).
외국의 경우 등의 인터넷 가상Amazon, Barnes & Noble, Book Stacks, iBS
서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천리안 하이텔 등의 통신망에서 도서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PC
있다 년부터는 영풍문고 교보문고 종로서적 서울문고 등에서. 1997 , , , , Bookshop
인터넷 가상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가상서점은 대규모의 가상 쇼핑몰과

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출판물 유통 전자상거래 에서 활, PC ( )
발하게 부상하고 있는 국내외의 가상서점의 현황 기능 특성을 조사하고 다양, , ,
한 유형의 이용자 개인 고객 도서관 기업 등 가 현재의 유통 구조 속에서 이를( , , )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단행본 도서로 제한하였으며 유통 문제는 출판사에서

도서가 발행되어 인터넷과 다양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유형의 이용자PC
개인 고객 도서관 기업 등 에게 전달될 때까지를 다루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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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가상서점2.

전자상거래2.1

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 등 개방된 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와OECD '
거래에 관련된 네트워크의 인프라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사이' .
버쇼핑몰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가상공간에서 무형의 상점을 열고 제품을 판매하

는 가상매장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안방에서 마우스와 전화선을 이용하여 인.
터넷에 접속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상품을 손쉽게 쇼핑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
현재 전자상거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소규모 사업 형태로 그 숫자가 급

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측에 따르면 현재 년 사이에 약 만여. (OECD) 1 25
개의 상업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년 억 억 달러 수준인 인터넷96 5 6∼
을 통한 상거래가 오는 년경에는 억 달러 수준까지 매년 이상씩 성2000 140 200%
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데이. , ,
콤 인터파크 한솔 메타랜드 등 여개의 사이버쇼핑몰이 생기고 있어 본, CNS, 20
격적인 사이버쇼핑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쇼핑 자체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운송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약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세계.
적인 소규모 배달을 위한 물류시스템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

프라 가운데 하나이다 인터넷 상에서 가능한 전자적인 상거래의 대표적인 형태.
는 광고 상품유통 온라인 출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통 등이, , , ,
다.1)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분위기와 환경은 조성되었지만 전자상거래 인프

라는 아직 미미하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전자.
적인 지불 인프라이다 쇼핑은 네트워크로 하고 지불은 은행에 가서 무통장입금.
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 정상적인 형태는 쇼.
핑을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로 하고 지불도 소프트웨어 전자지갑을 열어 마우

스 클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지불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1) 온라인 출판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그 동안 가입자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였다 그러.
나 의 출현으로 온라인 출판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온라인 출판과 데이터베이www .
스 서비스는 주로 소액 지불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소액전자지불 메커니(micropayment)
즘이 해결되면 폭발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상품 및 소프트웨어 유통은 그 특성상 네.
트워크상에서 매우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만 해결된다면 네트워크상의 소프트웨

어 유통은 매우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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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2)
전자화폐는 기존 화폐의 신용력에 기반을 두고 지금까지 화폐가 가지고 있었

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원격지 이송에 따른 통신기능 휴대 및 보관관리,
의 편의기능 위조방지기능 등을 추가한 새로운 전자적 지불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일금융연구원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전자지불 시스템은 전자( 1997).
현금형 신용카드형 전자수표형 스마트카드형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 ,
다 홍일유 등( 1997).3)

가상서점2.2

가상서점이란 통신망에서 운영되는 가상공간에 위치하는 서점으로서 일반적으

로 출판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신 인터넷 등의 글로벌 통신망PC ,
을 이용하여 서지정보의 검색 출판물의 주문 대금의 지불 등의 출판물의 유통, ,
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점이다 일부 가상서점은 출판.
자료의 본문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화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전문을 유통하는 경

우도 있다.
가상서점에서의 거래는 이용자가 출판물을 선택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

용자는 다양한 통신망을 통해 직접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출판물은 일반우편. ,
택배 등의 다양한 형태의 배송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전달되며 대금지불

은 온라인 입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가상서점의 특징, , .
으로는 속보성 자료구입의 용이성 가격의 저렴성 정보검색기능 장서개발도구, , , , ,
다른 정보로의 연결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배금표( 1997, Henderson 1996).
가상서점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성공한 분야로서 인정받고 있다.4) 이러한 이
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점에 직접 가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
에서 필요한 도서를 검색하고 주문하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2) 네덜란드의 사 는 전자화폐 분야의 세계의 선두자리를DigiCash (http://www.digicash.com)
차지하고 있다 의 전자지불은 암호화를 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 FV(http://www.fv.com)
을 이용하며 온라인 출판모델에 초점을 맞춘 지불시스템이다.

3) 전자현금형은 기존의 실세계의 현금을 대신하는 데 그 초점을 두는 형으로 개발사례로는

가 있다 신용카드형은 기존의 실세계에서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과 같Ecash, NetCash .
은 절차로 이루어지는 유형으로서 개발사례로는 이 있다CyberCash, First Virtual, SET .
전자수표형은 종이로 된 수표를 인터넷 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형태로서 개발사례로는

이 있다 스마트카드형은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NetCheque, NetBill .
세스가 내장된 카드로서 스마트신용카드와 전자지갑의 형태가 있으며 개발사례로는

가 있다Mondex, Visa Cash .
4) 세계 최대의 가상서점인 미국의 아마존은 만 여권에 달하는 도서를 갖추고 있으며250

년에 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경제신문1996 1,600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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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직접 시간을 소비하고 복잡한 교통난을 감수하고 직접 서점에 가는 대

신 손쉽게 가상서점의 편리성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둘째 도서는 상품과 가격이. ,
규격화되어 있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쉽게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도서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온라인 주문이 비교적 부.
담이 없다 셋째 현실 매장보다 더 풍부한 도서 정보를 갖추고 있으며 가상공간. ,
에서의 강력한 검색기능 주문기능 관련 정보의 제공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 .

가상서점의 현황3.

국내의 통신 가상서점3.1 PC

우리 나라의 통신 가상서점으로는 교보문고 종로서적 한국출판통신PC , ,
예인 전자도서관 인포메카 북쇼핑몰 스크린 북서점 도깨비 학교문고(BNK), , , ,

등이 있다 예인 전자도서관 인포메카 스크린 북서점 등의 가상서점은 도서나. , ,
잡지 내용의 전문을 제공하는 이외에 신간 안내 작가와의 대화 서평 출판정보, , ,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분 내에 장편소설 한 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가격도 시중가의 절반 정도이다 그러나 아직은 흥미위주의 베스트셀러.
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은 편이 단점이다 문화일보(
1997a).
교보문고는 천리안을 이용하여 건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한55,535 .
서비스로는 금주의 베스트셀러 총괄 소설 비소설 시 사회 인문으로 주제구( , , , , ,
분 일반도서 개의 주제별 분류로서 도서명 저자 및 출판사 가격정보를 번호), (17 , ,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세부 도서정보는 서지사항과 초록을 두어 설명하고 있음),
키워드 검색에 의한 주문 도서명에 의한 주문 이용자 게시판 책과 한마디 토, , , (
론실로서 고객의 질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키워드검색이나 주제분류 목록) .
에서 도서를 검색한 후 주문 명령을 입력하면 된다 현재 카드 결재만이 이용.
가능하며 희망 배달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외국학술정보서비스 는 주 국제전문기술원에서 제공하는(IPA BOOK PLAZA) ( )
서비스로서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를 이용하여 만건 이상의 서지정보를 제, , 200
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외국 학술도서 검색부문은 전체 신간 검색. , , ISBN
과 저널문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도서문의 메뉴 등이 있다 부가 정보검색에는, .
전세계 규격정보검색 마케팅 정보검색 무역자료 연감 및 디렉토리검색 국, R&D , ,
내도서 외국학술잡지 정보검색 메뉴가 있다 그 외 회원정보와, , CD-ROM DB .
게시판 공지사항 등이 있다 우송 항공요금은 주문도서의 금액이 권당, . $90.00



8 도서관 년 봄Vol.53 No.1(1998 )

미만일 경우 권당 이 적용되며 주문도서의 금액이 권당 이상일 경$6.00 $90.00
우 권당 가 적용된다 국내 우송료는 별도로 취급되며 온라인 입금과 신$10.00 .
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의 연회비는 원이며 회원들의 도서구입. 22,000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선물을 지급하기도 한다.

출판도서정보 는 주 한국출판정보통신에서 제공하는 데BNK (Book Net Korea) ( )
이터베이스로서 만종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천리안 나우누35 . ,
리 하이텔 하이텔 인포숍 자체 전용망에 의하여 서비스되고 있으며 도서검색, , , ,
베스트셀러 추천도서 서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출판사 서점에 관, , . ,
한 업체 정보와 출판 문화 구인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예인은 주 예인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상서점으로 온라인으로 연재하는 종의( ) 23
데이터 종의 전자책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유니텔, 1,091 .
에서 제공되며 유명 저자와의 온라인 대화 도서에 대한 베스트셀러 신간 문학, , ,
정보 예인 백일장 이용자가 자신의 창작작품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
있다 전자책은 예인정보 멀티북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압축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읽을 수 있다.5) 인포메카 북쇼핑몰은 디딤에서 운
영하는 서비스로서 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도서의 목차4,509 .
와 본문 등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도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6)

5) 유니텔 Go yein.
6) 천리안 Go Boo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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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통신의 출판물 유통 및 전자도서 서비스 현황< 1> PC

통신사 명 칭 제공처 비 고

천리안

출판도서정보BNK (BNK)
교보문고(KYOBO)
국내잡지정보(MAGAZINE)
도깨비학교문고(DKB)
외국학술정보서비스(IBOOK)
인포메카 도서정보(BOOKINFO)
인포메카 북쇼핑몰(BOOKSHOP)
전자책방 피씨북스(PCBOOKS)
취업 관련서적(JBOOK)
컴퓨터 도서정보(FBOOKS)
해외 정기간행물(WILLMAX)

주 한국출판정보통신( )
교보문고
주 유엘정보통신( )
주 통신나라미래교육( )
주 국제전문기술원( )
디딤기획
디딤
인스트란
취업정보은행
청운서림
우일문화사

서적 잡지,
정보 제공
및 유통

까치밥 스크린북(KACHI)
스크린북 서점(SB)
예인 전자도서관(YEIN)
전자도서관 도깨비방망이(DOBY)

까치밥
엔터프라이즈 골든칩
주 예인정보( )
선도정보통신 주( )

전자도서

하이텔

출판도서정보BNK (BNK)
꾸러기 책세상(KIDBOOK)
꿈이 있는 땅
도서 강습정보/ (BOOKCULT)
베스트셀러 전문서적
어학전문 SHOP(PCNET)
어학출판 다락원(DRW)
외국학술서적
유아 아동 여성전문도서/ / (KIDBOOK)
종로서적 도서정보(CHONGNO)
책할인 전문점
현암사의 책마을 산책(HYUNAM)

주 한국출판정보통신( )
좋은책들
서비스예정( )
우솔텔레콤
서비스예정( )
어학전문 SHOP.
주 다락원( ) .
주 국제전문기술원( )
좋은책들
종로서적
서비스예정( )
현암사

서적 잡지,
정보 제공
및 유통

나우누리

출판도서정보BNK (BNK)
국내잡지정보(MAGAZINE)
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정보(ISBN)
문학 도서/ WWW
북포스트일서정보. (BOOKPOST)
어린이극장(KIDBOOK)
외국학술서적(IPA)
정글북(JGBOOK)
정채봉 동화나라(KSTORY)
하나외국학술서적.

BNK
주 유엘정보통신( )

 
서비스예정( )
북포스트
 
주 국제전문기술원( )
정글북
 
 

서적 잡지,
정보 제공
및 유통

네트영상소설SEHO- (SEHO)
까치밥 스크린북(KACHI)
스크린 북서점(SB)
예인 전자도서관(YEIN)
전자도서관 도비< >(DOBY)

 
까치밥
엔터프라이즈골든칩
예인정보
선도정보통신 주( )

전자도서

유니텔

어린이도서 문화정보/ (CHILDB)
삼국지(SAM)
어류도감(AWTER)

도서출판정보BNK (BNKU)
인포메카 북쇼핑몰
또또의 책나라(DODO)
해외전자잡지 홈쇼핑(COVER)

주 해을( )
넷토피아
무진미래연구원
주 한국출판정보통신( )
인포메카 북쇼핑몰
인포메카
INDEX

서적 잡지,
정보 제공
및 유통

까치밥스크린점(KACHI)
비즈니스도서관(YBL)
스크린 북서점
전자도서관 도비< >(DOBY)
예인 전자도서관(YEIN)

까치밥
예인정보
엔터프라이즈골든칩
선도정보통신 주( )
예인정보

전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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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인터넷 가상서점3.2

우리 나라의 인터넷 가상서점은 년부터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구축되고1997
있다 현재 영풍문고. 7) 교보문고, 8) 종로서적, 9) 서울문고, 10) 아이테크, 11)등이 가상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영풍문고(1)

영풍문고는 만종 국내서적 만종 외국서적 만종 에 대한 정보를 제공200 ( 30 , 170 )
하고 있다 이 가상서점에서는 신간서적 안내 분야별 목록검색 베스트셀러 키. , , ,
워드 검색 전자우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검색시 시소러스 또는 불 검색으로 키워드를 확장할 수 있으며 서명순 저자,
순 출판사순으로 출력방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렬순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
의 선택이 가능하다 색인어열람 메뉴에서는 색인어를 입력하면 일련번호순으로.

까지 색인어를 열람할 수 있다1 100 .∼

주문은 쇼핑백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번호 품명록 수량 단가 비교합계 메" " , , , ,
뉴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은 등기와 택배를 사용한다 배달요금은 회원 비회원. . ,
에 관계없이 국내 전지역 원이며 해외 우송료는 지역과 무게에 따라 별도1,000
추가된다 배달기간은 평균 일이 소요되며 대금지불은 신용카드와 온라인. 3 4∼
송금이 가능하다 주문 확인전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 .
이 가상서점은 도서 이외에 문구 음반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회원을 위한, .
서비스로서는 문구 음반 할인 직수입 양서 및 출판도서 할인 외국· 10% , 10% ,
석박사학위논문 초록 무료서비스 등이 있으며 연간 회원료는 원이다10,000 .

교보문고(2)

교보문고는 만종 만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상서점에서는50 200 .
교보 북클럽 통신판매 북클럽 저자와의 대화 문학상 국내외의 유명문학상 소( ), , (
개 등 이벤트 도서정보사냥대회 도서계획 문화정보 연극 뮤지컬 음악 고객), ( , ), ( , , ),
의 소리 게시판 독자평 길라잡이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 .
검색은 책찾기 국내서적과 외국서적 선택 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입력( , , , ISBN
하여 검색 분류별 책찾기 개 주제분야를 제공하며 각 주제 분야별로 하위 주), (31

7) http://www.ypbooks.co.kr
8) http://www.kyobobook.co.kr
9) http://book.shopping.co.kr
10) http://www.interpark.com
11) http://www.booksh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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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야 제공 를 사용할 수 있다) .
주문은 쇼핑백 기능을 이용하여 번호 품명록 수량 단가 비교합계 메뉴를" " , , , ,
제공하고 있으며 팩스 주문도 가능하다 배달은 등기를 사용한다 배달요금은 일. .
반회원 우송료는 원이며 북클럽회원은 원 이상 구입시 우송료는 무료1,250 5,000
이다 배달기간은 입금확인후 일이 소요되며 대금지불은 신용카드와 온라인. 3 5∼
송금이 가능하다 주문 확인전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 .
회원을 위한 서비스로서는 종합 도서정보지 제공 지구촌 책정보 분야별 도서( ),
목록 우송 우편 주문시 원 이상 우송료 전액 면제 외국도서 할인 누, 5,000 , 10% ,
적 점수 점 이상 고객에게 선물 제공 등이 있으며 원 이상 구입고객3,000 50,000
은 자동적으로 북클럽 회원이 된다.

종로서적(3)

종로서적은 만종 백 여만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종로서적에서20 1 80 .
는 베스트셀러 좋은 책 소개 작가와의 대화 독자 서평보기 신간소식 신청 책, , , , ,
바구니 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방법은 일반 제목 지은이 출판사 분류별 자세히 찾기 위의 일반 책찾( , , , ), (
기 기능을 모두 사용하여 검색 분류별 책찾기 개의 도서 분류체계 책을 찾), (10 ),
아주세요 도서의 서지사항을 기록하면 주일 내에 로 이용자에게 전송 를( 1 E-mail )
제공하고 있다.
주문은 책바구니 기능을 이용하며 수량 제목 저자 출판사 단가 총액 등" " , , , , ,
주문확인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은 등기를 사용한다 배달요금은 주문금액. .
이 만원 이상일 경우 배달료 무료이며 만원 미만일 경우 원의 배달료를1 1 2,100
부과한다 해외 우송료는 지역과 무게에 따라 결정된다 배달기간은 주문일로부. .
터 평균 일이 소요되며 대금지불은 신용카드와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다 주1 4 .∼

문 확인 전 주문 취소 상품 구입 후 주일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1 .
회원을 위한 서비스로서는 인터넷 종합 쇼핑센터 이용 자격 혜택Hello Seoul( )
이 있으며 회원료는 없다 보안을 위해서는.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를 사용한다Server(S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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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리나라 인터넷 가상서점의 가격 비교< 2>

구분 영풍문고 교보문고 종로서적

원10,000
미만

비회원
도서대금

우송료 원(1,000 )
도서대금

우송료 원(1,250 )
도서대금

우송료 원(2,100 )

회 원

도서대금 할인( 10%)
우송료 원(1,000 )
회비 연간 원( 10,000 )

도서대금

우송료 없음( )
회비 연간 원( 10,000 )

도서대금

우송료 원(2,100 )
회비 없음( )

원10,000
이상

비회원
도서대금

우송료 원(1,000 )
도서대금

우송료 원(1,250 )
도서대금

우송료 없음( )

회 원

도서대금 할인( 10%)
우송료 원(1,000 )
회비 연간 원( 10,000 )

도서대금

우송료 없음( )
회비 연간 원( 10,000 )

도서대금

우송료 없음( )
회비 없음( )

외국의 인터넷 가상서점3.3

(1) Amazon

미국의 은 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가상서점으로서 만종에Amazon 1994 250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2) 이 가상서점에서는 도서를 찾는 검색엔Search(
진 개의 주제별 범주로 구분 이슈화된 도서나), Browse subjects(22 ), Bestsellers(
최근에 출판된 도서를 소개 독자의 취향에 맞게 가), Recommendation Center( 5
지로 추천도서를 분류 선물을 위한 도서 소개 어린이 도서), Gift Center( ), Kids(
소개 수상도서와 유명한 도서의 정보 제공), Award Winners( ), Reviewed in the

잡지 신문 라디오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뤄졌Media( , , ,
던 도서의 서평을 제공 쇼핑하여 구입한 도서의 리스트 제공 에), Shopping Cart( )
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아마존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 및 아마존의 모든About Amazon.com(
정보를 제공 아마존의 보안서버에 등록된 고객의 계정에 관한), Your Account(
정보를 제공 신속한 주문을 위하여 고객의 정보 등록 및 수), 1-Click Settings(
정 독자의 취향에 맞게 더욱 흥미롭고), What the heck happened to our store(
더욱 쉽게 책을 찾게 하는 다루기 편리한 형태의 정보 제공 출판사), Resources( ,

12) http://www.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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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 협회별로 정보자원을 제공 매일의), Books of the Day( Hot new titles
제공 메일 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Amazon.com Delivers( ) .
검색은 저자 서명 주제 키워드 으로 이루어지며 출판년도로 탐색을 제, , , , ISBN
한할 수 있다 저자명과 서명은 완전 일치 부분 일치의 방법 키워드 키워드의. , ( ,
시작 부분 일치 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제의 분류에 따른 도서의 검색도 가능하)
다.
주문은 기능을 이용하여 번호 품명록 수량 단가 비교 합계Shopping Cart , , , ,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대금지불은 우편환 신용카드 결재 전화결재 온라인 또. , , ,
는 팩스로 결재가 가능하다 이용자가 일 이내에 하자없는 도서의 반품을 요. 15
청하면 완전 환불을 실시하며 반환도서가 회사의 책임이면 우송비용을 환불한

다 보안을 위해서는.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er(SSL Secure：

를 사용한다Socket Layers) .

표 의 우송 가격< 3> Amazon

우 송 방 법 소 요 시 간 우 송 료

표 준

지상과 해양루트( ) 주2 10∼
한건당 $4

한권당+ $1.95
국제항공우편DHL 일7 21∼

한건당 $7
한권당+ $5.95

DHL Worldwide
Express International 일1 4∼ 한건당 $30

한권당+ $5.95

(2) Barnes & Noble

미국의 은 실제 서점수가 개에 이르고 있는 미국 최대의Barnes & Noble 1,010
서점체인으로서 년 월에 가상서점을 개설하였다1997 5 .13) 이 가상서점은 만종150
만종은 실제적으로 보유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5 ) .
이 가상서점에는 저자 서명 키워드 키워드 옵션에 의해 검색Book Search( , , , ),

전기류 비즈니스 여행 참고자료 등 개 주제별 색인 제공Browse Subjects( , , , 19 ),
서평을 통한 추Books in the News, Award Winners, Book Recommendations(

천도서 소개 이 달의 행사일정 소개 도서추천 토론 저자), Online Community( , , ,
와 출판물의 동향 소개 고객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하), Bestseller List, Cart,
고 있다.
13) http://www.barnesandno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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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검색은 서명 저자 키워드 주제 검색을 지원한다 저자검색의 경우 저, , , .
자의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 대한 탐색. "Heming"
은 와 모두 검색한다 서명탐색은 서명"Heming, Arthur" "Hemingway, Ernest" .
전체 또는 처음 몇 글자만으로도 탐색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자와 서명을 조합.
하여 탐색결과를 제한할 수도 있다 주제탐색은 이용자가 관심있는 특정주제에.
한하여 분류 디렉토리 탐색을 할 수 있으며 메인 주제분류 하에 하위분류를 선

택하여 검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키워드 검색시에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
며 서명 주제를 매칭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링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

를 입력할 때 서명에 가 있는 와 시에"poetry" "poetry" "POETRY OUT LOUD"
주제분류된 그리고 이 서명과 관련된 링크가"THE ODYSSEY" Children's

이기 때문에 가 검색된다Poetry "A CHILD'S GARDEN OF VERSES" .
주문은 기능을 이용하여 도서를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서에"Shopping Cart"
서 수량 및 항목의 변경이 가능하다 대금지불은 신용카드결재 전화결재 온라. , ,
인 또는 팩스로 결재 이 경우 카드번호 이름 주소 주문번호 신용카드 유형( , , , , ,
신용카드 번호 등을 기재 가 가능하다 우송된 도서는 미국 우편 서비스) . UPS( )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구입.
한 도서는 도서 분배센터에 반환을 요청해 도착한 것에 한하Barnes & Noble
여 대금을 반환한다 주문 내역품들이 선적되었다는 측의. Barnes & Noble

을 고객이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E-mail .
보안을 위해서는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er(SSL Secure Socket：

를 사용한다 이 가상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를 제외한 종의 도서Layers) . 400,000
에 할인 을 제공하며 수천 건의 희귀본 학술지와 참고자료를 제공하며(20 30%) ,∼

특수 주문 서적은 출판사 가격 목록에 근거하여 판매한다.

표 의 우송 가격< 4> Barnes & Noble

우 송 방 법 소 요 시 간 우 송 료

표 준 일4 7∼ 선적당 도서 한권당$ 3 + $ 0.95
Second - Day Air 일2 3∼ 선적당 도서 한권당$ 6 + $ 1.95
Next - Day Air 일1 1∼ 선적당 도서 한권당$ 8 + $ 2.95
국제 우송

(Federal Express
Worldwide Mail)

일7 14∼ 선적당 도서 한권당$ 7 + $ 5.95

캐나다 주문(TNT mail) 일7 14∼ 선적당 도서 한권당$ 4 +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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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ok Stacks

미국의 북스택은 에서 운영하는 가상서점으로 만종에Book stacks unlimited 50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4) 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하였으며 년에1991 1993
텔넷 서비스를 시작하고 년 월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 가상서점은 미1994 10 .
국의 바겐아메리카 캘리포니아주 의 사이버 몰에 참가하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 )
전문서점이다.
이 가상서점에서는 저자 서명 키워드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Search( , , ISBN
색 등의 기능을 제공), Contents(Bestsellers, Book of Days, Electronic Library ),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클럽의 최근 회합에 관한 정보Cafe(Oprah's Book Club：
와 토론을 에서 할 수 있게 링크하였고 의 선정도서 목록을 할cafe , Oprah 40%
인 제공 주문을 위한 회원 등록정보 메뉴와 동일), Order( ), Account(Order ),

키워드에 의한 자체 웹검색엔진 프레임이 있으며 주문에 배달 보안 회원Help( , ,
서비스 등에 관한 고객지원 서비스 내용을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이외에도 아동들을 위한 선물용 도서목록과 개의 주제별 분류와 연결을Gifts( 22
제공 개 이상의 주제분류내에서 새로운 출판물 탐색과 주제 또는), Browse(100
듀이분류법에 의한 검색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도서의 검색은 서명 저자 키워드 주제 검색을 지원한다 저자검색의, , , ISBN, .
경우 저자의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야 한다 주문은 기능을 이용하여. "BookBag"
도서를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서에서 수량 및 항목의 변경이 가능하다.
회원서비스로는 이 있으며 연간 회비는 로서 거의Frequent Buyer Club $29.95
모든 도서에 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일부 서적의 경우 구입 때마다30 40% .∼

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Bookmark .

표 의 우송 가격< 5> Book Stacks

우 송 방 법 소 요 시 간 우 송 료

항공우편 일7 23∼

한건당 $7.50
주문도서의+

소매가의 19%

미우체국서비스USPS( ) 주8 12∼

한건당 $3.50
주문도서+

소매가의 11%

14) http://www.boo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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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net Book Shop(iBS)

은 영국의 에서 운영하Internet Book Shop iBS(Internet Book Shop & Trade)
고 있는 가상서점으로 만종 자체보유 만종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120 ( 15 )
다.15) 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서점으로 년에 설립되었다 는 최iBS 1993 . iBS
상의 가격으로서 독자들에게 가장 방대한 선택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며 매주 약 여명의 고객이 다녀간다35,000 .
이 가상서점에서는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iBS(Internet Book Shop ),

고객이 쇼핑한 바스켓의 항목들의 디스플레이 의 검색BASKET( ), SEARCH(iBS
화면 고객이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MAIL LIST(

에 원하는 사항을 기재 고객이 선호하는 저자들에 관Mailing List ), AUTHORS(
한 정보 제공 신규이용자의 웹안내정보와 회사정보소개 그리고 출판사), HELP(
정보 저자정보 광고안내 투자가정보 협동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에 관련, , , , )
된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 사용방법과 접속방법 등 고HELP & FAQ(iBS ), Account Maintence(
객정보 변경과 확인 고객의 온라인 주문 사항의 확인), Order Status Inquiry( ),

책에 관한 사항의 질문지 작성 장서에Help us to help you( ), Search for a book(
대한 포괄적 탐색을 지원 의 가장 잘 팔리는 도서 권 소개), Top 100(iBS 100 ),

주일의 선정도서 독자의 특정 관심 분야로10-1b Penalty( ), Book Departments(
도서 검색 저자들에 관한 뉴스 서평 정보 제공), Author Area( , , ), Special Offers
할인 도서목록의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
검색은 서명 저자 저자명의 일부단어 또는 이니셜 검색 처음 개 숫자, ( ), ISBN( 4
만 입력하면 검색확장 출판사 시리즈 별로 또는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
페이지당 검색 디스플레이 레코드는 건까지 가능하다 검색결과의 출100 1000 .∼

력시에는 주제 서명 출판년 가격 저자에 의한 알파벳순으로 제한할 수 있다, , , , .
주문은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만큼 선택하며 도"Shopping Basket"
서를 브라우징할 수 있으며 모든 도서의 서명에 바스켓에 넣을 수 있는 메뉴바

를 제공한다 권 이상 구입시 결재하기 이전에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바스. 2
켓 내용은 고객이 주문한 내역을 소급하여 정리함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

문 내역을 볼 수 있다.
배달은 고속 항공우편 으로 제공되며 자체도서 만종 이(express airmail) 150,000
외의 도서는 시간 이내에 구입하여 항공 우편으로 보내진다 도서가 우송되기48 .
이전에 주문을 최소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도서의 타이틀을 클릭하고 해당

15) http://www.bookshop.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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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내역 중에서 취소 를 선택한 후 을 보내면 된다 책의 상태가 완벽" " E-mail .
하고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우송료와 포장비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위.
의 명시된 기간 내에 도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리, E-mail
면 된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만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번호는 체크 아웃시 한번만 기

입하면 되고 주문시 또는 팩스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 그후 계속되는 주문시.
에는 고객의 주소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곧바로 주문이 이루어진다E-mail .
보안을 위해서는 를 사용하며 이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er(SSL)
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는 방화벽 이 설치된 서버에 저장된다 부차적으(Firewall) .
로 보안유지를 위해 는 영국의 에 등록하였iBS The Data Protection Registrar
다 이 가상서점은 모든 경쟁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영국 출판서적의 가장 싼 가.
격을 제공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인터넷 상에서 우송료를.
포함하여 영국 출판서적의 가격이 더 싸다면 즉시 환불해 준다 단 책의 서명( ,
우송료 경쟁사의 을 로 알려주면, URL E-mail ).

표 의 우송 가격< 6> Internet Book Shop

단위 파운드( )：

영 국 유럽(EC) 그 외 나라
극동과 호주 제외( ) 극동아시아와 호주

처음책 한권 3.00￡ 3.50￡ 7.00￡ 9.00￡

두번째 책
1.50￡

최대비용( .50) 1.75￡ 3.05￡ 4.50￡

평균소요시간 일2 3∼ 일4 6∼ 일6 10∼ 일7 14∼

(5) Kinokuniya

일본의 기노쿠니아는 일본 자료를 만종 구미서적 만종 이상에 대한 정120 , 180
보를 제공하고 있다.16) 주문은 전자우편과 팩스에 의하여 가능하다 배달요금은.
일본의 경우 엔이며 배달기간은 일본서적은 일 주 구미서적은 주 주480 4 2 , 1 3∼ ∼

정도가 소요된다 대금 지불은 대금상환 은행불입 우편 대체 신용카드가 가능. , , ,
하다.
일본의 경우 (http://www.maruzen.co.jp), (http://丸善 日本出版販賣株式會社

등의 가상서점이 있다www.nippan.co.jp) .

16) http://bookweb.kinokuniy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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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argainbot

은 여러 가상서점을 대상으로 가격을 자동적으로 탐색하여 제공하Bargainbot
는 일종의 에이전트 시스템이다(agent) .17) 탐색은 서명과 저자명을 갖고

등의 가상서점을 대상으로 탐색을 수행하여Amazon, Book Stacks, Bookserve
탐색 결과를 나타내며 직접 해당 도서로의 링크가 가능하다 이러한 에이전트.
기술의 역할은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와 점보검색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가상서점의 활용 방안4.

가상서점을 이용한 도서의 구입 과정4.1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이나 국내 통신망에 개설된 가상상점의 상품이PC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여덟 단계를 거친다 한겨레신문( ).18) 전자
상거래는 시간 공간적 제약이 없는 가상공간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며 상점 운·
영자는 전세계 모든 사람을 소비자로 삼고 소비자는 전세계 모든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통비용과 건물임대료 등이 들지 않아 제품의 원가.
가 낮아진다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이용이 일반화되어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상품의 거래 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까지도 모두 가상공간에서 이

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은행과 증권 등의 금융분야도 전자상거래 대.
상에 들게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서를 해외에 주문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996).戶田愼一 19) 첫째 출판사에 직접 주문하는 방법이다 출판사의 경우, .

17) http://www.ece.curtin.edu.au/~saounb/bargainbot/
18) 소비자는 우선 컴퓨터로 컴퓨터통신망이나 인터넷의 가상상점에 들어가 매장을 돌아①

다니며 그곳에 진열돼있는 상품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고른다.
필요한 상품을 고른 소비자가 거래 신청서를 통해 가상상점 운영자에게 팔 것을 요②

청한다.
운영자는 인증국에 거래 요청자가 본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가려줄 것을 요구③

한다 인증국은 가상상점 운영자와 소비자의 정당성과 신용을 법적으로 보증해주는.
곳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
인증국으로부터 소비자에 대한 신용 인증이 떨어진다.④

상점 운영자는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승낙한 뒤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⑤

물품 대금 지불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상은행에서 발생하는⑥

전자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불을 끝낸다.⑦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달된다.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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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출판사의 도서만을 주문할 수 있으며 관련된 발주 업무는 복잡하게 된다.
둘째 대행사 소매서점에 주문하는 방법이다 대행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 .
출판사의 도서를 망라해서 주문이 가능하다.

가상서점의 기능 분석4.2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의 가상서점 이용시의 사용자 절차 및 가상, PC
서점의 기능을 서지 정보의 탐색 기능 주문 및 우송 기능 기타 업무 및 서비스, ,
처리로 구분하였다.

표 가상서점의 기능 분석< 7>

구 분 사용자 사용 절차 가상서점 기능

서지정보
탐색

이용자가 컴퓨터로 인터넷 국내,①
통신망에 들어가 적당한PC

가상서점을 선택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찾기②
위하여 가상서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검색 및 지원 시스템을
사용

도서정보제공 신간서적 안내 베스트셀러( , ,
추천도서 작가 안내 등, )
도서검색 서명 저자명 키워드( , , , ISBN,

등ISSN )
탐색지원도구 주제별 탐색 등( )

주문
및
우송

필요한 도서를 고른 이용자는③
거래 신청서를 통해 가상서점
운영자에게 주문
서점 운영자는 이용자의 거래④
요청을 승낙한 뒤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이용자는 신용카드 온라인 우송,⑤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불
도서가 이용자에게 배달⑥

주문 주문 변경 취소 통합 주문 등( , , , )
대금지불 신용카드 전자화폐 온라인( , ,
입금 등)
보안장치 방화벽 신용정보보안 등( , )
배달방법 우편 특급 포장 등( , , )
주문처리 상태확인

기타 업무
및

서비스
처리

문의 문제점 발생시 전자우편, ,⑦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

고객의 클레임 처리
회원서비스
가격사항 할인율 기타 서비스 등( , )
기타 상품판매 문구 음반 비디오( , , ,

등CD-ROM )

19)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도서 유통의 서비스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속과. , telnet
의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온라인 검색 및 발주 서비스를 제공WWW CGI

한다 둘째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는다 셋째 와 를 이용하여 텍. , . , Gopher WWW
스트 형식의 카탈로그를 제공한다 넷째 와 를 이용하여 신간안내와 관련. , Gopher WWW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전자메일에서 주문 이외의 조회 및 문의를 받는다 여섯째 메. , . ,
일링 리스트의 기능을 이용하여 희망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간안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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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의 탐색 과정(1)

서지정보의 검색 기능 및 수준은 가상서점마다 다양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일부 가상서점의 경우 전문적인 검색시스템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전문적인 검

색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문적인 검색시스템과 비교하여.
검색기능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도서를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

는 별로 지장은 없다 또한 대부분의 가상서점은 고객을 위한 분류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갖고 있으며 일부 도서에 대해서 서평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다.
통신망의 가상서점은 제한적인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통신회사에 따라 다PC

양한 차이를 보인다 초기의 인터넷 가상서점은 텔넷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베.
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형태와. WWW CGI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므로 여러 종류의 가상서점의 시스템이

라 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상서점에서는 불 논리를 기본으.
로 하고 있으며 검색 필드 항목은 서명 저자 키워드 주제어 분류코드, , , , , ISBN,

총서명 등이며 출판년 국가별 언어별 등으로 검색을 제한하고 있다ISSN, , , .

주문 및 우송 과정(2)

통신망의 가상서점은 통신망 자체가 회원제로 운영되며 가상서점마다 서PC
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특징과 차이를 보인다 주문 및 대금의 지불도 주.
로 통신망의 서비스 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는 대부분의 가상서점은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검색 주문 유통 등의 관련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 .
가상서점은 실제로는 점포를 갖추지 않고 인터넷만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가상서점과 기존의 서점 및 유통조직에서 인터넷 비즈니스에 새롭게 참여한 가

상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벤처 형태의 가상서점은 데이터베이.
스의 크기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검색 발주서비스를 제. ,
공하는 것 뿐만 아니고 작가와의 대화 신간 안내서비스 서평 등의 다양한 부가, ,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고객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주문 시스템에는 한번의 클릭으로 주문과정이 완료되는 다양하고 편리

한 주문 기능이 지원된다 구입하는 도서의 리스트가 확정되면 이용자는 대금의.
지불을 위한 개인의 정보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를 입력하고 전송한다 인( , ) .
터넷은 개인정보의 전송 중에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일.
부 시스템은 암호화 기능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자

동적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또한 일부 시스템은 팩스 전화를 이용하여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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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전송하기도 한다.
배달과정에 관한 상세한 주문 상태 출판사로부터 주문 중 발송 시점 등 에 관( , )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검색에서 실패한 도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
않은 도서에 대해서는 개별 이용자로부터 전자우편에 의한 주문을 받고 이에 관

련된 처리사항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가상서점의 장점과 문제점4.3

대부분의 이용자는 도서의 구입을 위해서는 대행사를 통하거나 대형 서점을

통해 자료를 구입한다 이러한 도서 유통 체제는 절차상의 문제나 출판된 자료.
가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가상서점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상서점은 출판사에서. ,
발간 즉시 자료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직접적인 수

단이다 둘째 이용자에게 도서의 서지정보에 대한 접근하기 쉽고 강력한 검색. ,
기능이 제공된다 셋째 자료를 구입할 때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쉽게 주문하고. ,
획득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전통적인 다른 서점에 비하여 가격이 비교적 저렴. ,
하다 다섯째 서지정보 이외에 다른 관련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다 여섯째 서지. , . ,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탐색된 자료의 서지사항이나 마크 포맷의 활용

이 가능하다 일곱째 도서 내용의 전문이 입력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파일. ,
을 다운로드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가상서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이용. ,
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과 환경이 전제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둘째 이용자들이.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
도중 정보의 유출 대금지불시 보안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외국의 가, . ,
상서점과 거래하는 경우 분쟁 발생시 해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국. ,
가적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제가 지원되어야

한다.
국내 통신망 가상서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PC . , PC
통신망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이용자들이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 PC
야 한다 넷째 이용자의 이용번호 및 패스워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도중 정보. , ,
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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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외국 인터넷 가상서점 이용시 유의사항4.4
일반적으로 개인 이용자가 외국의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가 직접 대형서점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 . ,
국내의 외국서적 수입 대행업체 서점 포함 에 주문하는 방법이다 셋째 외국의( ) . ,
인터넷 가상서점에 직접 주문하는 방법이다 넷째 국내 통신망의 외국 도서. , PC
제공업체에 주문하는 방법이다.
개인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가 국내에 수입되어 있는 경우는 환경에 따라 장단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도서를 수입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인터넷 가상서점을 이.
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함 자료의 검색 주문의 간편성 낮은 비용 등 을 제( , , )
공한다 인터넷 가상서점을 이용한 양서의 구입은 거래처가 해외이기 때문에 국.
내의 서점을 이용하는 것과는 많은 환경적인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외국의 인터넷 가상서점의 이용시 발생되는 문제점

을 기존의 국내 대행사 외국 대행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 및 유,
의 사항 가격 우송료 대금 지불방법 소요일수 업무처리 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 , , ) .

가격(1)

양서를 직접 주문하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의 도서가격을 국내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 출판사 도서의 경우 가상서점

을 이용하면 현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판사의 희망 소매가격에.
수수료를 더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곳도 있으며 같은 서점에서도 도서 및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재고본은 할인하고 출판사.
에 주문해서 가져오는 도서는 정가 또는 수수료를 덧붙이기도 하는 서점도 있

다 수수료도 달러 정도의 정액으로 하는 서점 정가의 로 하는 서점. 1 , 10% 30%∼

등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가상서점에서 정도로 도서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10% 15%∼

특정 주제영역의 전문화된 가상서점에서는 정도까지 할인하는 것도20% 30%∼

볼 수 있다 또한 이벤트 행사로서 출판사를 바꾸어 까지 할인하는 서점이. 40%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서점에 따라 할인 정도는 크게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 할인 판매를 하는 가상서점 이외에도 할인한 것을.
점수화하여 두고 다음의 구입시에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서,
점도 있으며 점수에 따른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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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료 및 포장 수수료(2)

우송료의 설정 방법은 서점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송료 실비 포장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출판사로 직접 주문하는 경우 주문, .
수량에 따라서 도서 가격의 할인율에 차이가 있으며 우송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

다 그러나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는 출판사로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는 관련 비.
용이 더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상서점의 경우 주문수량에 따라 우송료가 낮아지나 해외의 우송료가

무료인 곳은 없는 것 같다 또한 운송 방법의 차이 등기 속달 주문한 도서의. , · ,
종류 수량에 따라서 우송료는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경우 일본 및· .
오스트리아까지의 해상운송에는 기본요금이 달러이며 책마다 달러가 가산4 1 1.95
되며 주가 소요된다 항공편은 의 경우 기본요금이 달러이며 책마다6 8 . DHL 30 1∼

달러가 가산되며 일 소요된다5.95 1 4 .∼

대금 지불방법(3)

개인 이용자의 경우 신용카드에 따른 지불이 일반적이며 한국의 신용카드회사

에서 청구서가 송부되므로 번거로운 일은 없다 그러나 도서관의 경우 신용카드. ,
에 의한 지불이 안되는 경우 가상서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은행구좌 입금,
국제 우편전신환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금 지불에 있어서 신용카드의 번호와 암호를 인터넷으로 송신할 때의 정보

유출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해결책도 강구되고 있다 현.
재의 인터넷의 결재방식은 신용카드의 번호가 도용될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이용자와 도서관은 거래하는 가상서점의 보안방법.
에 많은 관심과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소요 일수(4)

가상서점은 기본적으로 직접 소장하고 있는 자체 보유도서가 적은 것이 일반

적이므로 도서가 입수될 때까지의 소요일수는 주문 상대처에 재고가 있는지 여

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재고가 있는 경우 항공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일. 3 4∼
후에 도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관 수속으로 인하여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
다는 것도 감안하여야 한다.
가상서점에 재고가 없는 경우에 서점이 출판사에서 도서를 조달하는데 수주에

서 수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며 변화가 심하다 따라.
서 가상서점에 주문하는 경우 조달에 걸리는 지체 시간의 가능성을 항상 감안하

여야 한다 그러나 출판사에 직접 주문하는 경우에도 발송 처리까지 수 주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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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출판사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대행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가장 확실

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가상서점에서는 주문된 도서의 입하 예정일자 발송 예정일자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지는 않

다 이것은 가상서점의 영세성 기술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 .
문제의 처리(5)

포장 부실로 인한 도서의 훼손 부속물의 훼손 주문 도서가 아닌 다른 도서의, ,
우송 도서 자체의 훼손 낙장 파손 등 등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국내의 대행, ( , ) .
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모두 대행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그러.
나 출판사 혹은 가상서점과 거래한 경우 구입자가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교섭하

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언어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서점의 경우.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
반적으로 문제가 가상서점측에 있는 경우 우송료 등의 비용 문제는 가상서점에

서 부담하고 환불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신.
용카드의 구좌에 불입된다 이 이외에도 도서의 내용에 따른 수입 금지 통관 수. ,
속시의 문제 등의 처리에 직접 대응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 론5.
대부분의 우리 나라의 가상서점은 가상공간에서 운영되는 특징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유통 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물류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가상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 물류 비용 임대료 관리비용 등의. , , ,
고정 비용에서 많은 원가의 절감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부분.
의 가상서점은 기존의 대형서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통방식의 도입이

아니라 도서 매장의 보조 수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도서의 정가제를 고집함으로 서점간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도서가격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출판연구소( 1995).
도서관에서 통신망 및 인터넷 가상서점을 이용하여 도서의 수서업무에 활PC
용하고 특히 국제적인 인터넷 가상서점을 적용하는 것이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20)

20) 도서관과 같은 기관에서 외국의 인터넷 가상서점에서 양서를 구입하는 경우 개인 이용

자보다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서관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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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간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상품의, PC
구입이 일반화되었을 시기에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며 현재에도 여러 가지 긍적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인터넷 통신망에서 도서가 유통되는 경우 도서 중개업자의 역할이 명백하, PC
게 저하되며 물류방식에 따라 정보유통의 시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등의 미래

의 도서관 서비스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 자료의 수집방.
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에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입장에서 인터넷 및 통신망 가상서점을 이용한 도서의 수집 방법PC
은 도서관 목적을 수행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 및 현재의 문제점의 해결책이라

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목적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자료의 신속한 수집 및 제.
공이라고 할 때 각 도서관들이 이러한 가상서점을 잘 활용하는 경우 정보제공과

정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도서관에서는 정.
보통신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는 경우 간단하게 가격만을 비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수입업자.
에게 정리업무의 일부를 수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경우 노동력과 비용을 어떻

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송료 대금 지불방법 소요일수 업무처리에. , , ,
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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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riticizes aspects of information oriented education now in
vogue in Korea. What the writer points out as the problem are technology
centered discourse, irrelevant human elements, and unrealistic programs. The
writer proposes three ways to revise the course of action: reinforcement of
the basic functions of school library media center, installment of school
librarian and integrated operation of school library and audio-visu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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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1.

세기와 새로운 밀레니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포21
괄적이며 강력한 한 가지 시대적 흐름은 정보화라는 조류임에 틀림없다 이 정.
보화라는 문명사적 조류는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통신 테크놀로지의 혁신적 발달

을 중심 추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 산업 군사 학문 분야에서 괄목할, ㆍ ㆍ ㆍ

만한 변화를 필두로 하여 급기야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생활 패턴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표증하는 이런 여러가지 양상이 함축

하고 있는 변화의 요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기도 한다1) 첫째는 시간과 공.
간의 압축 이다 현대적 삶의 양태에서 주류를 이루는 간접적 추상(compression) .
적 상호작용을 직접적 대면적 상호작용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시키고 전 지구적,
규모에서 모든 사람들과 조직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바.
야흐로 맥루한 이 예언한 지구촌 시대가(Marshall McLuhan) ' (Global Village)'
도래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육체 노동이 주요한 노동력이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
노동이 주요한 생산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계의 이완이다 국가간. . ,
지역간 부문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폐쇄적이던 근대산업사회와 달리 정보화 사,
회는 모든 분야의 경계가 흐릿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보화를 매개로 하여 국경.
의 의미가 퇴색하고 돈과 사람 물건과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이다, .
이처럼 정보화는 인류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이며 전방위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듯하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일상의 전 영역과 의식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류는 정보화라는 변.
혁적인 조류에 대해서 더욱 더 주체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허상과 실상의 모든 면을 신중하게 고찰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가 가져다 주는 편의와 유토피아적 환상 속에.
서 막연히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부화뇌동하는 행태보다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

는 부작용과 잠재적 모순들에 대해 경계하고 논의하는 것 또한 건강한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컴퓨터 혁명이 가져다.
준 신기술에 의한 인간 노동의 소외 문제라든지2)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1) 박형준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 서울 박영률출판사, ( , 1996), 19『 』 ：

쪽20 .∼

2) 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서울 민음사Jeremy Rifkin , ( , 1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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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여러가지 윤리 문제3)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건강

한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절한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의.
조류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과 그 결과 획득되는 생활의 편의에 대한 일방적

찬양의 자세보다는 정보화 사회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반추해 보고 사회 문화

적인 맥락 속에서 그 부산물들을 수용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절실하

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보화라는 큰 흐름 속에 다양하게 각 하위 영역의 정보화

가 추진되고 있다 그 하위 영역들 중에서도 이런 측면의 논리가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문이 바로 교육 정보화 영역이다 여타 분야의 정보화와 맥.
을 같이 하여 진행되기도 하는 교육 정보화는 그것이 가지는 몇 가지 속성상 다

른 부문의 정보화에 비해 훨씬 더 신중한 정책 결정과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모

색하고 실천해야 하는 영역이다 먼저 교육 정보화는 교육이라는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여러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는 속성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래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긴 안목과 깊은 통찰을 가지고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중요한 교육 영역.
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교육 정보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백년 앞을 내다보

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정보화는 그것으로 인한 변화의.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주대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주.
체적인 판단력과 인식력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보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비교육적인 의도나 음모가 개입해서도 안 되며

비교육적인 결과가 배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과 관련하여 교육.
정보화는 전체 사회의 정보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가장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정보화는 현재적인 관점만으로 계획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조급한 자세로 임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이르자 필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교육 정보화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몇 가지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논.
문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 정보.
화는 교육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되어 진행되고 있는가 교육 정보화를 잘못 이?
해하는 면은 없으며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추, ?
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교육적인 의도나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있지는 않는가?

3) 진교훈은 정보화 사회의 윤리 문제를 책임의 문제 윤리적 회의주의 정보의 조작과 날, ,
조 정보의 상업화 사생활보호 문제 불건전한 정보유통 문제 정보분배의 불평등 문제, , , ,
등으로 나누어 제기하고 있다 진교훈 정보화 사회의 윤리문제 과학사상. , ,「 」 ≪ ≫

가을 쪽18(1996 ), 93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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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의 정보화 조류에 휩싸여 조급하게 피상적으로 시행되는 면은 없는

가 그럼 성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보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야 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교육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천?
해야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와 같이 복잡하고 중층적인 의문이 의식 깊?
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나온다 이런 의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 정보화의 허상과 실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의 성공적 실현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찰도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교육 정보화의 이해2.

교육 정보화의 취지와 방향1)

사실 교육 정보화는 년대 후반부터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인 교육전산80
망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교육 정보화는 김영삼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과 그 연원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4) 정부는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교육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교육개혁위원'
회를 설치하여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 ․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입안 발표해 왔으며 그 개혁 방안들은 국무총리를 위' ,
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범정부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부의 주관' '
아래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정보화는 차 교육개혁안에서 본격적. 3
으로 제시되면서 이미 사회 전분야에서 폭넓게 진행되어 오던 정보화 바람과 맞

물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밖에서도 강력한 바람을 형성하게 되었

다 이제 교육 정보화는 교육개혁 과제의 한 하부 영역이 아니라 교육개혁을 실.
현하는 핵심적이며 기반적인 열쇠가 되었으며 교육개혁의 완성을 나타내는 지표

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교육 정보화는 신교육체제에서 지향하는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취지에' ' ' '
따라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5) 첫째 기존 교육의 틀과 방식을 정보. ,

4) 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교육 전산망사업의 취지는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학술연구80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산 자원을 확충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보화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까지 정.
보화의 영역을 확장하여 이전의 교육전산망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광범위하며 본격적인

정보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산원 국가 정보화 백서 서울. , 1996 (『 』 ：

한국전산원 쪽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 1997), 423 ; , 『
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3) , 1996. 8. 20.』

5)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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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회에 맞게 조정한다 둘째 교육 정보화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
돌아가게 한다 셋째 교육체제에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 ,
화 한다 넷째 인간 중심의 능력 개발과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 , .
째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정보화를 추,
진한다 이러한 추진 방향에 따라 각 영역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 .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 부문의 정보화는 교육용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 ․
도록 교 실습실 이상 확보 및 신기종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학교 컴퓨터1 1
교육 지원 교수 학습 개발 및 제작 보급 등을 추진하는 교수, DB CD-ROM ' ․
학습 정보 구축 진로 취업과 생활지도 정보 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DB' , DB
하는 학교 생활정보 구축 학교에 정보 통신용 회선 확보 및 교수학습용' DB' , ․
멀티미디어 보급 등을 추진하는 학교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세분된PC
다6)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 정보화 기반으로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와 첨단학술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전산망을 구축하여 활용하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 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의.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교육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의 확보와 조직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7).

교육 정보화에 의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2)

교육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교육 정보화는 결국 기존 교

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세기의 결합이라고 까지 불리는 정보공. ' '
학과 교육의 만남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고정되어 왔던 교육의 많은 부분을 새

롭게 변모시키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교육이 안고 있던 문제와 한계를 해.
결하고 극복하는 방향이 되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는 부정적인 방

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
거나 추정되고 있다고 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아직 정확하게 변화의 깊이와 폭.
을 전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정보화에 의해 초래될 교육 패러다임.
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논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변화에 대한 전망을 희미하게나마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전산원 앞의 책 쪽, , 445
7) 교육 정보화 사업은 년까지 약 조 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2003 3 6,000 ,
정부는 우선적으로 년부터 년까지 국비 억 원과 지방비 억 원을 투자 할95 98 4,000 2,000
계획으로 있다 한국전산원 위의 책 쪽. ,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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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래의 교육 시스템은 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체제로 전환21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정보화의 성공 여부는 세기 우리의 역사와 운명을 좌21
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교육 정보화는 다음의 다.
섯 가지 방향으로 폭넓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한다8) 첫째 교. ,
육 정보화는 학교가 교육 부문에서 차지하던 독점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다양

한 교육 기관들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결국 학교의 지식 생산성이 이전보다 더욱

더 향상되게 한다 둘째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교사들은 과거의. ,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독립적인 학습자가 된다 따라서 학습형태가 노동 집약형에서 과정 중.
심형으로 전환된다 셋째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을 통해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성. ,
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고차원적 기본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넷째 학교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 , ' , , '
교육 체제로 전환된다 다섯째 교육이 학교의 전유물로 끝나지 않고 기업 연구. , ,
소 정부 각종 사회 단체들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 ,
고 교육 훈련비의 절감을 도모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 자체의 측면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예견하는 견해도 있다9) 첫째. ,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교육의 시 공간이 확대된다 둘째 주로 아동과 청소년이었. ,
던 교육 대상이 변화한다 셋째 지식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교육 내. ,
용인 지식의 생산 및 선택 조직 분배에 있어 민주화가 증대된다 넷째 교육 주. ,
체가 교사에서 학습자로 바뀌게 된다 다섯째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 방법이 다양성과 개별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변화된다.
예견되는 패러다임 변화는 다소 차이가 나는 면도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전망

을 내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그 변화의 정도가 혁신적일 것이라는 것. ,
을 들 수 있다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의 변화는 물론이고 고정불변하리라 여겨.
지던 교사 학습자의 역할과 관계까지도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 둘째 제도 교육의 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열린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
나아가 평생교육체제를 실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
는 것은 최첨단의 컴퓨터 통신망과 각종 멀티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지식 데이,
타베이스를 들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기관 교사. , , ,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등 모든 영역이 경쟁적인 상황에서 수준이 높아져서 결국,

8) 허운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교육 정보화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택, ,「 」 『 』

서울 크리스챤아카데미 쪽( , 1997), 49 67 .： ∼

9) 정영애 정보화사회와 교육 그 패러다임 변화와 딜레마 그리고 교육적 선택 창원, - , ,「 」 『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 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쪽9 , 3-14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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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경쟁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넷째 정보공학이라는 기술적이고 방법적 차원의 변화와 혁신을 근거로 하여 교,
육 주체와 교육 내용 등 교육의 본질적 측면까지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

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간과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교육 정보화.
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

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10) 가령 교육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교육통제.
의 강화로 갈 것인가 교육 평등화를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 불평등을 심화,
시킬 것인가 인간의 기계화를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화에 기여할 것인가, ,
공동체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해체할 것인가와 같은 딜레마들이다.
그러나 어쨌든 교육 정보화는 그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여러 측면에서 교육 패

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 정보화에 대한 반성3.

그러면 이처럼 교육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초래하리라 예상되는 교육 정보화

는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취지와 기본 방향에 맞게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본래의 방향과 달리 왜곡된 채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계획? ?
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세력들의 의식은 진정 교육적인가 학교 현장은 교육 정?
보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교육?
정보화를 점검해 보는 것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긴

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육 정보화가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추동하는.
동시에 완성하는 성격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점검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정보화라는 용어는 이미 일상 용어가 되어 버린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복마전 같은 교육계의 온갖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인양 인식되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런데 이런 교육 정보화 조류의 중심에는 정보.
테크놀로지에 대한 성급한 이해와 우리 교육 현장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이 자리

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 영역의 중요성과 정보 테크놀로지의 수단적 위치를 고.
려할 때 교육 정보화를 둘러싸고 불건전한 의식과 현상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척

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 정보화가 의도하는 소기.

10) 정영애 위의 글 쪽, , 3-16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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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를 더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드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 나라.
교육 정보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테크놀로지 중심의 교육 정보화 담론1)

먼저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화라고 하면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망을 떠올리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첨단 기기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급기야는 그것을 갖추기만 하면 정보화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면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컴퓨.
터나 그것을 연결한 통신망은 정보의 검색과 전달을 신속 정확 효율화 할 수 있

는 수단이지 정보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첨단의 테크놀로지를 갖추어 정.
보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의 정보화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가령 이와 같은 원리이다 최근 조선왕조실록이 으로 제작. . CD-ROM
되어 이용되면서 역사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한다 전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발전은 조선왕.
조실록을 화 한 것만으로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전 단계CD-ROM .
인 실록 번역 작업과 또 그 이전 단계인 실록 해제 분류 등 조직화 작업이 오,
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 수행되었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실록을 해제하고.
그것을 국역하는 정보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화 할 수' ' CD-ROM
없었을지 모르는 일이며 그런 단계에서 화 하더라도 가치가 크게 확, CD-ROM
대되지 않았을 것이다11) 결국 첨단의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의한 정보화는 기. '
술 정보화의 경향이 많으며 그것은 이전 단계인 내용 정보화가 수행되어 있' ' '
거나 또는 동시에 수행될 때에만 의미가 있고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한 정보화는 그 이면의 정보

화 작업에 뒤따르는 단계이지 그 자체가 정보화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보화라는 의미가 함축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테크놀로지

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보화를 의도하고 기획.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의 이해수준은 그러하다는

것이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이끌고 있는 정보 혁명의 핵심은 정보 형식.
의 쇄신화에 있다 그리고 정보 형식은 어디까지나 정보의 실체 내용 를 전제로. ( )

11) 이런 논리는 다음 자료에서 차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우병현 디지털은 자본이다. , 『 』

서울 나남(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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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 인간 정보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보 실체가 없이는 정보 형식의,
첨단화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12) 그렇다면 결국 정보화의.
핵심은 테크놀로지를 의미있게 해주는 지식 내용의 생산과 조직화에 있는 것이

다 우리는 아직도 정보화라는 말을 들으면 컴퓨터를 연상하고 정보화 정책이라.
고 하면 우선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보급을 떠올린다 그러나 정보화 산업의 발.
전이나 정보 기기의 보급 확충이 그 자체로서 정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반 강화의 조건 내지 수단일 뿐이다13).
이와 같은 정보화에 대한 편협한 이해는 결국 테크놀로지 중심의 정보화 담론

을 양산하게 되고 결국 왜곡된 정보화를 구현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
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 정보화를 보면 주로 컴퓨터를 몇 대 설치하고 멀티미디

어 학습실을 몇 평짜리로 만들고 하는 등 테크놀로지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정보화 예산의 대부분이 기기 및 시설 장비 구입비로 책.
정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기기를 활용해 이용할 지식 내용의 확충이나.
교사의 교육 등은 계획만 세워져 있거나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정보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
서 정보 사회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주로 정보 기술과 이와 상관

되는 기기 등 테크놀로지와 하드웨어의 중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보를 바르게 이용하는 측면은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14) 이런 경향은 교육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수단적 기능을 넘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가치 전도의 상황을 초래' '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15).
그리고 테크놀로지 중심의 교육 정보화 담론은 뉴미디어에 대한 맹신과 전통

매체에 대한 폄하를 조장하는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교육 정보화 과정은 교.
육 현장에서 교육 매체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뉴미디어가 전통 매체를 모두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교육 현장에서 교수 학습의 효과를 증대하고 학생들의 주체적인 정

보 탐색 학습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는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매체에 의해 교육 정보화

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쇄 매체에 의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와 슬라.

12) 우병현 위의 책 쪽, , 203 .
13) 이규억 멀어져가는 정보화 한겨레신문, , 1996. 5. 14.「 」 ≪ ≫

14) 진교훈 앞의 글 쪽, , 95
15) 소흥렬 정보기술시대의 교육 이념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택 서울 크리스챤아, , (「 」 『 』 ：

카데미 쪽, 1997), 1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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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등의 시청각 매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OHP, TV, VTR
활용되어온 교육 정보화 테크놀로지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는 교육 정보.
화도 이러한 전통적이고 낮은 수준의 테크놀로지에 의한 교육 정보화의 연장 선

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은 컴퓨.
터 테크놀로지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종 다양한 매체들을 보충하고 지

원하는 또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등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는 전통 미디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고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부감이나.
무조건적 신뢰감을 제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유연한 매체 활용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요컨대 교육 정보화를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논의하고 진행하게 되면 교육이라

는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왜소화하게 되고 테크놀로지로 모든 교육을 성취할

수 있다는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결정론적인 관.
점에 다름 아니며 교육의 주체인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런 측면에서 테크놀로지 중심의 교육 정보화 조류는 도리어 교육 현장의 본질적

인 문제를 덮어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16).
교육 정보화 주도 세력의 문제2)

교육 정보화는 교육 현장의 일선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와 교육 행정가들에 의

해 기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교육과 인간이 중심이 된 교육 정보.
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교육 정보화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력.
은 일차적으로 언론과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과 기업이.
손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운동이다 이 운동의.
옳고 그름과 득실을 떠나 일단 이들의 본질이 영리추구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여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의도.
를 가진 순수한 교육자의 입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품가치를 만들어내고 상품

의 수요를 창출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입장에 있는 세력들이다 이러한 흐.
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
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결국 교육이 상업화되고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는 위험

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17) 최근 전국 초중고교의 정보주임 교사 명을486․ ․
16) 이말 옮김 컴퓨터 사회 과연 낙원인가 서울 명경 쪽Joseph Weizenbaum , , ( , 1995), 93 .：․
17) 최양수 정보 기술의 교육적 활용 그 가능성과 주요 쟁점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 ,「 ： 」 『

택 서울 크리스챤아카데미 쪽( , 1997),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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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교육정보화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지적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업계의 로비가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단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18).
그리고 언론사를 전면에 내세운 대기업의 교육 정보화 주도 분위기로 인해 컴

퓨터 테크놀로지를 자본의 논리와 초국적 기업의 이해에 의해 확산되는 기술이

라고 비난 받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
론에서 주도하는 교육 정보화는 정보화 사회의 의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강권하는 면이 있으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낙오자로 만들어 버린다19) 결국 이런 상황에서.
테크놀로지를 수용하는 입장은 무작정 따라하기식의 지적 허영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확보된 컴퓨터 테크놀로지는 부시맨의 콜라병에 지나, ' '
지 않을 것이다20).
여기에 더하여 정부 주도의 교육 정보화 정책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국가.
적인 거대한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주도하고 계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바람

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이 정권의 홍보차원으로 강조되어 전시행.
정의 형태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권.
의 치적이나 다른 나라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힘만 가지고 획일적이며 업적 위주로 이끌어 간다면 많은 시행착

오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21) 따라서 정부는 교육 정보화를 단계적으로 자연.
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일선 교사들과 교

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야 할 것이다 실제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 정보화가 교육 행정의 정보화가 아니라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정보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23) 질 높은 교육 과정을 보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18) http://edufinder.org/column/column_4.htm.
19) 상업주의와 만난 언론의 정보화 플랜 지혜 결여된 오만한 계몽의식 패권주의' ' - ' '「 …

경계해야 교수신문, 1996. 7. 1.」 ≪ ≫

20) 백욱인 기술 일변도 인터넷 광풍 부시맨의 콜라병 된다 뉴스플러스, , ' ' , 1996. 5.「 」 ≪ ≫

쪽9, 31 .
21) 교육개혁을 표방했던 문민정부는 과거 정권에 비해 남다른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잘못된 교육철학과 교육재정 확보 실패 등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의 결과를 낳고 있' '
다는 주장도 이런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 교육개혁 실패. " "「 ：

교육개혁 토론회 입시경쟁엘리트중심 불러 한겨레신문, 1997. 8. 20.… 」 ≪ ≫․
22) 교육정보화 장비 불만 많다 교사 응http://edufinder.org/column/column_4.htm; - 44%「

답 정책 수립때 의견 반영 요구 한겨레신문, 1997. 9. 18.… 」 ≪ ≫

23) 박형준 앞의 책 쪽,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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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구축 이를 통한 정보 사회의 인재를 길러낸다는 관점하에 교육 정보화,
에 대한 투자를 배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가 정보화를 자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 ㆍ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 정보화의 비현실성과 탈현장성3)

교육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심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나라의 현장 교사들의 의식과 능.
력은 교육 정보화를 실현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
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은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교육 받지88
못한 교사가 연수 과정을 거친 교사보다 배 이상 더 많은 실정이라고 한다2 24).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컴맹인 상태라는 것은 교육 정보화의 비현실적인 면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첨단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를 교수 학습에 활용해.
야 하는 교사들 스스로가 학생들보다 낮은 기술을 가진 상황에서 교육 정보화

운동은 허상에 불과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교사에게 고성능의 컴퓨터를.
하나씩 보급하겠다는 의지는 그 활용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어리석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좁은 교무실 교사의 책상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는 장.
면은 손색 없는 코미디의 한 장면임에 틀림 없다.
실제로 현장 교사들을 만나보면 현재의 교실 여건 속에서 컴퓨터 테크놀로지

를 활용하는 수업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이 필요하기는 한지 회의적인 입장임

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교실 규모와 입시 위주의 일방적 주입식 교.
육 그리고 일률적인 교과 내용과 교재에 근거하는 수업 상황에서는 다양한 컴퓨

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이 비현실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
리고 이처럼 교사들이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 기술에 무능하고 인식이 저조

한 것은 그들의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중한 수.
업 부담과 거기에 더 과중한 온갖 행정 업무 때문이라고 해야겠다 실제로 교사.
들은 맡은 수업과 잡다한 페이퍼 워크에 대한 부담으로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

는 수업 설계와 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습득할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
을 재교육하고 자극하여 첨단 교육 매체에 대한 인식을 넓혀 가야 하며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잡다한 행정 업무와 과중한 수업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

24) 모르면 죽는다 정보화 거품 지나치다 조급증 사회가 만든 신종 이데올로기? ' ' -' ' ' ' ,「 」

뉴스플러스 쪽1996. 5. 9,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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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육 정보화는 자칫 공허한 울림으로 끝.
나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밖에도 학교 현장에는 교육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원시적인

상황이 많이 잔존하고 있다 가령 수십 명의 교사들이 모여 있는 교무실에서 아.
직도 두세 개의 전용 전화선에 의지하여 교사들이 전자 통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의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급한.
일인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수십 개의 인터넷 전용 회선이 아니라 교사들이.
불편 없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전화 회선이 아니겠는가 또한 학교의 컴퓨터.
실에는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돌려 볼 수도 없는 급 컴퓨터가 주종인데다 컴XT
퓨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도 없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25) 따라서 교육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
지면서 각급 학교별로 정보 기기 도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종이 낙후되거나,
전시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

다고 한다26).
이와 같은 측면 이외에도 현재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교육 정보화 조류는

교육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덮어

버리고 교육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교육 개혁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부작용,
도 발견된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교육 정보화는.
실제 내용과 의미에 비해 지나치게 거품 담론을 형성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 현장에서 아직 교육 정보화를 수.
용하고 실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벼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방적이고 암기 위주의 학습 형태를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자료 탐구식 학

습으로 바꾸어 가면서 교사와 학생이 자연스럽게 첨단 테크놀로지에 적응하도록

학습 방법을 개선해 가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나 교육지원 단체에서는 다양한.
교수 학습 매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질 높은 교육용 공공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정부와 언론에서 주도해.
가는 획일적이고 하드웨어 중심적인 분위기를 탈피하여 학교의 성격과 지향에

맞게 유연한 교육 정보화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것.
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유념해야 하는 것은 교육 정보화는 교육 방법을 중점

25) 년 말 현재 학교 컴퓨터 기종별 보급 현황을 보면 급 이하가 약 퍼센트 급95 286 70 , 386
이상이 약 퍼센트에 이른다 한국전산원 앞의 책 쪽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익30 . , , 424 ; ,「

사하지 않으려면 말 쪽, 1996. 8, 225 .」 ≪ ≫

26) 박형준 앞의 책 쪽,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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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첨단화하고 개선하는 것이며 그런 와중에도 변해서는 안 되는 교육 본,
연의 원리와 형식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모든 문.
제가 교육 정보화로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적인 낙관에 의해 간과될 수 있는 교

육 현장의 중층적인 문제와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변함 없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 정보화가 배태하는 많은 시행착오와 잠재적 부작용을 들어 그

것을 포기하자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
포기한다는 것은 전 지구적 문명사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육 개혁의 의지

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여건에 적실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육 정보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4.

교육 정보화의 당위성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첨단.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교육적 활용의 시대적 대세를 거스를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현명한 길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교육의 요구를 묶어 그것을 현단계의

현장에 적절히 구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기존의 학교 현장에 설.
치되어 있는 교육 지원 자료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거기에 첨단의 멀티미

디어 자원들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교육 정보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핵

심적인 과제들이 있다 이 선결 과제는 기왕에 학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학습.
지원 시설과 매체 그리고 인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
계발 하는 전략 전술이 바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교육 정보화의 길이라는( )繼發

것이다.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의 기능 강화1)

첨단 멀티미디어와 온라인 데이타베이스 그리고 각종 뉴미디어 자료를 교수,
학습에 이용하는 단계로 교육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보 매체

의 확충과 활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한 올드미.
디어는 뉴미디어에 의한 교육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며 기존의 다양한 정,
보자원에 토대하지 않는 교육 정보화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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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학교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정보화의 기지로 역할하고 있는 학습 지원 센.
터는 바로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이다 따라서 교육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 .
는 기존의 학교 정보화 기지로 설치된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의 기능을 정상화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대부분의 초중고교에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가 설치․ ․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8) 그러나 실제로 이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 지역간 학교간 편차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입시 위주의 평면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풍토에 따라 교.
실 중심 교과서 중심 교사 중심의 규격화 되고 폐쇄적인 수업이 우리 학교 현, ,
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가 교수 학.
습을 지원하여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최근 대학 입시 제도가 수능 체.
제로 전환되고 논술 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통합

교과형 교수 학습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힘입어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동안 구조적으로 피폐해진 현장이.
하루 아침에 강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설 직원 예산 자료 관. , , , ,
련 법규 등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턱 없이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
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하루 빨리 강화되어 대부분의 학

교에 설치되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를 살려내야

한다 지금 전국에 있는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는 자욱한 먼지를 덮어 쓴 채 책.
창고로 쓰이고 있거나 학생들의 자습실로 변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곳에는 교.
육 자원 센터의 기능도 학습 실험실의 기능도 휴식과 오락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없다 효율적인 교수 학습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본 시설인 학교.
도서관 미디어센터가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 정보화의 꿈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차적이고 전통적인 인쇄 자료와 기본적인 시청각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를 덮어둔 채 첨단의 멀티미디어만 깔아 준다고 교

육 정보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병들어 있는 학.
교도서관 미디어센터를 살려 첨단의 멀티미디어를 보강하고 살아 있는 학습 지

27) 우병현은 정보화에 있어 도서관 자료를 확충하고 조직하는 초기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정보화 전략은 자칫 잘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 '
결과를 빚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또한 그는 정보화의 기초 토대에 해당하는 것은.
종이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담긴 정보 매체이며 기초가 부실한 바탕 위에 정보도로를

깔고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정보화 전체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우병현 앞의 책 쪽. , , 217 .
28) 년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도서관 실 수는 총 개로 나타나고 있다 교1996 ( ) 9,226 .․ ․
육부 국립교육평가원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부, 1996 ( , 1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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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센터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
도 교육 개혁을 논하고 열린 교육을 강화할 때마다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에 대

한 투자를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그리고 교육 정보화를 실현하는 노력도 이러한.
선행 작업의 토대 위에서 투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29) 이로 보아 교육 정보화의.
성공은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를 먼저 확충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육 정보화는 학교도서관의 자연적인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정보화 단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가 발휘하게 되는 교육적 기능을 열거해 보면 다음

과 같은 것들이다30) 첫째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자. , . ,
료를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한다.
셋째 독자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자기 교육 방법의 학습을 지원하며 학교의 일,
반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넷째 센터의 다양한 기능과 교육 활동에 적합한. ,
방법으로 기기를 갖추고 정비한다 다섯째 인쇄 자료와 시청각 자료의 제작을. ,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여섯째 상담자의 업무를 돕는다 일곱째 이용자 중심의. , . ,
정보 상담자 학습 지원자 커뮤니케이션 조정자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
제공한다.

매체 전문요원의 확충2)

첨단의 미디어센터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이 부재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
도서관 미디어센터를 살려 멀티미디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

야 하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확충하는 것이다 교육 정보화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시스템과 교수 매체가 있어야 하며 그 시스템과

매체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 직원의 확.
충과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서 첨단시스템과 소프트웨어만 확보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백 년 전부터 학. 1
교에 교사 이외에 사서교사 또는 매체 전문직을 최소한 명 이상 배치하여 각종1
수업자료의 개발과 교사의 수업 준비를 도와 왔다고 한다31) 말하자면 그 나라.
들은 백 년 이전부터 진정한 의미의 교육 정보화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1 .

29) 이원영 열린 교육의 열쇠 한국교육신문, ' ' , 1996. 5. 22.「 」 ≪ ≫

30) P. R. Penland, Learning Resource Center , Encyclopedia of Library and「 」 『

쪽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l Dekker, 1986), 274 .』

31) 김종석 수업개선 도울 매체전문직 필요 한국교육신문, , 1996. 10.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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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 요원은 인쇄 매체를 비롯한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기술과 지식 뿐만

아니라 복합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기술과 소양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매체 전문요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을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기술과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유능한 매체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음으로는 법적행정적 규정이 완비되어야 한다 현행 법규상에는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에 매체 전문가 사서교사 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조항이 명시( )
되어 있지 않고 권고 조항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를 비전문직 교사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

거나 서무과 소속의 일용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멀티미디어센터를 구축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며 교육 정보화를 실현한다는 것

은 한낱 백일몽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육 정보화를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
는 교육 당국이라면 하루 빨리 매체 전문가의 확충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법규

정을 정비해야 하며 각급 학교에서 매체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해야 할 것이다32) 마지막으로는 일선 학교 관리자들과 교사들의 인식이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관으로 인식.
하던 구태를 벗고 참교육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기관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
리고 미디어센터는 매체 전문가가 운영할 때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

지고 일반 교과담당 교사가 겸임하는 담당교사제를 철폐하고 전문요원으로 하여

금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매체 전문요원을 확.
충하는 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육 정보화의 꿈은 실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기존의 교육 지원 시설도 점점 더 무용하게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시청각실의 통합 운영3)

현재 전국의 각급 학교에는 학교도서관과 시청각실이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

고 있다33) 이들 기관들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비전문적인 인.
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의 낭비와 인력의 낭.
비가 초래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무엇보다도 두 기관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기.

32) 이 과정에서 기존 교사 인력 중에서 재교육을 통해 매체 전문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

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김종석 앞의 글. , .
33)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도서관 실 은 총 개 시청각실은 개( ) 9,226 , 3,375․ ․
설치되어 있다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앞의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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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교수 학습 지원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는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 두 기관의 통합 운영은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었으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년1950
대 말부터 일어나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 프로그램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

다34) 학교도서관과 시청각실이 통합 운영되게 되면 학교 당국으로서는 운영 부.
담이 감소하게 되고 인쇄 매체로부터 첨단 시청각 매체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이상적인 학습 지원 센터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이 통합 운영되는 상황에서 첨단의 각종 멀티미디어가 추가 되었을

때 정보 교육의 의미와 기여는 훨씬 더 깊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기.
관이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 및 시설 규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
학습과 인쇄 매체를 이용하는 탐구 학습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사서교사나 매

체 전문요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의 교수 학습 지원 센터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은 채 첨단 멀티미디어에 대한 교육만 강조하게

되면 매체 운영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급기야 목적하는 교육 정보화를 달성하

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나오는 말5.

정보화의 물결과 그와 맥을 같이하는 교육 정보화의 흐름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이 말은 이 흐름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
명한 자세이며 나아가 시대적 흐름에서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말이 함축하는 다른 의미는 그 흐름에 대해 결코 가볍고 신중하지 않

은 자세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속에 지금 우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규정하는 교육 정보화에 대한 결코 쉽지 않은 해법이 내재되

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언어와 상징이 형성하는 환상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되.
며 고루한 사고와 척박한 현실에 발목이 잡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해서도

안 된다 현단계의 현장에 대한 적확 한 인식과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대. ( )適確

한 지혜로운 성찰을 토대로 현재를 이끌어 가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자세야말로

지금 교육 정보화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실천 덕

목인 것이다.

34) 김정소 학교도서관매체센터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쪽, ( , 1993),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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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bibliotherapy. Bibliotherapy is the use of books and readings for the
purpose of helping people solve the problems in life. It has been known
useful not only for treating the existing emotional problems, but also for
preventing the possible difficulties in growth and adjustment of children. In
Korea bibliotherapy has rarely been either studied or practiced. Librarians
can play a role as bibliotherapy leaders by selecting books for participating
readers, helping them understand the content, and leading discussions and a
variety of activities in various library settings. In this study it is illustrated
how to form questions and lead a discussion for a bibliotherapy session and
suggested that bibliotherapy be developed as one of specializations for
libraria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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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독서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강조되었다 단.
순한 읽는 즐거움을 넘어선 인생의 길잡이로서 지혜의 보고로서 하루하루의 삶, ,
의 지침으로서의 독서의 효과에 대한 금언 일화 경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
정도이다 독서가 가진 중요한 기능들 중의 하나는 치료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독서를 체계적인 치료 도구의 하나로서 사용하는 독서요법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서요법은 서구사회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한.
국에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소개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첫째 목적은 서구사회에서 시행되어 온 독서요법의 이론 및 일반적

인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소설을 사용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요법의,
적용방법과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적인.
실정에 맞는 독서요법의 모델을 수용하거나 개발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
는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독서요법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용.
될 수 있고 이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치료의 측면, .
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방 혹은 순화의 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게 독서요법을 사,
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헌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독서요법의 연원과 정의

독서요법의 유래에 관하여 어떤 학자들은 바빌로니아 시대의 도서관에까지 그

역사적 연원을 찾고 있으나 이십 세기 이후에 체계적인 학문의 한 분야로서 임, ,
상효과를 지닌 치료 수단의 하나로서 발전된 것은 미국에서라고 할 수 있다 루.
빈은 가 년 의 글에서 처음Samuel McChord Crothers 1916 <Atlantic Monthly>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리스어의 과bibliotherapy . Biblion (book)
에서 조합된 이 용어는 년Oepatteid (healing) 1941 <Doland's Illustrated
에 처음으로 그 정의가 수록되었으며 미국 도서관 협회는Medical Dictionary> ,

년에 년판 에 수록된1966 1961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정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주요한 사전의 정의를 보면 독서요법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견해를 엿볼 수 있는데, <Webster's Thirteenth

에서는 독서지도를 통해서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것Dictionary> " "
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으로(1981).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에서는 주의깊게 선택한 독서자료들을 가지고 개인적 문제English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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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거나 기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보조적인 심리 치료"
라고 또한 에는 치(1992) , <Random House Compact Unabridged Dictionary> "

료에 부수되는 개선책으로서 독서를 사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1996) .
독서요법이 관련되어 있는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전문 영역에서, , ,
의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에서는 독. <Dictionary for Social Works> (1987)
서요법을 정서문제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하여 문헌과 시"
를 사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독서요법이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 입원 및" , ,
통원환자들 자기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문헌을 읽기 원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독서요법을 실제로 연구 시행하고 있는 몇몇 학자들의 정의도 앞서의 정의들,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팔구십 년대에 독서요법의 이론과 적용 양면에.
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존 파르덱과 조앤 파르덱 부부는 독서요법을 간단하

게 치료에 책을 사용하는 기법 이라고 정의하였다 모리스 밴은 특히 어린이들" " . -
을 대상으로 한 독서요법을 읽기를 통한 지도 즉 어린이들이 독서와 책의 토" , ,
론을 통하여 성장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라고 정의하였다 스티븐" .
스는 책과 독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혹은 책을 갖고 돕는 것 이라" " " "
고 정의하였다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독서요법은 일반적으로 독서를.
심리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주된 도구이기 보다는 보조적인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별히 루빈은 칠십 년대 이전의 정의들을 섭.
렵한 후에 독서요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든지 직접적으로 의학과 연결되

는 것은 지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독서요법의 단계

독서요법은 보통 삼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일시 및 투영 독자는 책 속의 등장 인물 상황 혹은 배경 등이 실제적인1) ,：

지 개인적인지를 본다 이 단계에서 인도자의 역할은 독자가 자기의 문제, .
와 책 속의 등장 인물이 가진 문제 사이에서 비슷한 점들을 찾도록 도와

주고 등장 인물의 동기를 해석하며 여러 등장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 ,
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분출 앞서의 동일시의 결과로 독자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유사한 문제2) ：

나 질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하게 될 수 있다 이 단계는 독서.
요법에서 핵심적이며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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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자는 독자가 책에 대하여 갖.
는 반응 독자의 경험과 책 속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사이의 유사 정도 독, ,
자가 책 속의 이야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적 경험

등을 상세히 관찰한다.
직관 및 적용 독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질문에 답3) ,：

하였는가를 읽으면서 자신의 문제나 질문에 대한 새로운 직관을 얻을 수

있다 독자는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가 가능하며 자신이 가졌던 해결책이. ,
유일한 방책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읽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인도자는 독.
자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인식하고 이야기의 의미에 관련시켜 추론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한다 독자는 결과적으로 새.
로운 직관을 개인적 발달에 적용시키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요법을 시도할 때에는 동일시와 분출의 처음

두 단계에서 그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대체로 감정의 발산.
이후에 전통적인 치료의 관점에서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관에까지 이르지 못

한다고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문제를 가진 책 속.
의 등장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고 인도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인식할 수 있,
도록 안내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도 좋다.

어린이와 독서요법

이 연구는 특별히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요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영재 학교 교사들인 모어 닉슨 빅커스는 독서요법. , ,
이 어린이들이 개인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민감한 방법 이라고 하였다 파르덱 부부는 독서요법이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 .
으로 할 때 효과적인 신생의 치료기법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사서나 교사 혹은. ,
부모와 같이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독서요법을 시행

하는 것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고도의 치료기술을 갖지 않았어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적응문제를 갖는 사람들을 돕거나 성장과정에 필요한 요구

를 갖는 어린이들을 돕는 것에 독서요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비전문인들이 독서요법을 시행할 때에는 앞서 논의한.
독서요법의 삼단계를 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 및 분출의 두 단계에 그치,
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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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를 위하여 독서요법을 시행할 때에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것은 이것

이 어떤 권위나 강제에 의하여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서요법 대상.
자가 갖는 특정한 문제의 치료나 예방이라는 독서요법의 효과만을 강조하고 치,
료 혹은 교육이라는 한 가지 명백한 목표만을 중시할 경우 어린이가 장차 갖게,
되는 일반적인 독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독서의 즐거움이 박탈되는 부작용,
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 스스로가 책을 읽으면서 받아 들.
이고 반응하고 평가하고 조직하며 특성을 파악하는 등 본문과 상호 작용을 하, , , ,
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치료 혹은 예방의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요법의 목적과 기능

루빈은 년대 이전 학자들이 언급한 독서요법의 목적과 기능을 다음과 같1970
이 요약하고 있다：

독자가 가져보지 못했거나 재생하고 싶어할 수도 있는 대리의 경험과 상황1)
을 제공할 수 있다;
독자가 감정적 및 지적인 직관을 얻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2) ;
동일시 보상 및 발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3) , ;
자아의 가치를 증대하고 가치관을 확고히 할 수 있다4) ;
외부세계와의 연결 및 현실과의 접촉을 자극할 수 있다5) ;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심거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6) ;
소외감을 없앨 수 있다7) ;
문화양식 및 행동양식을 확고히 할 수 있다8) .

위에 열거된 목적들은 반드시 독서요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
로 개개인이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독서를 함으로써 그와 같은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요법은 인도자가 개인 혹은 그룹의 독서요법 참여자.
들에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방향으로 독서를 인도하는 조직적인 노력

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스티븐스는 독서요법의 잠재.
능력은 독자가 등장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소속감을 증대하고 자신감,
을 높이게 되며 자신의 동기와 요구에 대한 직관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직관은 궁극적으로는 독자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돕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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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독서요법이 신체적 혹은 감정적 장.
애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의 역할도 하지만 예방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인들보다는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에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요법은 성장 단계의 어린이들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모리스 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
독서요법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자아와 타인을 이해하고 자율적이 되어 학교 가,
정 및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독서요법은 어린이들이.

독서 혹은 이야기 듣기를 통해서 인간행태에 관한 직관력을 계발하도록 돕1)
고;
사회화의 과정을 돕고2) ;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돕고3) ;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갖도록 돕고4) ;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돕고5) ;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면하도록 격려하고6) ;
문제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사고와 공감대를 얻도록 돕는 것이 그7)
목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독서.
요법은 인식 자신감 및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
이같은 목적을 갖고 어린이들의 성장 및 개인적 적응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면에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변 인물들의 독서요법 인도

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서요법 인도자의 조건

슈로더스는 독서요법을 숙련된 돕는 사람의 지도 아래 독자의 개성과 문헌"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이라고 하며" (Shrodes in 1949

독서요법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책from Pardeck & Pardeck, 1993), ,
독자 그리고 돕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돕는 사람 즉 독서요, . , ,
법을 행하는 사람을 독서요법 인도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구미지역에서 사용되.
고 있는 라는 명칭은 독서요법사 혹은 독서치료사라고 번역할 수bibliotherapist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그 이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독. ,
서요법의 일반적 개념조차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서나 교사 혹은 부모들이 독서요법을 시행할 경우 아직은 다른 직종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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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요법사나 치료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 보다는 인도자라는 명칭을 사

용하는 것이 원만할 듯 하다 나중에 독서요법을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개.
발되고 자격증 등의 제도가 마련되며 직업적인 전문 치료사로서의 구별이 필요,
할 경우에 그 이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여도 좋을 것 같다.

년대에 무어는 상식이 있고 어린이들의 복지에 따뜻한 개인적인 관심을1940
가진 누구라도 독서요법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의 여러 학자들도.
의사 심리학자 상담가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서 및 그 밖의 정보자료, ,
에 대한 지식이 있고 독서요법 대상자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사서, ,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독서요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
독서요법 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의 하나는 그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상응하는 문헌을 선택하는 기술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사서들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사서들은 도서관 이용.
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들을 추천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과정에 이미 참

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독서요법을 시행한다고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 대한.
보다 개인적인 접촉과 관심 그리고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
독서지도에서 처럼 단순히 책을 추천하고 권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독서요법 대상자 개개인 혹은 그룹의 관심과 필요 문제에 대하여 깊이 파,
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그들이 그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동기, ,
를 부여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의 작업으로서 토론 및 아래에 소.
개할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서요법 대상자들이 읽은 자료를 소화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서요법의 인.
도자는 단순히 자료를 선택 읽을거리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의,
전 과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요법의 대상자

이 연구에서처럼 그 관심을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으로 한정할 때 누가 독서,
요법의 대상자가 될 것인가는 독서요법의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

에 따라 결정된다 독서요법을 치료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면 이미 어떤. ,
노출된 장애상태로 인정된 지각 정서 신체 혹은 행동장애 등의 문제 및 그와, ,
유사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만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독서요법을 죽음 이혼 성장기의 신체적 심리적 갈등 등 일상생. , , ,
활의 어느 단계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부딪히게 되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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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는 한편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 및 청소년들의 범위는 매우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고 가정과 학교에서 유리되어 이미 비행의 단

계로 나아간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독서요법을 실

시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이혼을 똑같이 겪더라도 미리 그 심리적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상담과 독서요법을 병행한다면 예방의 기능을 더 강조할 수

있다.
대상자들의 연령 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생긴다 예를 들어 파르덱 부부가.
편성한 독서요법용 추천도서 서목 을 보면 변화하는 역할 모델 이라는(1993) " "
주제의 장에 수록된 종의 서명 중에 상당수가 세 세의 연령층에 할애92 2-4 , 4-6
되고 있다 두세 살 되는 어린이들까지도 독서요법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실제로 이 같은 어린이들의 집단에서도 감정의 분출 단계를 제외한 이전.
단계까지의 독서요법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베넷.
러닝 센터에서 마련한 이하<Classroom Teacher's Manual for Bibliotherapy> (

이라 약함 는 세의 어린이들로부터 고등학생까지 광범한 연령층<Manual> ) 5-6
을 대상으로 독서요법을 시행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독서요법은 인도자와 어린이 혹은 청소년 일 대 일 개인적으로 시행할( )
수도 있고 여러 명의 그룹으로 할 수도 있다 개인지도의 경우 인도자와 대상, .
어린이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대상자는 자기의 문제와 필요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스스로 자아 성장의 필요를 느끼고 개인의 존재,
가 용납됨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그룹 독서요법의 경우 서로.
관심 문제 경험이 같은 대상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소속감 유대감을 갖게 되고, , , ,
서로 자극하여 독서를 고무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며 상호관계 속에서 자아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한다, .
독서요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토론은 그룹 상황에서 훨씬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그룹 인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과 문제에 따라 일 대 일 관계를 더 편안하게 여기는 대.
상자가 있기도 하므로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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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요법의 주제

어떤 주제에 독서요법을 적용할까의 문제는 독서요법의 목적을 얼마나 광범위

하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살펴 본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서.
목들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독서요법 시행의 경험에 의하여

선정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어 닉슨 빅커스는 초등학교의 교사들로서. , ,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요법용 서목에 생활의 대처 죽음 이질성 이혼 가난 관, , , , ,
계 자아관 및 이야기 하기와 낭독이라는 여덟 가지의 주제를 포함하고 실제로,
독서요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파르덱 부부는. <Yong

라는 저서에서 알콜과 약물 중독 부모의 이혼과 별거People with Problems> , ,
감정 및 행동의 문제 이사 신체 장애 임신과 낙태 질병과 죽음 성 인식 형제, , , , , ,
관계 및 계부모라는 열한 가지의 주제로 서목을 분류하고 있다 이 책은 이미.
어떤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요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수록,
된 주제들 또한 다소 심각한 인상을 준다 특히 감정 및 행동의 문제라는 장에. ' '
서는 문제 부모와 문제 아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부모와 자녀 사이

의 많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년의 저서에서는 변화하. 1993
는 역할 모델 복합 가정 이혼과 별거 아동 학대 대리 보육 입양 및 아동기의, , , , ,
두려움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한편 스티븐스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목에서 가족 관계 책임 이기심 성격과 개성 자율성 용기 새로운 가정과 친, , , , , ,
구들에 대한 적응 병과 신체 장애의 인정 입양아 두려움 타인의 용납 자아의, , , , ,
용납 신체적 특성 및 죽음이라는 열네 가지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 .

에서는 외모 체격 장애 성장 및 발달 감정 및 성격 수줍음 자<Manual> ( , , ), ( ,
아 개념 남을 돌보기 행동 책임 거짓말 두려움 협동 우정 죽음 가족 관계, , , , , , , , ),
가정내 문제 별거와 이혼 세대차 사랑과 관심 및 사회 경제적 문제 인종 및( , , , ) - (
민족 관계 전쟁과 평화 이사 부적응 마약과 알콜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 , , ) .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다양하고 서로 일치되지 않

으므로 독서요법을 처음 시도하는 인도자들은 혼돈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성 혹은 불일치성은 독서요법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

고 효과를 보여 주어 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각 주제에 수록된 도서.
들은 어떤 표준화된 도서 선정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들이 아니라 독서요법

도서 선정의 일반적인 지침과 연구자들의 자의에 의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다소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사회 구조적 학교 제도적으로 절대적. , ,
인 차이가 있는 한국에서는 이 같은 주제들이나 각 주제에 포함된 도서들을 그

대로 채용하여 쓰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최근 이혼 청소년 흡연 음주. , , ,



56 도서관 년 봄Vol.53 No.1(1998 )

약물 사용 학원 폭력 성관념의 개방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큰 사회 문제로 등, ,
장하고 각종 사회 비리 악성 범죄의 증가 예를 들어 유괴 아동의 성적 학대, , ( ,
등 대형 사고 예를 들어 삼풍 백화점 붕괴 기 추락 등 의 빈발로 어린이), ( , KAL )
들이 성장 과정에서 죽음 재해 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으므로 독서요법이 문제 해결 및 예방의 차원에서 그러한 주제들을 반영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이같이 다양한 주제로 독서요법을 시행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

는 것은 그 같은 주제를 한국 사회의 실정에 맞게 다루는 어린이용 혹은 청소년

용 도서들이 폭 넓게 출판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도서의 종수와 질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서들이 독서요법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보다 심

층적 분석적인 방법으로 도서를 선정하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어린이용 청소년용 도서들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독서요법용 자료의 선정

독서요법을 위한 추천도서 서목을 편성하는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책이 그와 동일한 상황의 다

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 내용에.
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의 해결을 다루고 있다면 어떤 책이라도 독서요법

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특정한 어린이에게 얼마나 알맞은 책을

짝지어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서요법용 도서는 대체로 다음.
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다:

책에서 다루는 주제 자체가 독자 어린이 혹은 청소년 가 당면하고 있는 문1) ( )
제와 한 가지 이상의 측면에서 관련이 될 것;
독자의 특정한 요구나 문제에 적합한 현실적인 접근방법 납득할 만한2) a. , b.
해결방법 호감을 주는 등장 인물들 어린이 등장 인물이나 인성을 가진, c. (
등장 동물 사물 이 있을 것, ) ;
독자의 실제 연령 책에 대한 흥미의 수준을 결정 독자의 성숙도 책의3) ( ), (
등장인물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 및 독서 능력 표준화된 독서 능력) (
테스트와 학년에 의하여 결정됨 에 맞을 것) ;
포맷이 적당할 것 그림 활자의 크기 복본 여부 등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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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자 헤이즐 샘플은 내용면에서 이야기의 구조 작가가 다루고 있는1) ; 2)
갈등과 그 결과 등장 인물들과 작가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등장 인; 3) ; 4)
물들의 목표 등장 인물들이 표현하고 있는 의견과 사상 및 작가의 독백 등; 5) ; 6)
을 주목하여 도서를 선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독서요법용 추천도서들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일 필요는 없다 도리어.
이른바 비극적인 결말 기대하지 않던 결말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토론의,
과정에서 독자들이 직접 다른 결말을 만들어 보고 그 스토리의 궤적을 바꾸어

보는 것과 같은 작업을 통해서 긍정적 창의적 결론을 맺게 될 수도 있다 등장, .
인물의 비극적 종말을 대리 체험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

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그것으로 독서요법,
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독서요법용 자료에 영화와 같은 시청각 자료들을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러셀은 년대에 이미 어린이들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과 같은 매체의 끊임1950 , ,
없는 폭격에 의하여 과잉자극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년대에 루빈도 시청. 1970
각 자료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도서관이 미디어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독서요법을 도서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고 주장하,
였다 그는 각종 비책자 자료 및 음악 연극 등의 매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 .
레너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영화의 중요성에 관하여 피력하였다 다소 길게.
인용하자면 그는 독서요법은 타인에 대한 그들의 시대 사회 및 자신들에 대한, " ,
예리한 관찰자로서의 동시대의 작가들의 영감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고 하"
였다 즉 작가들은 우리와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을 직시하는 능력을. , "
갖고 충고할 자격이 있으며 독자들은 그들의 작품을 잘 읽음으로써 그리고 간, ,
접적인 경험을 가짐으로써 그 안에 비추어진 문제를 통해 자신의 삶의 상황과,
의미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는 것이다 그는 작가뿐만이 아니" .
라 영화 제작자들도 같은 능력 혹은 책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독서요법을 위한,
추천서목에 영화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컴퓨터의 영향력까지를 포함하여 시.
청각 자료의 보편성을 명백히 목격하는 년대에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1990
다 그러나 텔레비젼이나 영화는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 각각이 체험할 수 있는.
상상의 세계를 제한하고 독서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독자의 개성과 책 사이,
의 상호작용을 대체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므로 후일 비디오요법 과 같은 분" "
야의 연구가 필요할 때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음악요법. " (music

나 드라마 요법 시 요법 등 이therapy)" " (drama therapy)", " (poetry therapy)"
미 자체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분야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도서로 제

한한 독서요법의 연구로도 충분할 것이다.



58 도서관 년 봄Vol.53 No.1(1998 )

독서요법의 실례

독서요법의 실례로 파르덱 부부가 년 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1990 6 7 6∼

동안 진행한 그룹 토의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들은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고.
제한된 독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었다.

주 어린이들의 제한된 독서 능력 때문에 소설을 읽어 줌 어린이들의1) 1 2 ;∼ ：

무반응 어른에 대한 경계 태도 제한된 언어 구사 상태를 보임, , .
주째 어린이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 학대 당한 경험이 있는2) 3 ; <Flying：

의 등장 인물에게 편지를 쓰게 함 먼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free> ;
게 하고 인도자가 그들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 편지를 씀.
주째 를 읽어 줌 어린이들이 행복 슬픔 분노의 감정3) 4 <Michael's story> ; , ,：

을 나타내는 세 개의 가면을 만들어 소설을 읽을 때 등장 인물이 드러내는

감정에 해당하는 가면을 들게 함 그것으로 감정의 동일시가 이루어짐; .
주째 두 소설 속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게 함 주째에 기록4) 5 6 ; 5∼ ：

하여 주째에 낭독함6

이 주간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희생을 말로 표현할 수 있6
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동년배 어린이들과 어른들에 대한 대인 관계에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독서요법을 시행함으로써 이와 같이 즉각.
적으로 태도의 변화와 같은 결과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긍정적이지만

잠재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단기간의 독서요법 후에 대상.
자의 점진적인 변화와 발달을 주목하고 관찰하는 것도 독서요법 인도자의 소임

이 될 수 있겠다.

독서요법과 토론

독서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서와 독서 이후의 토론이라고 한다 치료.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인도자가 아니라 책 그 자체로서 독자가 그것을 읽고 이

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책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에서 치료의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토론은 책의 내용을 독자가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인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모어 닉슨 빅커스는 책을 읽고 난 후. , ,
에 내용의 장별로 생각할 사항들과 관련 활동을 제안하고 있는데 각각의 생각,
할 사항들은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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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적 생각 책의 내용상 특정한 사항들을 기억하도록 도와 주는 문답들1) ,：

해석적 생각 내용에 대한 추론과 인생 경험에 대한 적용을 도와 주는 문2) ：

답들,
창의적 생각 연극 이야기 시 토론 등을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3) , , ,：

성을 고무하는 문답들,
비판적 생각 학생들이 자기들이 읽은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고4) ：

무하는 문답들.

이같은 질문들로 생각을 정리한 후에는 그 책의 내용과 관련된 시각 예술 글,
짓기 연극 음악 사회 과학 및 과학 등의 과외 활동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깊, , ,
이 있는 이해를 시도한다 다음에서는 모어 등이 사다꼬와 천 마리의 종이학. < >

이라(Sadako and the thousand paper cranes, by Elenor Coerr. Putnam, 1977)
는 어린이 소설을 분석한 것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적용 실례를 살펴보기로 한

다.

요약[ ] 사다꼬는 일본 히로시마의 자기 학교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 하는 선：

수가 되기를 꿈꾸었다 자기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어느날 사다꼬는 현.
기증을 느낀다 사다꼬는 그 상태가 비밀로 지켜질 줄 알았는데 드디어는 현기. ,
증으로 학교에서 쓰러지고 말고 원자폭탄의 방사능 노출로 인한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된다 사다꼬가 병실에 있는 동안 가장 친한 친구가 종이로 접은 학.
을 한 마리 갖다 준다 친구는 사다꼬에게 만약 천 마리의 종이학을 접을 수 있.
다면 그녀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희망을 갖고 사다꼬는 오, .
백 여 마리의 종이학을 열심히 접는다 자기의 힘이 다 할 때까지 계속하면서. ,
그녀는 번째의 종이학이 마지막이란 것을 알게 된다 사다꼬의 반 친구들이644 .
천 마리의 학을 접을 때까지 계속해 준다.
한 일본 소녀의 실화에 근거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보

여 준다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사다꼬의 동상은 전쟁으로 인한 상실과 허.
무함이 무엇인가를 세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많은 어린이 소설들. (
이 우정 희망 죽음 등의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 ,
연구 문헌들의 속성상 한국의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인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의 적용 사례를 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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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어[ ] 죽음 질병 두려움 두통 오봉 어두움 현기증 아픔-- ; -- ; -- -- ;
방사능 신사 기모노 평화 기념일 눈물 기적 시험 슬픔-- ; ( ) -- -- ; -- -- ;神社

백혈병 병원 짱 고통 환자들 이 핵심 단어들은 거미줄과 같은-- -- ; -- -- . (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내용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다꼬와 그녀의 주변 환경들,
을 요약해 주고 있다.)

단계별 생각에 의한 질문의 보기들[ ]

원문적 생각1) :
사다꼬가 현충일 아침에 관찰한 행운의 징조 두 가지는 무엇인가a. ?
사사끼 선생이 사다꼬를 특별히 자랑스러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b. ?
사다꼬는 죽기 전까지 몇 마리의 종이학을 접었는가c. ?

해석적 생각2) :
사다꼬의 성격 중 어떤 면이 자기의 병을 감당하는데 도움을 주었는가a. ?
사다꼬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도움을 받았다 당신이 어려웠던 상황에b. .
서 도움을 준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해 보라, .

창의적 생각3) :
날개에 시구를 적은 종이학을 만들어 보라 교실 천장에 종이학들을 매a. .
달아 보라.
안네의 일기 의 요약을 읽고 안네와의 인터뷰를 기획해 보라 안네와b. < > .
사다꼬가 세계를 향해 평화에 관해서 비슷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설

명해 보라.
종이 찢어 붙이기 진흙 및 다른 재료들을 갖고 독자적으로 기념비를 만c. ,
들어 보라.

비판적 생각4) :
사다꼬는 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본능적으로 귀를 막는 반응a.
을 보였는가?
왜 사다꼬는 종이학을 접음으로써 자기의 병세를 조절하는 느낌을 가질b.
수 있었는지 평가하라.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한 책임자들에 관하여 연구해 보라 그것의c. .
필요성에 관하여 토론 시간을 마련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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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활동[ ]

시각 예술1) :
종이 접기 전문가를 반에 초청하여 시범을 보이게 한다 일본에서는 행a. .
운과 장수의 상징인 종이학이나 거북이를 접어 본다.
종이학으로 교실 벽화를 만들어 세계 평화의 소망을 실어 본다b. .

글짓기2) :
사다꼬처럼 일기를 쓴다 자신과 가족 병에 관한 생각을 적어 본다a. . , .
사다꼬와 천 마리의 종이학 의 서평을 써 본다b. < > .

연극3) :
사다꼬와 천 마리의 종이학 에 근거한 가면극을 창작해 본다a. < > .
이야기의 일부를 각색하여 사다꼬처럼 독백을 해 본다 각각 선택한 것b. .
에 목소리를 바꿈으로써 사다꼬의 느낌을 전할 수 있다.

음악4) :
라는 노래를 들어 본다 평화와 세계의 이해를 강조a. "We are the world" .

하는 비슷한 노래를 만들어 본다.
전쟁의 허무함과 평화의 소중함에 관한 랩송을 만들어 본다b. .

사회5) :
전쟁 후에 일본의 생활은 많은 면이 변화되었다 특히 어떤 면이 변화했a. .
는가 연구해 본다.
일본에서 학은 행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b. .
동물이나 곤충이 행운을 상징한다고 보는지 연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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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6) :
원자에너지를 맨 처음 사용한 것은 부정적이었다 원자력의 긍정적인 이a. .
용에 관하여 연구해 본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대한 폭탄의 후유증과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b.
고의 영향력을 비교해 본다 일본에서 얻은 정보가 체르노빌 사고에 어.
떤 도움을 주었는가 에서 발췌? (Mohr, Nixon, Vickers, 1991 ).

결 론

지금까지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독서요법의 제반 특성과 적용 실례를 살펴보

았다 독서요법은 사서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독서 지도를 보다 개인적으로 조. ,
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어린이들 및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독서요법이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거.
나 체계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서관에서 독서요법 인도.
자로서의 사서의 전문성을 새롭게 계발하려는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교 도서실을 설치하고 전문 사서 교사를 두고 있는 학교의 수

도 극히 미미한 현 상황에서 그리고 독서 지도가 인성 계발이나 취미의 고양이,
라는 측면보다 논술 시험을 대비한 하나의 기능으로 인식되어 급조된 독서 지도

사가 일반화되는 현실에서 사서가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서요법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년부터는 중고교 및 특수 학교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진로 선택에 전문 상1998

담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하니 기존의 사서 교사들이 전문 상담 교사와의,
협력 하에 독서요법을 시행하는 것 혹은 공공 도서관의 사서들이 지역의 각급,
학교와의 협조 하에 독서요법을 시행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병원 도서실 특히 어린이 전문 병원의 사서들도 의사. , ,
간호사 카운슬러들과의 협력 하에 독서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독서요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서들이 독서요법의

효용을 인식하고 각 도서관의 관종 및 특성에 맞는 목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독서요법의 대상자의 선정은 사서가 독자적으로 독서요법을 시행할 것인가 학,
교 공공 기관과의 협력하에 시행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시행 장, .
소는 도서관 혹은 협력 기관 중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분위

기인 곳이 좋다 도서의 선정을 위해서 사서들은 일반적인 독서 지도를 위한 경.
우에서보다 더 심층적 분석적인 독서를 해야 한다 사회적 가정적으로 어린이, . ,
및 청소년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참으로 다양한데 비하여 그같은 주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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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 도서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서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독서요법의 이론을 대

략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독서요법이 아직 한국의 실정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므로 보다 깊이 있는 이론의 전개와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위한 차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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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는 듀이십진분류표 를 위한 윈도우DFW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
즈 인터훼이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버전은 첫 번째 테스트 버전.
이다 이 버전은 기존의 도스 버전인 판을 수록하고. Electronic Dewey, DDC 20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가 생산에 들어가면 이CD-ROM . DFW

은 판을 수록할 것이다 의 이용자 인터훼이스가 도스 버CD-ROM DDC 21 . DFW
전과는 매우 다르지만 탐색 엔진 데이터베이스 접근 프로그램 은 유사하다 그러( ) .
므로 와 의 도스 버전에 관한 기술을 참고하기 바Carpenter(1995) Trotter(1995)
란다 본 논고는 의 모든 특징을 기술하지는 않으며 실무에 있는 분류자들. DFW
에게 가장 유용해 보이는 특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의 좀 더 상세한 기. DFW
술을 위해서는 와 의 글을 보면 된다Vizine-Goetz Bendig(1996) .

탐색2.

는 특정한 주제탐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모두 색인의 창DFW
이나 탐색의 창 을 이용해야 한다 색인의 창을(Index window) (Search window) .

이용하는 가장 유용한 접근은 상관색인 어구 살펴보기 이다 이 접근 방법( ) (scan) .
으로 분류자는 인쇄본 색인과 유사한 상관색인의 제시 에서 특정DDC (display)
주제를 살펴보고 선택한다 이 방법은 의 여러 곳에 나타나는 용어들을 위. DDC
해 특히 유용한 데 예를 들면 경영 문학 프로그래밍 세금과 같은 주제에 해당, , , ,
하는 주된 분류 번호를 알고자 할 때가 적합하다 살펴보기의 창 은. (Scan view)
세로로 스크린을 나누어 왼쪽 반을 차지하는 색인의 창이며 오른쪽 은 탐색1/4
의 창 나머지 은 번호의 창으로 구성된다 을 보라, 1/4 DDC (Figure 1 ).

에서는 부가적인 비인쇄 상관색인 항목들DDC 21 (nonprint Relative Index
이 버전에 추가되며 이 항목들은 복잡한 인쇄색인에는entries) DDC CD-ROM

들어갈 수 없다 의 편집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비인쇄 색인 항목들을 추. DDC
가할 예정이다.
탐색의 창은 용어나 듀이 번호로 키워드 탐색을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

하는 입력 상자 를 갖고 있으며 탐색 결과 히트의 듀이 번호와 표제(input box)
를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다 탐색의 창 은 세로로 나누어진DDC . (Search view)
반쪽 창으로 이 창은 긴 히트 리스트를 보는데 유용하다 탐색의 창으로는 매우.
적은 스톱워드 리스트를 제외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단어와(stopword) , DDC
번호에 관해 불 조합과 절단 마스크 심벌 는 용어의 끝이 없거나 알 수 없는, (*



윈도우즈 버전을 위한 듀이십진분류표 67

문자 수를 나타내고 는 용어의 어느 한 부분이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을 사용, ? )
해서 키워드로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색인 레이블로 탐색을 제한할 수도 있다. .
가장 유용한 색인 레이블은 로 를 탐색하면 이것은 레코드 중dd: dd:616.1-616.9
듀이 번호가 항목 번호나 항목 번호 중의 하나인 경우로 탐색을 제한한다 색인.
레이블 없이 를 탐색하면 아래 지시된 대로 더하시오 라616.1-616.9 "616.1-616.9 "
는 빈번한 추가 지시 사항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레코드를 검색한다.
키워드 탐색은 안의 많은 곳에 나타나지 않는 예를 들자면 과 같은DDC , batik
특정 용어를 탐색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상관색인 어구 에서 이러한 용어를 살. ( )
펴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화면 상에 색인의 창을 이미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키워드 탐색으로 충분할 때 색인의 창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다 키워드 탐색은 이용자가 상관색인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떤 용어가 나. DDC
올지 예측하지 못할 경우에도 유용하다 예를 들면 아래에는 오. World War II
직 하나의 상관색인 항목밖에 없으며 분류번호는 이다 아940.53 . World War II
래에 모든 적합한 레코드를 색인 하는 것은 색인에서 본표를 요약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듀이십진분류표 편집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알파벳 순서로 어디,
에서나 와 같이 하위 필드로 를 가진 상관Refugees-World War II World War II
색인 항목은 많이 있다 로 키워드 탐색을 하면. world war ii and refugee ?

라는 적합한 레코드가 검색될 것이다 키워드 탐색은 상관색인에 전형940.53159 .
적으로 없는 특수한 조합을 위한 지름길로도 유용하다 예를 들자면 산업에서의.
보상 에 관심이 있다면 로(compensation by industry) compensation and industr*

을 검색할 수 있다 상관색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면 을 살331.28 . compensation
펴보고 의 전체 레코드에서 을 참고하라는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331.21 331.28
다 키워드 탐색은 또한 매뉴얼 주기의 특수한 예를 불러내거나 원하는 레코드.
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주기사항을 상기시키는데도 유용한데 Seth

이 매뉴얼 주기 안의Thomas clocks 300 vs. 600 Social Sciences vs.
의 예로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Technology .

제한자는 특정 주류 하나의 주된 숫자 예를 들면 강 두개의 주된 숫( , s1:300), (
자 예를 들면 목 세개의 주된 숫자 예를 들면 또는 특정한 보, s2:330), ( , s3:331)
조표 예를 들면 로 제한을 하는 탐색을 하게 한다 예를 들면( tn:t1) . , waste? and

으로의 탐색은 인 법학 분류표에서의 를 검색해낼 것이고s2:340 340 waste(s)
는 제 보조표인 지리구분에서만 를 검색할 것이다germany and tn:t2 2 germany .

본표의 특정 부분에 익숙한 분류자들은 종종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분류번DDC
호의 첫 번째 두 자리나 세 자리 혹은 필요로 하는 보조표를 알고 있어서 제한

자를 잘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친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류자들은 본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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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분이나 특수한 보조표를 일일이 열거하는 추가 주기사항에 따를 때 제한

자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155.413 Conscious mental processes and
에서 뒤에 있는 숫자 를 추가하라intelligence [in child psychology] "153.1-153.9 "

는 주기 사항에 따라 으로 탐색할 수 있고learning and s3:153 808.819 Poetry
에서 제 보조표 에서 부터 의 기호displaying specific features " 3 C T3C-1 T3C-3 "

를 추가하라는 지시 사항에 따라 로 탐색할 수 있다marriage and tn:t3 .
제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절단만을 사용할 때 또는(waste? and dd:34*

보다 훨씬 더 빠르지만 적합한 매뉴얼 항목이 포함되지 않germany and dd:t2*)
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만약 매뉴얼 주기는 물론 보조표나 본표 정보 안에서.
검색을 원한다면 이나 의 탐색 결과biograph* and dd:36* biograph* and dd:338*
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이 두 탐색 모두 전기류 분류에 관한 매뉴얼에서의.
유용한 도움말을 검색해 준다 또는 적합한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 로. biograph*
단순히 탐색하고나서 분류번호순으로 열거된 개의 히트 리스트를 살펴DDC 172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자 색인은 이후의 버전에서 확장되어 매뉴얼 항목을 검.
색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뉴얼 주기 사항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가끔 제한자의 현재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해서 히트 리,
스트에서 하나의 항목으로서 매뉴얼 지시사항을 제외시키는 방법은 없다 이상.
적으로 하나의 항목으로서 매뉴얼 주기 사항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더 나은 방

법을 의 향후 버전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은 매뉴얼 색인과DFW
색인 레이블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미 국회도서관 주제명 표목표(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 LCSH)：

는 미 국회도서관의 서지 레코드에서 듀이 번호와 함께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다섯 개의 표목들로 듀이 번호를 위한 추가적인 탐색 용어를 제공하기 위해

번호와 통계적으로 연결시켜 온 것이다 완전히 혹은 광범위하게 개정된DDC .
판을 위한 를 제공하기 위해 특히 서지 레코드 상의 판DDC 21 LCSH , DDC 20

분류번호와의 통계적인 매칭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곳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색인의 창을 이용해서 어구 색인을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다. LCSH .
살펴보는 리스트는 전거 레코드의 리스트가 아니고 오히려 서지 레코LCSH
드로부터 나온 표목의 리스트이다 또한 색인 레이블 를 사용해서 번호. su: DDC
와 함께 연결된 를 찾는 키워드 탐색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통계적인 연LCSH .
결이 편집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아서 우연히 안 좋게 연결된 것도 있다 따라서.
올바른 듀이 번호를 찾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항상 레코드 상에서의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만 한다 는 판에서 와 같이 듀이. LCSH DDC 20 Parental leave
번호에 적합한 동의어나 특별히 찾는 용어를 편집자가 색인하지 않은 경우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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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보조 도구로서 유용하다 이러한 용어들은 비록 어떤 경우에는 비인쇄 색인.
에만 있게 될지 모르지만 듀이 상관색인에 이후 추가될 것이다 는 또한, . LCSH
상관색인으로부터의 규정에 의해 제외된 용어를 위해서도 유용하다 예를 들면. ,
전쟁에서 특별한 전투는 본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상관색인에 없다 그래.
서 의 과 의World War I Verdun (940.4272) World War II Pearl Harbor

는 에서 그 전투명으로 를 탐색해야만 찾을 수 있다(940.5426) DFW LCSH . Pearl
의 색인 결과로 나온 개의 히트 중에서 개Harbor LCSH 3 2 (European theater,

는 명백히 부적합한 것이지만 나머지 하나East and southeast Asian theater)
는 적합한 것이다 지리적인 배경이 부족한 분류자에게(Pacific Ocean theater) .

이 경우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각 레코드

의 버튼을 누르면 부적합한 것은 각각 하나의 서지 레코드밖에 없는 반LCSH
면 적합한 것은 개의 서지 레코드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7 .

데이터베이스에서 히트가 없는 가장 일상적인 이유는 따로 만든 번호DDC
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탐색하기 때문이다 번호(built number) .

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지만 모두 따로 만든 번

호를 갖지는 않는다 분류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더 많은 번호를 따로 만들어 추가하는 것도 또 다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에 충분히 공간이 남아있고 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CD-ROM DFW
만들어진 번호를 와 함께 추가하는 계속적인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LCSH .
서 의 지역적인 해석 방법과 함께 분류자들은 빈번히 사용하면서 만든 번DFW
호를 분리된 주기 색인에서 탐색이 가능한 하나의 번호와 하나의 언어 색인으로

함께 추가할 수 있다.

학문 분야와 학제적인 번호들의 선택과 인식3.

는 저작에 해당하는 정확한 학문 번호를 찾아내고 주제에 해당하는 학제DFW
적인 번호를 알아내는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색인의 창에서 상관색인 어구. ( )
의 제시와 함께 색인 항목의 하위 필드들이 번호에 해당하는 학문을 보여주고

주제에 해당하는 학제적인 번호는 어떤 분야의 하위 필드 없이 그 용어의 맞은

편에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상관색인 항목은 오염에. ,
해당하는 사회 복지 분야의 번호가 학제적인 번호인 이며 법학과 독극물363.73
학 분야에서 오염 주제에 해당하는 다른 번호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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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363.73
Pollution-International law 341.7623
Pollution-law 344.04632
Pollution-social welfare 363.73
Pollution-toxicology 615.902
만약 이러한 번호들 중의 하나를 다른 접근 방법으로 찾는다면 레코드를 위한

색인 항목을 번호의 창에서 완전한 레코드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주제의DDC ,
학문 분야나 그 하위 학문 분야를 알아내거나 그 주제를 위한 학제적 번호가 바

로 그 번호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다 또한 본표나 보조표에서의 주.
기 사항을 탐색함으로써 예를 들면 라는 탐색으로, death and interdisciplinary
어떤 주제를 위한 학제적인 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많은 학제적인 번호들은

상관색인에서만 알 수 있다.
탐색자가 학문 분야를 나타내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자리의 숫자까지 아는

경우 특별한 학문 분야나 하위 학문 분야 안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기,
위한 다른 방법은 제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법학 분야로의 탐색으,
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법으로 탐색을 제한하기 위해pollution and s2:340,

로 탐색할 수 있다pollution and s3:341 .
번호에 해당하는 학문 분야를 결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계층 체계의 창

에서 그 번호를 보고 계층 체계의 상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Hierarchy window)
다 계층 체계의 창은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계층 체계에서 위 아래로의 이동4.

는 몇 가지 방법으로 계층 체계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DFW DDC
한다 계층체계의 창은 번호에 해당하는 전체 상위 계층 체계를 보여주고 다음.
단계는 하위 계층 체계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에 해당하. 154.6 Sleep phenomena
는 계층 체계는

100 Philosophy, parapsychology and occultism, psychology
150 Psychology
154 Subconscious and altered states and processes

>154.6 Sleep phenomena
154.[.62] Sleep
154.63 Dreams



윈도우즈 버전을 위한 듀이십진분류표 71

이며154.64 Somnambulism

에 해당하는 계층 체계는612.821 Sleep phenomena

600 Technology(Applied sciences)
610 Medical sciences Medicine
612 Human physiology
612.8 Nervous functions Sensory functions
612.82 Brain

이다>612.821 Sleep phenomena .

계층 체계의 창에서 이용자는 계층적인 제시 안에 있는 어떤 번호도 하이라이

트 할 수 있고 를 클릭해서 해당 번호의 계층 체계 상하를 볼 수 있Hierarchy
다 조정된 번호를 보기 위해서 이용자는 바로 다음 상위의 번호를 하이라이트.
하고 를 클릭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본표나 보조표의 어디에서라도Hierarchy .
쉽게 시작하고 저작을 위한 가장 적합한 분류번호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만큼 상

하로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다.
두개 이상의 유사한 번호들 간의 차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그 계

층 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화면에 다른 번호들의 계층을 보여주는 여러 계층.
체계의 창을 동시에 열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편리한 한 가지 방법은. 4
개의 이용자 창들 중의 하나를 화면의 오른편에 있는 크기의 계층 체계의1/4
창과 크기의 탐색의 창과 함께 이용자에게 맞추는 것인데 이 부분은 부수적1/4
인 계층 체계의 창으로 빨리 채워지지 않을 분야이며 화면의 왼쪽 윗부분 코너

에서 시작한 형태는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위치로 끌어내릴 수 있다.
에서 상하위로 탐색하는 이용자는 계층 체계의 창에서 보여주는 정확한DDC

요약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볼 필요가 있다 인접한 번호를 보기 위해서 이용자가.
인쇄본 페이지의 것과 매우 유사하게 볼 수 있는 페이지 창의 번호로 끌DDC
고 가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찾고자 하는 계층 체계 정보의 레코드가 중심.
항목 인 때를 제외하고는 계층 체계의 창에서 배제된 중심 항(centered entries)
목을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페이지의 창은 처음 시작하는 번호. DDC
로부터 멀리 떨어진 번호를 보거나 많은 번호들의 페이지 위아래를 보는 것이

느린 경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탐색의 창 안의 히트 리스트에서 번호의 하위 계층 체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은 탐색의 창 입력 상자로 번호를 끌고 가는 것이다 색인 레이블.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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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적으로 주된 분류번호로서 그 번호의 예들을 탐색하게 제한할 것이다.
이용자는 그 번호의 모든 세구분을 얻기 위해서 그 번호의 끝에 별표 절단 기호

를 추가할 수 있다 조합된 번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용자는 별표를(*) .
추가하기 전에 번호의 마지막 한자리를 지울 수 있다 그 결과로 나온 히트 리.
스트는 번호의 바로 아래 계층만이 아닌 모든 세구분을 포함할 것이며 중심 항

목과 상관 색인 및 매뉴얼 주기 사항으로부터 만들어진 번호들도 또한 포함할

것이다 상관 색인과 매뉴얼 레코드로부터 만들어진 번호들은 페이지의 제. DDC
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해당 번호의 종속적인 항목들의 가장 완

벽한 리스트를 줄 수 있다 번호와 표제만이 탐색의 창에서 볼 수 있으므로 탐.
색의 창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많은 항목을 빨리 살펴볼 수 있다, .
별표 절단 기호의 결과가 탐색의 창을 최대한으로 쓰면서 쉽게 보는데 너무

많은 히트를 갖는 경우 이용자는 별표 대신 물음표 절단 기호 가 하나의 문자, (?
를 나타냄 를 쓰거나 적합한 수의 물음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는 번호) .
를 위한 하위 계층 체계의 요약을 이용자에게 맞추어 만들 수 있다.

계층 체계에서 분류자가 상위 체계로 이동할 필요성이 생기는 특별한DDC
이유는 인용 순서와 우선 순위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애완용. ,
동물 음식에 사용되는 가공육에 관한 저작(a work on processing meat to be

을 분류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와used for pet food) 664.66 Food for animals
라는 두 개의 번호를 알게 될 것이다664.9 Meats and allied foods .

페이지의 창에서 이용자는 에서 이란 중심 항목을 쉽DDC 664.66 664.62-664.66
게 훑어보고 에 우선 순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자주 이루664.9 .
어지지만 가끔 이러한 우선 정보는 단순히 위쪽으로의 페이지 이동만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의복 산업에서 이민 노동자들의 임금에 관한 저작. ,
을(a work on wages of immigrant workers in the garment-making industry)

분류하고자 할 때, 331.28 Compensation in specific industries and occupations
와 라는 두 개의 적합한 번호를 알331.62 Immigrants and aliens [as workers]
수 있다 공통되는 번호는 이다 분류자는 을 보기 위해 계층 체계의 제시. 331 . 331
를 사용하거나 간단히 로 탐색해서 가 우선하는 것임을 알려주는dd:331 331.62
레코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들을 모두 적용할 수 없었다면 인용 순.
위나 우선 정보가 알 수 없는 중심 항목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중심 항목에는 복잡한 저작 의 분류를 설명해 주는 주기(comprehensive works)
사항이 있기 때문에 를 탐색하고 본표의 적합한 부분 탐색으로comprehensive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심 항목인 을 보고. , 331.3-331.6 331.52 Veterans

와 중에서 선택하는[as workers] 331.69 Indigenous ethnic groups [a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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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자는 로 탐색할 수 있다, comprehensive and s3:331 .
히트 중에서 몇몇 정보만이 중심 항목이지만 이러한 항목이 쉽게 발견될 수 있

는 이유는 히트 리스트 왼쪽에 로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중심 항목은 여러"C" .
가지 이유에서 자주 중요하므로 주어진 어떤 번호의 상위 계층 체계에서 적합한

모든 중심 항목을 찾는데 좀 더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

요하다 그 대안으로 계층 체계에서 중심 항목의 포함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은. .
종종 우스꽝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본표 보조표 매뉴얼 항목의 제시와 상관색인으로부터5. , ,
만들어진 번호를 위한 완전한 레코드

는 상관색인에서 만들어진 번호에 관한 완전한 정보와 매뉴얼 항목을 보DFW
여주는 한 가지 방법과 본표와 보조표 항목을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

다 분류자들은 개개인의 우선 순위와 특정한 경우에 근거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따라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번호의 창은 하나의. DDC

번호에 관한 완전한 정보 즉 그 분류번호와 연결된 와 그 번호를DDC - LCSH
위한 상관색인 항목들 간행 주기와 분류번호 표제를 제시한다 페이지의, , . DDC
창은 분류번호 표제 간행 주기와 함께 인쇄본 에 나타난만치 다수의 근접, , DDC
한 본표와 보조표 레코드를 보여준다 이용자는 본표와 보조표의 위 아래 페이.
지를 볼 수 있다 번호의 창은 계층 체계의 창을 열 수 있는 버. DDC Hierarchy
튼을 갖고 있고 창 안에 제시된 근접 항목 이외에 상위나 하위 계층 체계DDC
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다 번호의 창은 번호를 잘라낼 논. DDC DDC
리적인 위치를 사선 으로 보여주지만 페이지의 창은 보여주지 않는다(/) DDC .

번호의 창은 매뉴얼 레코드를 제시하지만 페이지의 창은 그렇지 않DDC DDC
다 번호의 창은 사선과 함께 상관색인으로부터 만들어진 번호를 보여주고. DDC
그와 관련된 모든 상관색인 용어와 를 가장 가까운 상위의 번호와 표제에LCSH
추가하여 보여준다 페이지의 창은 상관색인으로부터 만들어진 번호를 보. DDC
여주지 않지만 분류번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추가 주기 사항을 찾는 빠른 방법

은 그 번호를 페이지의 창으로 가져와서 집어넣는 것이다DDC .
페이지의 창은 검정색으로 간행된 주기 사항을 보여주기 전에 파란색으DDC

로 지역적인 주기 사항을 제시하고 번호의 창은 레코드의 한 부분으로 지DDC
역적인 주기사항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지역적인 주기사항을 보여주는 분리된 창

을 열기 위해 두 번 클릭할 수 있는 아이콘을 갖고 있다 지역적인 주기 사항을.
많이 이용하는 분류자는 레코드를 볼 때마다 볼 수 있고 너무 짧아서 화면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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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복잡한 정보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주기사항을 위한 페이지의DDC
창을 선호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봐야 하는 긴 매뉴얼과 같은 주기사항을 보,
기 위해서는 번호의 창으로의 접근을 선호할 것이다DDC .

페이지의 창과 번호의 창은 간단하고 중간 정도 길이의 레코드에DDC DDC
서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긴 레코드 특히 긴 추가 보조표와 함께 하는 레코드에,
는 어느 것도 잘 사용할 수 없다 페이지의 제시는 번호의 제시보다. DDC DDC
더 간편하고 그래서 긴 추가 보조표와 함께 하는 레코드를 위해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긴 매뉴얼 주기 사항에 이용할 수 있게 비교 가능한 간단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페이지의 제시가 아닌 번호의 제시에서 탐색 질문. DDC DDC
에 사용된 단어나 번호는 진하게 보이고 분류자는 진하게 나타난 용어를 찾기

위해 긴 레코드를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에서 분류자는. 670 Manufacturing
매뉴얼의 을 보" 338 vs. 060, 381, 382, 670.294, 910, T1-025, T1-0294, T1-0296
시오 라는 참조에 따라 를 탐색할 수 있고 는 긴 주기사항의 적합" 670.294 670.294
한 부분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긴 레코드를 검색한 분류자가,
그 레코드 안의 단어나 번호를 탐색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자열 탐색

의 방법이다(string-searching) .
분류자는 훑어보는 창 을 사용해서 쉽게 번호의 창과(Browse view) DDC
페이지 창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화면을 수직으로 나누어 왼쪽의 에DDC , 1/4

탐색의 창 그 아래 에는 번호의 창 나머지 반 크기의 화면을 페, 1/4 DDC , DDC
이지의 창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를 보시오 크기의 번호의(Figure 2 ). 1/4 DDC
창은 그 레코드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정보의 빠른 확인을 위한

창으로 최대한 위 아래로 돌려보는 것이 용이하다 예를 들면 의 왼쪽. , Figure 2
아래 부분에서 를 위한 레코드는 국제법에 해당하는 번호로서 번호를 알341.745
려주는 색인 용어를 보여주기 위해 내려본 것이다 번호의 창을 특DDC . DDC
히 선호하는 분류자는 두 개의 창 즉 탐색의 창과 번호의 창을 수직으로, DDC
나누고 있는 탐색의 창을 선호할 것이다 수직으로 나누고 있는 번호의 창. DDC
으로는 위 아래를 돌려 볼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복잡한 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분류자는 번호를 만드는 창으로 사용하는 개4
이용자의 창 중에서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접근 방식은.
한 개의 탐색의 창과 다른 세 개의 번호의 창이나 세 개의 페이지의DDC DDC
창 또는 번호의 창과 페이지의 창을 적당히 함께 쓰는 것이다 중요DDC DDC .
한 것은 분류자가 반드시 동시에 세 개의 레코드를 쉽게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에서 보듯이 소설에서의 의상학에 관한 비평적인 연구. Figure 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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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번호를 만들 때 분류자는 오른critical study of costume in fiction) ,
쪽 위의 페이지의 창에 의 추가 주기사항을 오른쪽 아래에는 또DDC 809.1-7 ,
다른 페이지의 창에 의 추가 주기 사항을 놓고 왼쪽 아래 번DDC 808.839 DDC
호의 창으로 제 보조표 의 레코드인 를 찾아 볼 수 있다 는 번호3 C -355 . DFW
를 만들고 지역적인 주기를 복사하거나 윈도우의 클립보오드로 복사하고 서지

레코드로 보내는 화면의 하단에 작업 영역을 제공한다 번호의 첫 번째 부분을.
만든 후 적합한 추가 주기 사항이 기술적으로 더 이상 화면에 필요하지는 않지,
만 화면에서 사라진다면 분류자가 제대로 번호를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그 번호

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를 사용하여 불러와야만 한다Past .
분류자는 하나의 저작을 분류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다른 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 재정과 세금의 거시경제학적 관점을 다룬 저작. , (a work
에 해that treats both the public finance and macroeconomic aspects of taxes)

당하는 분류를 할 때 분류자는 의 상관 색인 어구 살펴보기로 시작할Figure 1 ( )
수 있다 유용한 전략은 상관색인 어구 제시에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 )
다 예를 들면 는 세금을 위한 학제적이면서 공공 회계를 나타내는. Taxes 336.2
상관색인에서의 번호인데 이 항목을 번호의 창으로 끌고 와서 완전한 레DDC
코드를 볼 수 있게 집어넣고 다른 항목으로 Taxes-macroeconomic policy

를 선택해 서 색인의 창안의 탐색 버튼을 클릭하거나 탐색의 창으로 항339.525
목을 끌고 와서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면 분류자는 탐색의 창과 번호의 창. DDC
을 포함하는 또 다른 창들로 연결이 된다 탐색의 창과 번호의 창 안의 정. DDC
보는 다른 대응하는 창으로 옮겨질 수 있지만 색인의 창은 더 이상 화면의 반을

차지하지 않는다 세금에 관련된 예와 함께 만약 분류자가 잠정적으로 를. 336.2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의 완전한 레코드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한가339.525 ,
지 접근 방법은 훑어보는 창으로 연결해서 페이지의 창에 를 끌고 와DDC 336.2
서 그 번호를 근처의 레코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완전한 레코드를 보기 위해

번호의 창에 를 끌어 오는 것이다DDC 339.525 .

참조6.

에서 참조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는 끌고 와서 집어넣는 것이다 상관색DFW .
인 어구 의 창에서 이용자는 예를 들면 와 함께( ) SA( , "Melanoma SA Cancer")
줄을 하이라이트하고 그것을 버튼으로 끌고 와서 상관색인의 언급된 부분Scan
에 집어넣는 것이다 번호의 창이나 페이지의 창에서 이용자는 언급. DDC DDC
된 듀이 번호를 하이라이트하고 적당한 답을 줄 장소에 결과로 나온 아이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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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넣는 것이다 만약 참조가 아래 지시된 대로 추가하시오 와 같은. "930-990 "
긴 추가 보조표와 함께 하는 레코드를 언급하는 추가 주기 사항일 경우 분류자,
는 긴 추가 주기 사항의 가장 간단한 제시를 얻기 위해 페이지의 창으로DDC
아이콘을 줄 수 있다 본표나 보조표의 번호에 대한 다른 참조를 위해서 분류자.
는 번호의 창이나 페이지의 창에서 레코드를 볼 수도 있고 그 번호DDC DDC
를 계층 체계의 창으로 처음 끌고 와서 그 계층 체계의 측면을 보거나 그 번호

를 탐색의 창의 입력 상자로 끌고 와서 그 번호의 세구분을 모두 보여주는 리스

트를 가져 올 별표를 추가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뒤에 오는 참조로 끌고.
와서 집어넣는 방식 은 이용자에게 가능한 많은 선택(drag-and-drop approach)
을 주고 있다.
그러나 끌고 와서 집어넣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하이퍼텍스트 링크에서 클릭하

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분류자가 단순히 최소한의 노력으로 다른.
번호를 보길 원할 때는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나을 것이다 끌고 와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융통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링크가 가

장 바람직한 그러한 참조를 위해 추가되기를 바란다.

결론7.

의 강점은 저작을 분류하는 문제로의 접근에 다양한 방식을 제공한다는DFW
것이다 분류자들은 주제의 특성 본표의 특정 부분과의 친숙성과 비친숙성 개. , ,
별적인 선호도에 따라 접근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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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의 창Fig. 1: (Scan View)

훑어보기의 창Fig. 2: (Brows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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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가 적당히 맞춰 사용한 창Fig. 3: 809.3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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