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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독서생활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관점 

황혜진**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개인의 행위를 넘어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갖는 

다. 최근에 소개된 독서문화사를 주제로 한 연구물들은 독서가 문화적인 

실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C빼er， 1쨌; α빼er & Cav때0， 19]7) 그리 

고 책이라는 인쇄 매체의 탄생과 사회적 확산01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며， 

나。}가 근대문명을 낳았다는 매체론의 통찰은 독서라는 행위가 ‘사람됨’ 

과 ‘우리됨’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설득력 있게 지적한다.(l\1cLt뼈n， 

* 이 논문은 2단계 BK2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서울대 국어능력계발인재%썩 
사업팀) 

** 서울대 BK21 국어능력계발인재%냉 사엽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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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fi2, 1934, 1007; F1usser, 1!ID) 이렇듯 독서가 개체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 

화적 현십F이라고 할 때， 독서에 대한 현상학적， 인지심리학적 접근이 아 

니라 독서생활에 대한 사회문화적 조밍에 필요해진다 

이 연구는 개인과 공동체의 독서생활을 사회문화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경험 주체의 관점이 반영된 독서생활에 대한 자료의 수 

집과 정리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런데 자료의 수집과 정 

리는 단순히 사실적 현상들을 모으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만으 

로 그쳐서는 안 된다. 자료를 보는 관점이 서고 자료 분류의 기준이 마련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의 나열에서 끝나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독서생활에 대한 특정 관점이 요구되며 이 연구눈 국어교육적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자료를 보는 시각과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교육학 내에서 독서생활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 정리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교육의 이론 

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국어교육은 읽기촬 매우 중요한 교육 영 

역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이론으로서 서구의 인지심리학 이 

론을 삼고 있다1 ) 그러나 인지심리학 이론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진행되 

는 정보 처리 과정을 엘반화할 뿐， 문화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에는 큰 관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인지심리학 이론에 따라 보편적인 인간의 공통적 

인지 구조를 따라 독서교육이 행해칠 때， 미국의 독서교육과 우리나라의 

1) 국어교육에서는 5차 교육과정(1937)에서부터 인지섬리학에 바탕한 읽기 및 쓰기 이 

론이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에 이르기까지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최현섭 외， 3)1):155-1η) 3채1m)， 4~t(1ffi1)의 교육과정은 각각 유신(維新) 정권과 

신군부의 정치 이념을 교육 제재 등으로 반영하였기에 국어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측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지심리학은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어교육의 독 

자적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이로 인해 기능 위주로 

짜여진 국어교육의 내용이 공소(空陳)해졌으며， 인문적 성격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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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기 힘들다 

그렇지만 독서， 즉，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 사회 

문화적 환경이 만든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형 

성한， 흑은 생성 중인 문화 안에서 고유의 독서 행위가 존재하는 양상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의 문화와 관습을 이론화하는 작업이 펼요하 

다. 이는 민족의 어문생활의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독서생활에 대한 자 

료를 축적하는 일이자 문화적 토양에 근거한 독서교육의 내용을 마련하 

는 기초 작엽이라논 의의를 갖는다. 

둘째， 독서생활의 흐름을 파악하교 추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견인해야 하는 교육적인 사명에서이다. 독서생활은 책과 독자가 

존재하는 현상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가치 평가의 대상 

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이란 현상 추수를 넘어， 보다 바람직한 것을 전수 

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화재생산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그 역할을 해 

야 한다. 현상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거니와 분류되기도 힘든 ‘독서들’이 

존재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독서 현상을 문화의 수준으 

로까지 이끌어 올리려는 당대인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독서라 

는 행위가 갖는 문화적 척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선행 노력을 도외시한 채 전연 새로운 독서교육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독서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독서교육 

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독서교육에 대한 선구적인 고민을 참 

조할 펼요가 있다. 따라서 읽기라는 언어활동을 가르치는 것을 본업으로 

하며， 독서교육의 교육내용을 마련해야 하는 국어교육은 현상적인 독서 

생활과 아울러 독서문화를 주도한 선구적 엽적틀을 정리함으로써 독서생 

활을 입체적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변화하든 매체 환경에서 독서가 가지논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서 

이다. 주지하듯， 독서라는 행위는 근대라는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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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인 낭독에서 묵독의 형태로 독서 행위가 변형됨으로써 책과 일 

대 일로 소통하고 있는 자기 의식을 가진 ‘개인’이 생겨났으며， 민족어를 

통해 쓰여진 소섣책을 통해 근대 민족 국가의 상상적 결속이 새로이 창출 

되거나 공고해졌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인쇄술의 산물인 책이 사회적 확산 일로를 걷던 시기는 곧 다 

른 대중매체와의 경쟁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인 독서 문화가 형성된 시기는 1때년대부터인데， 이 때 책은 신문， 라디 

요 영화라는 또 다른 뉴미디어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관계 

망 속에서 책은 초창기부터 다른 매체와 경쟁하면서 매체 고유의 가능성 

을 계발하고 실현하였다 그 결과 첨단의 기술 매체가 종횡하는 현재까 

지 책은 주요 매체로 남아 있으며 독서 행위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북을 포함한 웹 기반 텍스트들이 독서의 대십L이 되면 

서 인쇄된 형태의 책을 서점에서 구입해 사색하며 읽는 기존의 독서 형태 

가 변형되고 있다. 또 이러한 읽기가 다시 대상의 존재 방식이나 의미 구 

성 방식마저 환류적으로 변화시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언어로 표상 

되는 문자 매체보다는 이미지의 직접적인 재현을 자신의 매체적 속성으 

로 삼고 있는 영상 매체나 다매체의 결합을 기능하게 하고 감각의 새로 

운 분배를 낳는 웹 기반 매체를 향유하는 수용자는 책을 읽는 행위를 이 

미 지나간 시대의 산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플루서는 책이 사라질 미래를 예고하면서도 “비록 글쓰기가 아 

무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글을 쓰는 사람”에 

게 자신의 책을 헌정한다고 하였으며(Fluss앉， lffi7:짧)， 도정일은 현재를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 ‘책맹(冊둠)사회’로 진단하면서도 아직 그렬 단계 

는 아님윤 강조하였다".(도정일， 2(01) 그렇지만 그러한 진술이 절망적 현 

실에 대한 의지적 낙관이 아니기 위해서는 왜 우리에게 여전하1 책이 펼요 

한지， 독서 행위를 통해 우리가 얻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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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해 책을 읽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성찰하며 독서의 의 

의를 설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 독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실 

증적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절박하다. 우리 시대가 책과 독서의 가치를 

믿는 마지막 시기가 될 수도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상과 같은 국어교육적 관점을 바탕으로 독서생활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자료 선별 기준을 취할 펼요가 있다. 

첫째， 사적인 독서 행위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당대인의 독서생활을 짐작하게 해주는 자료와 아울러 독서 문화 

를 선도하고자 하였던 선행 노력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쟁 매체와 독서 관련 테크놀로지에 대한 성찰이 반영된 자료 

및 현재의 매체 환경에서 독서가 처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포 

함되어야할것이다 

위와 같은 자료 선별의 기준을 바탕으로7 이 연구는 독서생활사 자료의 

주제별 분류에 따라 연구 방호탤 설정하며 특정 사례를 통해 분류된 자 

료를 기술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서생활사 연구의 최종 목표는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과학적으로 기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 독 

서생활을 사적(史的)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이 시론적 

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독서생활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독서 

생활사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독서생활사 자료를 주제별， 형태 

별로 분류하고 자료들 간의 의미 있는 연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기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04 국어교육연구 제19집 

II. 독서생활사 연구의 배경 

독서생활에 대한 연구는 생활λH페ltagsgesc비chte) 연구의 성격을 갖는 

다. 생활사 연구는 특정 시대를 살았던 당대인의 생활에 대한 감각과 시 

각으로 한 시대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사 연구는 

미시샤 심성샤 문화사라고도 불리는데， 명칭에 따라 지역적， 학제적 배 

경을 조금씩 달리하나 그 내포적 의미에 있어서는 큰 치이를 보이지 않는 

다.(이화신， 때x)) 생활사를 복원하려는 역사학의 대표적인 시도에 해당하 

는 것으로 프랑스의 아날 학파의 연구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OJ이 

죽이기.J(1ffi4) 등의 심성[ræntalité]의 역사에 대한 연구 및 아날 학파의 

태두인 아리에스의 『사생활의 역해(책임편집， 1쨌)， 『이동의 탄생.J (l~)， 

『죽음의 역사 . .1(1975) 등이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책들에서 보여준 시각과 방법론은 현재 다학문적인 관심의 대 

싱l이 되고 있으며， 또 이를 바탕으로 생활사와 관련된 다양한 교양서적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그 중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한국생활사박물관 편 

찬위원회，200!)의 책들은 당대를 살았던 생활인의 감각과 개별 역사로부 

터 거시 적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는 생활사의 방법론을 충설히 보여준다2). 

이 밖에도 임기를 통해 조선시대 선비의 삶을 복원한 『홀로 벼슬하며 그 

대를 생각하노라.J(정창권 2003) 등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은 생 

활사가 역사학， 문학의 대중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문학 연구 및 교육 영역에서도 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그 방법콘이 

본격적P로 소개되기 전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다. 국문학자인 조동일 

2) 특히 후f국생활사 박물관은 지나간 역사를 당대인의 시각과 경험으로부터 보는 생활 

시뿐만 아니라 때m년대에 이르는 현시대의 역사까지 이우르고 있어 당대(1970-aXXl) 

를 연구 범위로 섣정한 이 연구에 많은 시사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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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학자인 고영근은 새롭게 부각되는 학제간 연구의 영역으로서 어 

문생활사를 제창하였으며(조동일，2(03)， 김광해는 국어생활사를 국어교육 

의 내용으로 십R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김광해， lSRì) 이후， 생활사의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연구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 

적인 사례로서 천정환의 『근대의 책읽기.1 (2003) ， 권보드래의 『연애의 시 

대.I(때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물틀은 과거의 文이 현대의 문학으로 변 

형되는 시점에서 독서생활이 변천한 %ν상 및 특정 주제가 문학으로 유입 

된 현상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문학λ14는 하위 역사에서도 미시사적인 방법론이 적용되어， 

거대 역사의 흐름을 바탕으로 주요 장르나 작품 및 작가를 나열하는 문학 

사의 기술 방식과 관점을 확장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문학 영역에 미시 

사 방법론이 적용된 대상은 주로 근대 초기인 1때년대와 1때년대이다. 

이 시기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시사적인 방법론이 적용 가능한 문 

헌 자료와 생애사 취재 대%에 남아 있는 까닭도 있지만， 이 시기가 바로 

어문생활의 현대성 (rr뼈엠1ity)이 형성된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현재의 어문에 대한 관념과 제도의 기원 

을 밝히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지식의 우연하고 불완 

전한 기원을 보려는 『지식의 고고학".1 (Fouca버t， 1~9)의 관점과도 상통한 

다고볼수 있다 

이미 주어진 필연적인 것으로서 역사를 보는 관점을 바꾼 생활사적이 

며 고고학적인 연구들의 의의는 과거의 역사를 복안적으로 보고 입체적 

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시각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다. 특히 현대성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은 우 

리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앓과 삶의 조건들이 우연히 형성된 것에 불 

과함을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이 얼마든지 재론될 여지가 있으며 재형성 

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디는 미덕을 갖는다. 그리하여 생활사적，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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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연구들은 일상적인 삶의 조건들을 성참하게 해주며 개개인의 사 

소한 일상적 삶이 역사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음， 나아가 개별 행위자의 

미시적 실천이 사회 변화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미덕과 장점을 갖는 생활사의 관점에서 볼 때， 독서생활을 포함 

한 당대의 어문생활은 그 자체가 성찰과 연구의 대%에 될 수 있다 더구 

나 근대 초기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여서 생활사 연구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처럼， 다매체 시대가 열리어 과거와는 전연 새로 

운 어문생활이 기능해진 현재의 시기논 후손들의 어문생활에 대한 성찰 

과 연구를 위해 많은 자호￡가 보존되고 정리되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왜 

냐하면 현재는 문화적인 변화 지점으로서 후대 혼r지들이 미시사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시기를 삼았던 사람 

들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성구조(fæling of structure)3!를 통해 

자효초가 수집되고 정리된 방식은 그 자체로 후대의 미시사 연구를 위한 자 

료가 된다. 수집， 정리된 자료를 보는 관점과 방법론은 당대인의 감성구 

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m. 자료의 영역에 따른 연구 방향 

이제 독서생활사 연구라는 각론의 연구사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 연구 

3) 감성구조는 윌리암스의 용어로 그의 문화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 감성구조는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실제로 그 사회의 성원으로서 싼}간 사 

람들만이 무의식적으로1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대R Wùliams, 
19J1:4). 이 개념은 사회적인 것이며 개인을 한계 짓는 구조적 제한을 의미하는 구조 
(struc따e)와 개인이 구조를 벗어나려는 능동적인 활동과 관련되눈 감정(fæ뼈g)의 

역통적인 관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통태적인 문화에 대한 상을 갖게 

하였다는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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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준 생활사적， 고고학적 관점과 방법론의 지평을 살피고 그에 따 

른 연구 방향을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독서생활에 대한 연구를 간단히 

이해하자면， ‘누까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환경에서 읽는가?’를 해명하 

는 작엽이라고 할 수 있다4) 당대사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독서생활에 대 

한 연구는 풍부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독서생활에 대한 연구는 서지 

학이나 문학의 수용자 연구， 문학사회학과 같은 기존의 문예학 연구 영역 

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구의 전통도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용론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 주제의 성격 상 독서생활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 

펴보는 일은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중 연구의 관점이나 방법 

론에 시사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만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독서 주체 

첫째， ‘누가 읽는가에 대한 질문은 문학의 수용자 이론과 문학사회학 

분야의 주요 관섬 영역이다. 국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문 

화와 역사를 정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확보된 조선 시대 

의 독자를 중심으로 행해진 바 있다. 이러한 성격의 연구물들이 공통적으 

로 갖는 기본 관점은 수용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는디는 것이다. 

그래서 사대부틀의 독서와 규중 부인들의 독서가 달리 취급되며， 양반층 

의 독서생활과 서민층의 독서생활이 구분된다. 

현대의 독서생활에서 수용자의 사회적 지위와 그로 인해 형성된 취향 

으로 분화되는 독서의 양태를 살핀 대표적인 저작은 부르디외(Bourdieu) 

의 『구별짓기』이다. 이 책은 독서생활에 초점을 맞춰 기술된 것은 아니지 

4) 이와 같은 분류는 독서생활사 자료를 주제별로 나누는 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 

한 분류를 가능하게 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로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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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용자가 사회적 계층에 의해 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설증적인 자료 

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독서와 직접 관련되는 연구물은 아니지만 

엠마19)의 “달라스’ 보기’(Watc뻐19 ‘뻐as’， lffi5) 같은 문화이론의 수용자 

론은 사회 집단에 따라 한 드라마를 어떻게 탈리 향유하는지 보여주며 수 

용자가 단지 주어진 문화적 산물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향 

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 주체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처럼 

수용자 이론은 수용지를 사회 집단으로 범주화시키는 것이 펼요하며， 수 

용의 질적인 특성이 밝혀질 때 수용의 의미가 보다 잘 드러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선행 연구는 수용지를 범주화할 펼요가 있으며， 수용자 연구에 

있어서도 질적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 영역 

에서 행해지는 독서생활사 기술도 모든 언중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 

정 범주의 사회적 집단으로 그 대상을 한정할 펼요가 있다 특히 국어교 

육적 관점이 적용된 독서생활사 기술에서 중요히 디루는 어문생활의 주 

체는 청소년기에 있는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들을 

현재 청소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청소년기 

독자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독서 흥미도 조사나 청소년기 독서 실태 조사 

및 분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를 거친 동시대인 

들의 독서 경험에 대한 조사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한 개인에 대한 연구에서 그의 정신이나 지성이 형성된 시기인 청소년 

기에 주목하는 생애사적인 연구들은 산재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수집 

하여 체계적으로 정려하는 작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령， 1~년대에 

서부터 :뻐P년대에 청소년기를 거친 동시대인의 독서 경험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한다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청소년기 독서생활사의 변 

천 과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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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청소년 독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학업성 

취도가 높으냐 낮으냐，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하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독서생활의 %ν냥이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 ‘독자 특성’에 이러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 

다 

2. 독서 대상 

둘째， ‘무엇을 읽는까하는 문제는 특정 시기의 독서 목록을 복원， 구성 

하는 것과 주로 관련된다. 국학 분야에서는 조선 시대 사대부의 독서생활 

이 미시사적인 관점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이들의 독서 생활을 재구하려 

는 노력이 행해진 바 있다. 문집이나 얼기의 관련 기록을 단서로 특정 시 

기， 특정 지역의 사대부들의 독서 목록을 밝히기도 하고 과거 시험 문제 

를 통해 펼독 도서의 목록을 역추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연구는 근현대를 대상으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 비교적 한정된 독서 

목록을 갖고 있는 전통사회를 대상으로 독서 목록을 복원하는 것보다 인 

쇄술의 발달과 독서문화의 대중적 확산， 독서취향의 분화와 다변화가 이 

루어진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 7}치가 높기 때문이다. 

근현대의 독서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은 개인이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 

하여 사적인 공간에서 읽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읽는가 

의 문제는 이미 통계 처리된 ‘잘 팔린 책틀’의 목록을 통해 접근할 수 있 

다 .. 5) 대중매체로서 책을 내는 출판사는 대중의 독서문회를 미리 읽고 출 

판물의 상품적 가치를 가늠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책을 소비 

하는 문화에 대한 이들의 감각은 곧 대중의 독서생활에 대한 감각이기도 

5) 한편， 이와는 반대의 발상에서 ‘어떤 책을 읽지 못하게 하였나?’라눈 접근법이 존재 

한다， 대표적으로 긍서의 사회사를 연구한 이중연(때1， :m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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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블이 만드는 베스트셀러도 특정 시기의 대중적 기호를 반영하고 

있다고볼수있다 

근현대의 전사에도 꾸랑의 저작인 『한국서지.1 (1894)나 세책가를 통해 

대여되었던 책의 목록과 횟수 등이 기록된 자료가 있어 근세의 베스트앨 

러 목록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베스트쩔러에 대한 연구는 언론정보학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어 이미 많은 연구불이 나와 있다，6) 그랭지만 본 연 

구의 방향이 청소년기의 독서생활을 밝히는 것이라 할 때， 모든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베스트겔러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청소년기 독자의 독서 

목록을 확인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베스트셀러 중 청소년 독자를 

주로 겨냥해 기획된 책도 있으며 자신의 독서 취향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 독자의 특성 상 베스트셀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 

문에 베즈:트셀러를 통해 청소년기 독자의 책 선택에 대한 특정 성향을 발 

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외에도 청소년기 독자를 상대 

로 설문 조사를 하거나 동시대인의 표본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나 설문 

조사의 방법으로 청소년기의 독서 목록을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집된 

자료는 베스트셀러의 목록과 비교 대^J-이 되며 대중의 독서와는 다른 청 

소년기 똑서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상적 독서생활과는 달리， 독서운동이나 독서교육의 관점에서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니라 ‘읽어야 할 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전 연구는 미국의 비판적 교육이론가를 중심 

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전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 

로 정전의 목록을 재구성하거나 정전이 형성된 배경과 기원을 밝히는 연 

6) 그러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렵다고 한다.(양평， aX)l) 출 

판사논 판매 기록을 간수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았기에 OJ:평은 판매 부 

수도 모른 채 뽑은 베스트생러를 “채점도 하지 않은 채 뽑은 우등생 같다~"(Od병， 

때1‘껑4)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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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비록 정전이 베스트셀러처럼 많이， 그리고 기꺼 

이 얽힌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결과붙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전의 목록이 재구된다는 점으로 인해 

정전은 사회학적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정전은 특정 

시기 해당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분석과 비판의 대상 

이 되었다. (Guillory, lffi3; 정재찬， 1~) 

따라서 독서생활사 연구에서는 정전의 목록을 ‘고전 목록’， ‘펼독 도서’， 

‘교과서에 실린 작품’ 등의 자료를 통해 시대적， 작성 집단별로 살피되， 그 

목적은 기존의 정전 연구와 같이 정전의 해체나 재구가 아니라 역사적 성 

찰을 위주로 할 수 있다. 정전의 목록은 독서문화를 검토할 수 있는 소중 

한 자료이기도 한데， 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고급문화와 대중적이며 일상 

적인 독서문화를 아우르며 독서생활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무엇을 읽는가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읽는 실제적인 독서 

목록과 문화적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권장하는 

독서 목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독서 방법 

셋째， ‘어떻게 읽는캐는 독서 방법과 관련된다. 그런데 독서 방법에 대 

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기 어려울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독서의 대상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개 

인이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성찰적인 기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 

다. 그렇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지성인인 김현의 『행복한 책읽기.J (1ffi3)라 

는 책이 존재하듯이， 수많은 잭을 읽는 과정에서 잭을 읽는 정도(正道)를 

깨달은 성과물틀이 있으며 교육적으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 

한 논의를 담고 있는 텍스트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분야의 연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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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독서생활에 대한 다른 연구 영역과 비교할 때 한산한 까닭은 독서를 

정보 취득의 방편으로 여기며 독서 방법 그 자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 

는문화적 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독서 방법을 성찰하고 제안하며 일반화한 자료틀은 책이라는 

매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며 나아가 책과 인간이 만나는 최적 

의 조건을 탐색하려는 시도이기에 소수의 자료이나마 발굴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서 방법에 대한 교육적인 제안들도 단지 정책 

의 차원에서만 검토되어야 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 시대가 합의한， 혹 

은 적어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숙의(熟議)된 교육적인 독서 

방법론은 독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료로서 한 사회의 독서 수준을 반 

영하는 문화적 척도가 된다. 

그간의 독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착목하지 못한 부분은 실제 인간이 

어떻게 책을 얽는가이다. 이 부분의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학적 방법론을 

벗어나 생애사 방법론(Bi앵rapÌrieforsch~)이 펼요하다. 전통적인 생애사 

연구법은 1920년대에 시카고 학파인 토마스와 전나니에키(ηlomas & 

Znaniec때)에 의하여 처음 소개되었다. 사회학자로서 이틀은 양적 연구보 

다 질적 연구플 통해 개인의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사회화 과정을 연구하 

려 하였다. 이틀은 연구자의 시각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개인의 시각에서 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 

해 개인의 행위와 사회 변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미시사회핵라는 새로 

운 분야가 개척될 수 있었다. 이후， 생애사 방법론은 듀이(아wey)를 태두 

로 한 경험주의의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되면서， 현재는 성인교육의 새 

로운 패러다임판로 각광을 받고 있다.(박성희， 때13) 

본고에서 생애사 방법론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설제 인간이 어떻게 책 

을 읽는가 승}는 경험적 자료를 모을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생애사 방법론의 의의는 무엇보다 연구 대상을 객관화해서 활 수 있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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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비록 독서 생애사 기술의 과정에서 연구 대상과 연구 주체가 동 

시대의 독서 관습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객관적 방법론이라 지칭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연구자의 편견이나 인식 관심에 영향을 받는다손 치더 

라도 생애사 방법론은 경험 주체의 시각으로 경험 자료를 보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서생활사 연구는 생애사적 자료의 확보와 

정리를 주요 과업으로 삼고 ‘어떻게 책을 읽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어떤 동기로， 어떤 책을 읽었으며， 그러한 경험의 결과로 한 개인이 독서 

의 의미를 어떻게 갈무리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경험 주체의 시각 

P로 자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4 독서 효용 

넷째， ‘왜 읽는캐는 독서의 효용과 관련된다. 이 부분 역시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읽기 위해 쓰고， 쓰기 위해 읽는 읽기와 쓰기의 

순환적 관계 빚 얽기를 통한 의미 경험이 자극하는 표현 욕구를 바탕으 

로 얽고 난 후 독서의 의미를 기록한 많은 자료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국학 연구 영역에서는 이를 고전 비평 자료로 취급하여 ‘도대체 사람들이 

왜 글을 읽었는가라는 문제를 해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주로 이러한 성 

격의 연구는 주로 시 비평 소설 비평 등 문예문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문종과 책에 따라 달라지는 폭넓은 독서 경험의 의미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독서의 효용은 시대나 사회집단， 섬지어는 한 개인이 처 

하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통사회에서 독서의 효용이 보편적 원리[道]의 깨달음을 통 

한 인성의 수련에 있었지만 현대사회의 독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의미를 갖 

지 않는다.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들이 베스트생러가 되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현대인들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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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들을 구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그리고 사회집단에 따라 독서의 효용 

도 다론데， 한 편에서는 교양을 추구하기 위해 책을 읽지만 다른 한 편에 

서는 실제적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고자 책을 읽거나， 그나마 현실 삶 

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책이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 

는다 이처럼 ‘왜 책을 읽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정 시대와 

사회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문학 비평 자료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보다 확장된 자료 영역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독서 실행에 관한 모든 역사는， 펼연적으로 쓰여전 것의 역사 

이며， 이울러 그것을 읽은 독자들이 남긴 증언의 역샤’(C뼈rtier & Cav떠10， 

lffi7:13)임을 상기할 때， 작문 자료도 독서의 효용을 암시해주는 섣명적 

자료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독서생활사 연구는 문예문과 비문예문의 

영역， 독서와 작문의 영역을 아우르는 자료 수집의 방식과 독서 주체를 

주요 변수로 취급하는 관점을 취해 어문생활의 복합적이며 미묘한 양 

상을 포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어교육 영역에서 행해지는 독서생활사 연구가 상정하는 독서 

주체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기의 독서 목적은 다른 집단괴눈 다를 것임 

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틀이 책을 읽는 목적은 평가 

를 대비하기 위해서열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청소년들은 교육적으로 권장 

되는 책을 읽거나 시간의 검증에 의해 고전성을 부여받은 작품을 선택하 

여 읽는다 한편， 이들은 청소년 문화리란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 

단이기도 한데(w!피s， 1~)， 주류 문화와는 차별적인 자신틀만의 해석공 

동체Gn뼈1J[etative corrrrnunity)7)에 속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소 

속되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를테면， ‘귀여니’라는 아이디를 가진 

7) 피쉬(Fish)에 따르면， 해석공동체는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동열한 능력， 용법， 규칙， 

관심을 총체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한다 (Fish， 1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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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작가의 소설이나 환타지 소설이 널리 읽히는 까닭도 이와 관련하 

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책 읽는 이유를 이렇게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힘들 

며， 또 이렇게 미리 틀 지워 놓는 것은 생활사 연구에서 지%봐려고 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서 목적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례 

에서 발견되는 심층적인 이유를 발견， 기술해야 할 펼요가 있다. 덧붙여 

언급하자면， 청소년들이 비록 학업과 또래문화에 영홍t을 많이 받는 세대 

라고는 하지만， 이틀이 읽는 책들은 그나마 실제적인 삶의 필요와 관심으 

로부터 떨어져 있기에， ‘주식 투자 성공법’이나 ‘부동산 투자법’， ‘성공을 

위한 회술’ 등의 살생활에 활용가능한 상태로 가공된 정보를 취하는 일상 

인의 독서 성향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 독서의 효 

용은 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자료적 가치가 높아진다 

5. 독서 환경 

마지막으로， 책이리는 매체가 놓여진 문화적 환경을 매체론적 시각에 

서 검토해야 독서생활의 ̂J-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앞서 논한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 

지 문자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 즉 문식력(li따acy)이 개인에게 요구되 

었으며 책은 지식의 보고이자 고급 정보의 가장 효율적 저장고로 취급되 

었다 그러나 현재의 매체 환경은 책 매체의 사회적 위상을 격하시키며 

단지 다른 매체와 경쟁하는 하나의 매체일 뿐으로 보게 한다. 특히 현재 

청소년기의 독자는 책을 읽기보다는 영상 매체를 보는 데 익숙해져 있으 

며， 책이라는 매체의 형태보다 인터넷 매체의 문자 텍스트를 주로 읽는다 

예상컨대， 이틀은 읽고 쓰는 능력을 교육받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매 

체 텍스트를 수용 생산하는 능력을 더 활용하논 제1세대가 될 것이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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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독서생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독서생활을 

형성하게 될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겪고 있는 독서에 

대한 의식의 혼란， 책과 다른 매체의 선택 상황에서의 갈등은 미래의 어 

문생활의 향방을 결정짓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나이를 범주로 묶인 청 

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이틀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계층이나 지역， 학 

교 등의 사회적 범주 안에 속한 청소년들이 이들이 책과 대중 매체를 어 

떻게 활용하며 살고 있는지 또한 사회적 상정 자본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살펴야 할 중요 참조 자료가 될 수 있대 

역사학에서 생애사 연구의 전형적인 사례로 2차 대전이나 유태인 대학 

살.， 4' 3 항쟁 등을 경험한 개인의 구술 역사를 보존하는 것은 그러한 사 

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은 세계샤 민족사적인 중 

요성을 갖는 것이지만 매체 환경의 대격변 역시 하나의 문화사적인 사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체험한 개인의 구술생애사가 

현미경으로 역사를 보는 미시사의 자료가 될 수 있었듯이 문화적 변동의 

시기에 놓인 개인의 경험은 생활사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강조 

하였듯이， 현재의 청소년기에 있는 독자틀은 매체 환경의 격변기를 통과 

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들이 새로운 매체를 수용·활용하면 

서 책을 읽는 행위를 변화시키는 OJ:상， 기존의 독서 행위를 새로운 매체 

8) 페티슨(Pattis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의 분리화 경향이 섬화 

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매스 미디어에 조율된 젊은이 문화와 더 전통적인 방법으 

로 길러진 젊은이 문화 사이에 가장 확설한 차이를 브러내는 극가다， 매스미디어에 

조율된 문회는 록 음악과 영화， 텔레비전， 전자게임 등을 선호하고 독서에는 2차적 
으로밖에 관심이 없으며， 설사 독서한다고 해도 최근의 픽션， 특히 SF와 만화 등에 

한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문화는 독서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질 높은 연 

극과 영회를 보고1 고전 음악을 듣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매스 미디어의 새로운 기 

술은 보완적으로밖에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페티슨은 분리된 두 계 

급파 문화가 격렬하게 대립하면， “미국이라는 실험은 종언을 고하게 필 것" (Pattison. 
l~:am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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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는 방식， 책과 다른 매체를 비교 · 선택하는 양태 등은 독서생활 

사의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책과 독서의 미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방향은 보다 분명해절 것이며， ED년 또는 100년만 지나면 다매체 시대의 

독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 

니다. 아직 너무 이르다."(α빼er & Cav때O. 1ffi7:떼)라는 말대로 현재 우 

리가 독서 현상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 

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작업이 있을 것이며 독서생활사 연구는 우리 시대 

에 행해지고 있는 독서생활에 대한 의의 부여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N. 자료 기술 방안과그사례 

독서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존재 방식을 취한다. 하니는 

독서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설명적 자료(explanatory reso따-æ)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의 경험적 자료(e뼈j앉11:t떠 r않뻐-æ)이다. 전자는 주로 텍스 

트의 형태로 존재하는 2차 자료이며 후자는 텍스트 혹은 개인의 경험으 

로 존재하는 1차 자료이다. 후자의 경우를 좀더 상술하면， 개인의 경험은 

문헌의 형태로 외화된 것도 있으며 아직 텍스트의 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채 개인의 내적인 경험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를 자료로 취 

하기 위해서는 생애사의 구술이나 기술 심층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한 자 

료 수집이 요청되는 바이다. 

앞서 논한 대상 자료의 영역 구분과 자료의 형태를 교직시켜 분류의 

틀을 삼으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앞 절에서 논한 ‘누개 무엇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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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환경에서 읽는개하는 자료의 대상 영역을 자료의 주제별 분류 

의 항목으로 삼을 수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 필독 도서를 제시한 문서가 

있다고 할 때 이는 ‘독서 대상’이라는 자료 영역에 포함되며， 독서의 의의 

를 강조하며 독서를 권장하는 문헌 자료는 ‘독서 효용’의 영역에 해당한 

다 이하의 표에서는 자료의 성격 및 형태와 주제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 

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료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 

겠다 

;鐵
경험적 자료 

설명적 자료 (experiential resource) 
(explanatory resource) 

문헌자료 구술자료 

독자의 특성을 설명 독자 개인의 환경과 
독서 주체 독자성향분석 자료등 한성장소설의 일부 특성에 대한 성찰이 

내용등 담긴내용 

청소년 펼독 도서， 권장 도 청소년기에 읽었던 읽은 책의 복록이나 

독서 대상 서 목록， 교과서에 실린 문 ‘내 인생의 책’을기술 특정 책을 읽은동기 
학작품의목록등 한수필 를말한내용 

독서 방법을 제시하눈 교육 ‘나의 독서법’을 주제 
잭을 읽는 방법， 장 

독서 농법 
자료등 로한텍人E 

소， 태도 자세 등에 

대한내용 

‘독서로 인한 개인적 
독서 행위， 독서 경 

독서의 의의에 대한 설명문 변화’를주제로한 텍 
독서효용 

t二 스트， 청소년의 독서 
험에 의미를 부여한 

。

내용 
감상문등 

다매체 시대의 독서생활의 
개인적 생활에서 잭 

의미에 대한 설명문， 독서 
이나독서 행위가처 

매체 환경이나 매체 
독서 환경 문화를 선도하는 ‘낭독의 발 

한상황에 대한기술 
선택에 대한 성첼:>1 

견’， ‘TV, 책을 말하다’ 등의 
이 포함된 텍人E 등 

담긴내용 
여。사 。 틴 「1入E 두 。

자료의 기본적인 분류를 위 표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독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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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사 자료의 성격 상 독서 주체， 대상， 방법， 효용， 환경 등의 주제로 삼아 

자료를 일 대 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개인의 독서생애사를 

담은 자료에는 여러 주제의 내용이 혼융된 채 존재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정리의 방법을 

별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띠m핑)을 위 

한 주제 분류법이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컴퓨터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 

에 숨어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기술로서 이를 통해 주제별로 한 자료 

의 내용을 구획하여 자료들 간의 다종다기한 의미 연관을 가능해진다 이 

하의 생애사 자료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한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청소년 

기의 독서 경험을 성찰한 글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마이닝의 실례 

를 보이면서 그 효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예시 자료 1> 

나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책읽기입니다， 

담배도 못하고 술도 못하고 운동신경도 영 없고， 그렇다고 춤을 잘 추 

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즐겨듣거나 부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다른이로 승배 서운한 마음에 뿌규만 마음이 저릿저릿해서 눈 

물이 핑 돌때 책을 빼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밥먹을 때도 책을 봅니다. 영어 단어 외우다가도 힘 

들면 책을 봅니다. 화장설 서랍장에도 책을 한가득 꽂아놓았습니다. 중독입 

니다. 

고2 때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부 외의 다른 일때문에 극 

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다른 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학교라는 세상은 

펙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역시 더더욱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 

다. 성적은 나날이 하향곡선이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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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쯤 전문대를 7싸겠다고 나름대로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라던 

가을인데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책상 위에 예쁘게 포장된 책 세 권 

이 놓여있었습니다. 

하나는 조병화 시인의 시집， 또하나는 김광규 시인의 시집， 또 하나는 소 

설가 임철우의 소설 

그리고 엄마의 편지. 

뭐라고 뭐라고 써내려간 엄마의 펀지는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지만(나 

는 그 책들이 엄마의 당근이란 결 간파하고 그것에 또 마음이 뒤틀렸습니 

다)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조금씩 마음을 잡아갔습니다‘ 그 가을에 

교정에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고3때는 죽어라고 공부만 했습니다. 드디어 못난 중생이 잡념을 떨쳐내 

버리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눈 안 팔고 공부만 했습 

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즈음 좀 많이 아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책상 

에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벚얼올 지내고 있는데 어느날 

엄마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조퇴를 하고 엄마랑 병원에 가는데， 햇빛이 

그렇게 챙챙거렬 수가 없더군요 병원 가는 길에 엄마가 올연히 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작은 서점이었는데， 나더러 불문곡직 책을 하나 고효랍 

니다 그래서 나는 박영한의 머나먼 쏟바강을 골랐습니다. 아주 뚜꺼운 놈 

이었는데， 나는 그때 집으로 배달되던 문학잡지에서 그 책이 대단한 책이 

라고 써있는 결 본 뒤었습니다. 여튼 그 잭을 쥐고 병원에 가는데 이상스럽 

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계단 앞에서 염마랑 헤어졌는데， 

그때 엄마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머나먼 쏟바강 읽어라 나 

는 정말로 천천히 학교로 들어가 그날부터 다음， 그 다음날까지 머나먼 쏟 

바강을 읽었습니다‘ 원 소리인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번째 

날부터 다시 가뿐해진 머리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입학 시힘을 보러 왔습니다. 우황청심환을 잘못 먹고서 지옥 같 

은 시간을 보내고 나오니 엄마가 손에 묵주를 든 채 눈이 퉁퉁 부어서 서있 

었습니다 엄U}7} 물을 묻힌 수건이 시험장에 이르자 꽁꽁 얼 정도로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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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였는데， 엄마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X버에서 꼼짝 않고 울면서 묵 

주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는 패잔병처럼 결어서 정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엄마가 

또 서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대 바로 앞에 있는 이화서림으로요 그 

러면서 나한테 또 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칼렛 1，2，3을 골 

랐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속편이었던 소설이었죠 그결 가지고 레 

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 집으로 내려와 .... 저는 수녀원에 갔습니다. 스 

칼렛을 틀고 수녀원과 스칼렛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니는 수녀원 피정 시 

간에 설컷 울고， 자유 시간에 스칼렛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억에 남는 책틀이 있습니다. 나는 책을 

처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아무 곳이나 펼쳐지는 곳부터 읽습니다. 읽은 책 

을 또 읽고 또 읽어서 펼쳐지는 곳부터 읽는 것이 더 재있습니다. 각별한 

맛이 있습니다.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책 이야기， 맛깔스럽게 적어보고 싶 

습니다. 이곳에. 

위의 인용된 자료를 데이터마이닝 기술 중 문서 클러스터링으로 분류 

해 보도록 하겠다. 문서 클러스터령은 여러 가지 주제를 포훈L하고 있는 

한 문서 내에 있는 내용들을 동일한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주는 기술이 

다. 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사용자틀은 문서 내에 뒤섞여있는 내 

용을 정리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펼요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박순 

철 · 변동률 · 이춘구， 때4) 

〈예시 자료 2> 

독서 효용(1): 나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책읽기업니다. 담배도 못 

하고 술도 못하고 운동신경도 영 없고， 그렇다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즐겨듣거나 부르는 것도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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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다른이로 승해 서운한 마 

음에 자꾸만 마음이 저릿저릿해서 눈물이 펑 돌때 책을 

빼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독서 방법(l): 그런데 생각해보니 밥먹을 때도 책을 봅니다. 영어 단어 

외우다가도 힘들면 책을 봅니다. 화장실 서랍장에도 책을 

한가득 꽂아놓았습니다. 중독입니다. 

독서 주체(1) 고2 때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니는 공부 외의 다론 

일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다론 이들의 시선이 부 

담스러웠고 학교라는 세상은 팍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 

기 때문에 역시 더더욱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적은 

나날이 하향곡선이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 

는 그때쯤 전문대를 7싸겠다고 나름대로 곧게 마음을 먹 

고 있었습니다. 

독서 대상(1): 그러던 가을인데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책상 위에 

예쁘게 포장된 책 세 권이 놓여있었습니다. 하나는 조병화 

시인의 시집， 또하나는 김광규 시인의 시집， 또 하나는 소 

설가 임철우의 소설. 그리고 엄마의 편지 

독서 효용-(2) 뭐라고뭐라고 써내려간 엄마의 펀지는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지만〈나는 그 책들이 엄마의 당근이란 결 간파하고 그 

것에 또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나 

는 조금씩 마음을 잡아갔습니다. 그 가을에 교정에서 그 

책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략) 

위와 같이 기술， 흑은 구술된 생애사 자료를 문단으로 나누고，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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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한 다음， 한 텍스트 내에서도 주제별로 의미 있는 연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가 되게 하면 다음과 같다. 

〈예사 자료 3> 

카
 

( 

독서 효용(1) 나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책읽기업니다. 담배도 못 

하고 술도 못하교 운동신경도 영 없고， 그렇다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즐겨듣거나 부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다른이로 하여 서운한 마 

음에 자꾸만 마음이 저릿저릿해서 눈물이 핑 돌때 책을 

빼들고 임기 시작합니다. 

독서 효용-(2): 뭐라고뭐라고 써내려간 엄마의 편지는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지만(나는 그 책들이 엄마의 당근이란 결 간파하고 그 

것에 또 마음이 뒤틀혔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나 

는 조금씩 마음을 잡아갔습니다. 그 가을에 교정에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독서 효용(3): 여튼 그 책을 쥐고 병원에 가는데 이상스럽게 마음이 차분 

해졌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계단 앞에서 엄마랑 헤어졌는 

데， 그때 엄마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공부하지 말교 머나 

먼 쏟바강 읽어라. 나는 정말로 천천히 학교로 들어가 그 

날부터 다음， 그 다음날까지 머나먼 쏟바강을 읽었습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번째 날 

부터 다시 가뿐해진 머리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독서 효용{4): 스칼렛을 틀고 수녀원과 스칼렛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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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녀원 피정 시간에 실컷 울고， 자유 시간에 스칼렛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독서 효용(5): 이렇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억에 남는 책들이 있습니 

다 

독서생활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한 자료 안에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에서 특정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분류하는 기술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심도 있는 분적을 위해서 

는 자료의 내외적 연관 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주제불 분류가 요긴 

하다 .. <예시 자료 1>은 개인의 날경험에 대한 자료이나.， <예시 자료 2> 

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주제로 삼는 항목틀을 중심으로 경험 자초초가 구획， 

항목화되었다 더 니깅까 〈예시 자료 3>에서는 주제별로 경험 자료가 의 

미 연관을 만틀어 내는 한 방식을 보였다. 

〈예시 자료 3>의 ‘독서 효용’을 중심으로 문서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분 

류된 자료들은 책 읽기가 독서 주체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마음을 달 

캘 수 있는 위안거리’，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적 엽무에 복귀하게 하는 계 

기’ 등이 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해 놓으면 ‘위안’ 

이라는 독서의 효용이 한 자료 내에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 확 

인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각기 다른 자료들을 ‘독서 효용’이라는 주제로 

모으고， 이를 독서 주체의 특성에 따라 재분류한다면 자료들 간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학제적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인하여 생 

활사 연구에서 데이터마이닝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위에서 예시 

한 한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료를 통해 하나의 주제만 추출하여 

의미 연관성을 발견하는 연구 및 독서 방법과 독서 대상과의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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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대상과 독서 주체의 연관적 특성 등의 자료 간 주제별 관련성을 발 

견하는 수많은 연구물들이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독 

서생활사 연구는 주제별로 원자료를 모으는 작업과 더불어 문서 클러스 

터링과 같은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기초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독서생활에 

대한 후속 연구를 견인하려 한다는 점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시도라고 할 

만하다. 

V. 결론: 연구 요약 빛 독서생활사 연구의 의의 

1. 연구요약 

이 연구는 독서를 사회문화적 행위로 규정하며， 생활사 연구의 한 영역 

으로서 독서생활사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연구 방향 및 연구 자료의 기 

술 빙반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어교육적 

관점을 견지함P→로써 독서생활사 기술 연구가 국어교육학 영역의 기초 

연구가됨을논하였다. 

독서생활사 연구가 펼요한 주된 이유는 경험 주체의 관점이 반영된 독 

서생활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위해서이다. 특히 독서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국어교육은 독서생활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적 토양에 근거 

한 독서교육의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행해지 

는 독서생활사 기술 연구는 현상적인 독서생활과 아울러 독서문화를 주 

도한 교육적 엽적틀을 자료로 삼음으로써 독서생활을 입체적으로 복원하 

고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구는 현 시기 변화하는 매 

체 환경에서 독서가 가지는 의미를 성찰하고 책이라는 매체의 효용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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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공효가있다 

이 연구는 독서생활사 기술에 필요한 자료 영역을 ‘누가 무엇을， 어떻 

게， 왜， 어떤 환경에서 읽는가?’로 나누어 이해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진행 

될 수 있는 연구의 방횡탤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독서생활사 연 

구의 주제별 자료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독서 주체’는 누가 읽느냐와 관련된 자료 영역P로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독자들을 독서 주체로 설정하였다. 이 때 ‘청소년기’는 한 개인 

의 정신이나 지성이 형성된 시기를 의미하기에 그 대상이 현재의 청소년 

독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청소년이라는 범주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기에 수용자 범주를 세분화하는 자료의 표집과 기술 방향이 섣정되 

어야할것이다 

‘독서 대상’은 무엇을 읽느냐와 관련된 자료 영역이다. 이 연구에서 설 

정한 청소년기 독자들을 독서 주체로 삼아 이 자료 영역을 기술하기 위해 

서는 단순히 베스트셀러 목록을 조사하고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독서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베스트젤러 목록이 청소년기 독서 대상 

을 온전히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독서 대상은 청소년이 즐 

겨 읽는 일상적 책과 아울러 독서운동이나 독서교육의 관점에서 읽어야 

할 책， 곧 ‘정전’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독서 방법’은 어떻게 읽는가와 관련된 자료 영역이다. 이 영역의 자료 

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독서 방법을 성찰， 제안， 일반화한 자료의 수집뿐 

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글을 읽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생애사적 

방법론이 요청된다. 이처럼 독서 방법의 기술은 개인의 경험달 경험 주체 

의 시각으로 자료화할 수 있는 생애사적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경험적 자 

료를 수집， 분석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독서 효용’은 왜 읽느냐와 관련된 자료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이루어 

지는 생활사 자료의 기술은 문예문뿐만 아니라 비문예문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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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괄성과， 작문 자료도 독서의 효용을 암시해주는 설명적 자료로 취급 

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영역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고려 

해야 할 점은 청소년이라는 독서 주체의 특성이다. 청소년은 교육적으로 

권장되는 책이나 고전을 읽어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며， 주류 문화와는 고 

유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독자 특성은 독서 효 

용과 관련된 자료를 기술하는 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독서 환경’은 책이라는 매체가 놓인 문화적 환경과 관련된다 최근의 

매체 환경은 인쇄된 문자 텍스트의 사회적 위상을 격하시키며 이를 다른 

매체와 경쟁하는 하나의 매체일 뿐으로 보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종의 

‘문화적 사건’이다. 현재 청소년기 독자들이 겪는 독서에 대한 의식의 혼 

란이나 책과 다른 매체의 선택 상황에서 겪는 갈등 등은 미래의 어문생활 

향방을 결정짓는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경험이다. 이는 우리 시대에 행해 

지고 있는 독서생활에 대한 역사적 의의 부여와 평가를 위한 소중한 자료 

가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독서생활사 연구의 주제별로 자료의 영역을 나누는 것 

과 더불어， 자료의 존재 방식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험적 자료인 1차 자료 

와 언중의 독서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설명적 자료인 2차 자료로 나누었 

다. 이 가운데 1차 자료는 개인의 경험을 외화한 문헌 자료와， 경험 그 자 

체로 존재하며 구술 형태로 기술 가능한 형태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러 

한 다각적 기준을 통해 독서생활사 자료는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분류될 

수있다 

그러나 자료의 특성 상 독서생활사 자료는 한 가지 이상의 독서생활의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유용한 기술의 방법은 주제를 항목화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데이터마이닝 방법이다. 이 연구는 데이터마이닝의 방 

법을 적용뼈 하나의 텍스트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방식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류의 방법은 자료의 내외적 연관 관계를 만들어 내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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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생 연구를 가능하게 한디는 점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시도라고 할 

수있다. 

2 연구의의 

독서생활사의 자료 수집 및 정리의 주된 목적은 후대인들이 현 시대의 

어문생활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딸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자신틀 

의 독서생활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의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이 

다 그러나 당대의 생활사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과 그 결과는 당대 

인의 삶과 이론적 실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사 

료로서 독서생활사의 자료를 독서생활사 연구에 활용한다논 일반적인 결 

과 활용 방안 이외에 당대의 어문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독서생활의 

주체가 청소년이며， 그리고 이 연구가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어문생활사 

자료를 수집， 정려하는 까닭에 연구 결과의 활용 방얀 및 기대 효과를 특 

수화시켜 논하도록 하겠다. 

@ 어문정책 빚 어문교육정책의 기초 자료가 된다. 

독서생활사 연구로 인해 수집된 자료들은 어문정책 및 어문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료 행위에 비유하자면， 정 

책이란 진단에 대한 처방과 치료이거나 우려되는 병에 대한 예빙l이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지식 

없이 처방이나 예방이 불가능하듯이， 독서생활의 설상을 파악하지 않고 

서 어문정책이나 어문교육정책이 도출되는 것은 힘틀며， 그렇게 한다하 

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큰 과오가 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어문정책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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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은 개별 주체의 잘못된 어문생활에 올바른 방향 

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어문생활을 좌우하고 국민의 정신적 

생활의 향방을 결정하는 엘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현재 7차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이 나와 매체교육이 국어교육으로 

편입되어 11학년부터 실시되는 심화과정의 선택과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매체교육의 내용으로 무엇을 삼을 것이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자나 책을 하나의 매체로 보는 관점으로 수행되는 독 

서생활사 연구는 매체교육의 주된 방향과 교육내용의 선정 및 구성에 있 

어서 유의미한 참조카 된다 이처럼 독서생활사 연구에서 수집， 정리된 

어문생활에 대한 자료는 정책결정자들이나 전문가집단이 문제에 따른 대 

응， 예후에 대한 처방을 위한 실제적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 다양한 파생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독서생활사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다양한 파생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주제별로 수집된 자료틀 

은 정보의 형태로 재가공하기 용이하다. 분류된 자료를 다시 종적으로， 

횡적으로 엮으면서 사적 변천이나 주제 항목의 관련 정도를 파악하여 다 

양한 연구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숨어 있는 연관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여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게 할 것이다. 

이를테면， 청소년기 독서 성향과 현재의 사회 • 경제적 지위의 상관성 

을 추적하여 상정자본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으며， 1æ)년 

대의 독서 목록과 2m)년대의 독서 목록의 비교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 

는 다른 세대들 간의 정선적 형성의 차이를 발견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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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되는 갈등 중에 하나인 세대 갈등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연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면， 매 

체 의존도에 따라 청소년의 학엽 성취 및 직업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필수도있을것이다. 

@ 독서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성취가 있다 

부수적인 효과일 터이나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교육적 성취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사는 평생교육의 교육 방법으로도 최근 각 

광을 받고 있다.(Busc빠yer， 1(lli; Kade, 1~) 생애사를 기숨 흑은 구술 

하는 과정은 곧 취재 대엠 되는 사람들이 서사 행위를 통해 자신의 경 

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어문생활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 또는 

재구성해 가논 과정이기도 하다. 교육올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보는 경험주의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구술 및 기술의 주체는 자신의 경 

험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이를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개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모든 경험은 먼저 있었던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기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뒤에 오는 경험의 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꾸어 놓는대이돈희， 1ffi2: 

62). 이러한 경험을 통한 배움의 효용은， 생애사의 주인공이 어문생활과 관 

계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하면서 자신의 어문생활에 대한 자기 반성 

(self-reflection)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어문생활의 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자화생self-IXlf때t)을 갖게 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 개인을 사회 

화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지율적 

결정 능력을 가진 주체로 본다면， 자신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어문생활을 성찰하게 하는 생애사의 취재판 그 자 

체가 교육적 프로그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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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문초록 

독서생활사 연구를 위한 시론 

- 연구 방향과 자료 기술 방요}을 중심으로 

황혜진 

이 연구는 독서를 사회문화적 행위로 규정하며， 생활사 연구의 한 영역으로 

서 독서생활사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연구 방향 및 연구 자료의 기술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어교육적 관점을 견지함으 

로써 독서생활사 기술 연구가 국어교육학 영역의 기초 연구가 됨을 논하였다. 

본고는 독서생활사 자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두 가지 자료 분류의 기준을 제 

안하였다 하나는 독서 주체 독서 대상， 독서 방식， 독서 효용， 독서 환경 등 ‘누 

까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환경에서 읽느냐’ 하는 주제별 분류에 따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료의 존재 방식을 기준으로 2차적인 설명적 자료와 1차적인 경 

험적 자료로 나눈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 데이터마이닝 방법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 분류와 자료 기술의 방법을 통해 축적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 

은 의의를 갖는다~l) 어문정책 및 어문교육정책의 기초 자료가 된다.2)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정보로 구축되어 다양한 파생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3) 자료 수 

집 과정에서 독서생활 주체가 자신의 독서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성취 

가있다 

[주제어] 독서， 독서교육， 독서생활， 독서생활새 독서생활사 자륙 독서생활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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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tentative Study for “ the History of Reading Life" 

- locusing on directions 01 the study and the description 01 resources 

Hvvang, Hye-Jin 

This is tentative study for the histαγ of ræ따Jg life. To Ïntrl여uæ the reading 

life, as new i따n to kon떼 어ucation n않얹rch ar얹s， this study repn않nts the 

m따i.on for select어 te었s which adop뼈 of korean 어ucational aspects, and 

distriαs resouræs which tell 뼈ut teenagers' n얹ding lifes. 

πIÏs study proposed two σiterions for classification of ræding life data. The 

one αi따ion is abo따 ‘rea뼈 subjects’, ‘ræ빼 0비ects’， ‘ways of ræ따Jg’， ‘effects 

of ræding’, and ‘cultural conditions of ræding. ’ πle other criterion is 따X)ut forms 

of resourc얹.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data 때rring Jrethod is 

effective for collecting and desαi.bing resouræs. 

Historγ oh얹빼Jg life resouræ which are sys뼈rntically cl없:fied and scienti:fically 

de앉::ribed have signi:ficanæs as followed; 1) Resources will be basic 떠.ta for policy 

of 1뻐밍lage and 1때guage 어uction. 2) Resouræs 때11 bring ingenerate derivative 

studies. 3) Ge띠ng Resources will rr빠illJg 어ucational achieverrents. 

[KeyWαdsl Rea마Jg Books, Rea마Jg 많ucation， Rea마Jg Life, HìstOlY of Reading 

Life(田L)， resouræ of 田L， study of H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