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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애플(Apple)의 스마트폰(smart phon)은 우리의 여가생활을 바꿔놓았다.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의 커뮤니케이

션의 방법에 있어 시･공간을 넘어 계층 간 장애 없이 글쓰기가 가능해졌다. 인터넷 가상현실에서 집단지성(swarm intelligence)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집단지성들이 활동 가능한 확장된 교육프로그램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관의 학교 교육의 시각적인 

지도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 5일제 시행 이후 체험환경은 교육, 관광 등 연계성을 들 수 있다.  

I. 서론 

   2012년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국 광역지역센터

를 중심으로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꿈다

락’ 토요문화교육사업을 앞두고 있다. 각 공공시설물을 활

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글쓰기를 통한 문학원천소스 산업과 교육에 확대가 예

상된다. 인터넷 가상현실에서 사용자는 “멀티미디어 행동

주의 표현예술”[1]은 지리적 표현, 즉 현대 예술적인 경향

의 패러다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문학관의 위치

기반을 활용한 적극적인 글쓰기를 통해 인식적인 사고 발

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지역갈등에 대한 지역문화 

관계개선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Ⅱ. 한국문학관지도 디자인 문제점

  전국 50여개의 문학관이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이 되

어있으며 “박물관, 문학촌, 문학관, 문학공원 등 그 명칭에 

있어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2] 작가, 장르별 그 

형식에 따라 또는 자료 수집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사

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방법에 있어서 첫째, 

사용자가 협회를 알고 접근하여 검색하는 경우, 인터넷 검

색을 통해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명칭을 미리 알고 접근하지 않

는 한 사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없다. ‘한국문학관지도 기

획’은 우리에게 효율적인 정보검색 방법을 시각적으로 제

시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산재한 문학관의 ‘한국문학관

협의’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단일방식으로 수용자는 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학지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각 지역문학관

과 ‘한국문학관협회’와의 교육, 관광과 연계가 부족하다. 

문학지도 기획에 있어사용자측면에서 문학지도의 차별

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살

린 문학지도의 기획이 필요성”[3]를 밝히고 있다.

  추후에 ‘문학지도’는 각 지역별 작가, 작품과 관련된 정

보 혹은 지식정보 접근 방식에 있어 몰입을 할 수 있는 도

구적 장치로 필요하다. ‘한국문학관지도’는 전국 문학관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database cluster), 즉 ‘정보화 

기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에서 2011년까지 42개에서 8개추가 되어 2012년

에 총50개로 파악되고 있다. 문학관은 점점 증가 할 것으

로 예상된다. 효율적인 ‘한국문학관지도’를 5일제 인한 비

교육 현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Ⅲ. 한국문학관지도 접근 측면

  ‘문학관’은 ‘문학’+‘관’+‘지도’로 영어로는 literature+ 

house +map이다. ‘한국문학관협회’와 그 소속된 문학관 

사이트만 해도 50여개가 된다. 여기에는 전국문학관의 교

육 및 축제들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된다. 각 문학관

의 특징에 맞게 작가 혹은 장르별 문학유산의 유무형의 정

보가 수집, 보관, 보전, 전시되고 있다.

  ‘문학지도’는 문학관 정보와는 다른 문학특징이 있다. 

바로 서사성이다. 추후 문학관은 수용자가 제작한 문학지

도(literature map)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한 나라의 지

역, 계층의 다양한 이야기는 “문화맛보기”(culture taest)
를 통해 사용자들의 “인식론적 지도그리기”(cognitive 
mapping)가 가능하다. 타문화와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

를 만나게 해준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과 이주민에 

의한 다문화사회의 팽창으로 거주민과의 마찰이 심각하다. 

이것은 갈등을 허무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것은 전 세계의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여 ‘한국문학지도’와 

더불어 ‘한국문학관지도의 기획’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

는 세계를 이해하는 표현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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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관지도’에 연계한 ‘문학지도’로 표현된 지도는 

타문화 이해를 쉽게 접근 시킬 수 있다. 교육, 관광 등 효

과적인 체험형 플렛폼의 역할이 가능해진다.

1. 문학관의 역할

  대부분의 문학관은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문학과 관련

된 유･무형 자원을 지역 내 유산으로 인식 관리･보전･전
시･교육하는 박물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육적인 자료활용에 있어가상현실이 역사학의 주요

한 표현수단이라 하였다. 한국지형변화를 통해 시대별 문

자, 2D, 사진, 3D, 애니메이션, 동영상, 음향, 음성 등 다

양한 재구성하여 이용자의 몰입을 유도하여 당시 사회상

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준다.”[4]고 밝힌바 있다.

  문학유산은 작가, 장르를 제외한 작가의 작품은 상상공

간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시선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수

용자 참여 가능한 지도제작은 가상현실이라는 쌍방향이 

가능한 검색기능과 수집들이 데이터베이스화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술적인 전문가와 인터넷 

‘집단지성’들의 참여를 적극적인 활용들은 전문가들의 학

술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문가가 비전

문가들에 대한 계층, 즉 멘토(mentor)기능으로 확대 예상

된다.

2. 수용자 참여 기반 문학지도제작과의 연계

 작가나 작품과 연관된 이야기 속의 상징성을 시. 공간 

정보를 시간, 공간, 주제의 입체적 구조로 조직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지도 

위에서 구현, 변형, 공유, 결합 할 수 있는 플렛폼은 수용

자가 단순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로 주

제와 테마가 개별화 된 구성[5]을 밝힌바 있다. 

  멀티미디어 기반 문학지도제작은구글지도”(google 
map) 혹은구글어스(google earth)를 통해 독자, 교육

자 등이 스토리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수용자들의 문학 

향유에 대한 욕구로 생산되는북매핑”Bookmapping는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문학지도의 형태는 국가 문

학유산에 대한 관리, 위치 및 가치 있는 유산을 개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마사 홉킨스

(Martha Hopkins)의 1999년랭귀지 오브 랜드” 
Language of the Land에서 논의 된문학지도”는 2000

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뉴욕맨하튼지도”,구글문학여

행” 등 교육, 관광 등 프로젝트가 지도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보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미래

에 인문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제공이 확장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매체의 전환으로 보편적 가치들이 문화유산의 

특수성에 강조한다. 

Ⅳ. 결론

 한국문학관지도 기획”은 매체 변화에 따른 지식을 적극

적으로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내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동하고 누구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문학은 우리에게 삶의 성찰과 지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문학지도’와 연계된 ‘한국문학관지도’는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전국문학관의 역할은 가상현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써야하며 교육, 관광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검색기능

에 있어 시각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

조작이 가능한 수용자 참여 지도제작의 의미는 그만큼 크

다고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멘티(menti) 기능으로써 계층 

간, 비전문가와 전문가들의 피드백으로 연결이 예상된다.

  문학지도 제작을 통한 교육은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적 가치를 깨닫게 되고 미래의 관광객을 유입 시킬 수 있

는 기획이 될 것이다. ‘문학지도’와 연계된 ‘한국문학관지

도’의 시각적인 하이퍼텍스트형식의 정보들 간의 유기적인 

구조로 구성된 플렛폼 기능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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