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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Ⅳ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를 개발하였

다 이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하에 존재하는 한국근대문학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근대문학 및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용자 인식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실제 데이터 구축 결과는 다음과, , , 

같다 첫째 한국근대문학 저자 명에 대한 인물정보 및 작품 건에 대한 서지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둘째. , 117 23,731 . ,

년부터 년까지 해당 저자에 의해 생산된 원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다른 저자에 의해 생산된 파생자료1894 1945

를 범위로 하였다 셋째 저자별 장르별 시기별 배열체계를 통해 관련정보의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 , , . 

결과는 관련 학계조차 당시의 작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한국근대문학에

대해 체계화와 구조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키워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원자료 파생자료: , , , ,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subject guides for modern Korean literature materials that National Library of

Korea owns. These were developed through processes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research

on user's awareness, and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subject guides in order

to reflect characteristics unique to modern Korean literature which existed under special historical

conditions. The results of acquiring actual data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cquired bibliographic data

on 23,731 cases of works and information about figures regarding 117 author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Second, this study covered raw data generat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s from 1894 to 1945 and the

derived data generated by other authors until now on the basis of that.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cluster the relevant information through arrangement system by author, genre and time period. The

above-mentioned study results are regarded to be significant because an attempt is made to systematize

and structure modern Korean literature existing in a complicated condition to such an extent that it was

not possible for even the relevant academic world to find exact statistical data on author at that time.

Keywords: Modern Korean literature, Subject guide, Modern Korean literature subject guide, Raw data,

Derived data

*

**
***
****

이 논문은 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2014 “한국문학분야 주제가이드 개발 및 구축 근대문학분야를 중심으로: ”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제 저자(hjhong@chonnam.ac.kr)( 1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교신저자(mhkang08@hanmail.net)(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공동저자(basicwindy@naver.com)( )

논문접수 년 월 일  최초심사 년 월 일  게재확정 년 월 일: 2016 8 20 : 2016 8 30 : 2016 9 22∙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315-341,∙ ․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315]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47 3 )․

- 316 -

서론. Ⅰ

도서관은 인간에게 앎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

는 기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앎에 대한 모든 요구에 최대한 대응.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즉 한국근대문학과 같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그러. 

한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좋은 상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 

이와 같은 이상적인 기대 수준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그러한 당위적인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도서관은 많지 않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부터 전문가적 수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시

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서비스 도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즉 모든 문학 작품은 특정한 시대적 국면과의 연관 속에서 특정한 경향과 체계를 . 

형성한다는 점과 일제강점기라는 외적 조건은 작중인물의 행위 의식 그리고 묘사된 현실뿐만 , , 

아니라 작가의 행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조동일 는 한국근대문학의 특성을 반영( 2014, 195)

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그와 관련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의 키워. 

드 검색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녹아있는 의미를 반영할 수 없다.

물론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개별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한 지적 탐구, , 

고대가요에서 현대 대중문학에 이르는 과정 문학사적 의미 당시의 시간 공간 사건 작가에 , , , , , 

이르는 총체적 앎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도서관은 근대문학자료를 수집 탐구 보관 관리. , , , , 

보급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이며 또한 이를 비판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된다 문, (

화체육관광부 는 비판과 한국근대문학 자료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학2015, 10) , , 

도서관 등에 산개해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창은 ( 2013, 332)

는 등의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다행히도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학정보센. 

터 개관 및 근대문학자료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도서관의 인식을 대변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도서관을 통해 년대의 전국에 산재한 근대문학 작품도 , 1910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경현 는 등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2013, 82) .

이와 같은 일련의 배경을 통해 볼 때 도서관은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

하는 것은 물론 이용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 

연구는 도서관의 실천적 방법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

이드를 개발하였다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과 한국근대문학의 시대상은 매우 독특한 .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가이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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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버드대학도서관의 와 영국국. <Literature Research Guide>

립도서관의 도 시대별 사조별 지역별 등의 구조<British Library Discovering Literature> , , 

화를 통해 학습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근대문학은 관련 학계의 권. 

위 있는 자료를 통해서도 당시 활동한 전체 작가 주요 잡지 등의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을 , 

만큼 복잡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전국에 산재한 . 

한국근대문학을 대상으로 주제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 

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시범적 단계의 주제가

이드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재점검할 .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편의성을 재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라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근대문학과 주제가이드 분석. Ⅱ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한국근대문학과 주제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핵심 주제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그러나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과정의 후반부에 해당하

는 실제 구축과정을 다룬 것으로 한국근대문학과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동일 연, 

구자의 선행연구 홍현진 외 로 대체하고자 한다 다만 실제 데이터 구축작업과 관련하( 2015) . 

여 어떤 대상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규정의 선행조

건인 한국근대문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한국. 

근대문학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에서도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조건을 고찰하고 그중 시기에 . 

주목하여 한국근대문학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한다.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조건 검토1.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정은 문학 민족문학 근대성 등과 직결된 복잡한 것으로 김명인 , , (

내용과 형식에서 서구적 형태를 갖춘 문학은 모두 신문학으로 간주한 외재2005, 175-177), 

적 관점 임화 백철 조연현 등 과 문학의 주체인 민족을 중심에 두고 근대문학을 규정한 내재적 ( , , )

관점 김윤식 김현 조동일 등 등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혜우 그러나 이러한 ( , , ) ( 2009, 45-60).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문학은 서구문학을 준거로 일본제국 및 세계문학의 적극적 수용에, 

서 비롯된 외재적 개념의 문학으로 볼 수 있다 이경현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 201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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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한국근대문학의 개념을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제가이드 구축작

업에서의 실익도 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근대문학은 . “한국인이 한국의 문자로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한 문학이다”라는 일반적 정의를 수용하고자 한다 즉 한국문학의 . 

창작 주체는 한국인이며 표현 수단은 한국어 표현 내용은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이라는 개념에 , , 

기반하여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가이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곧 한. 

국 문자로 작성한 문학을 한국근대문학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이 공식적인 표기체계로 . 

선포된 년부터 생산된 작품을 한국근대문학의 범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1894 .

그러나 이와 같은 일정한 준거에도 불구하고 이차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

한다 즉 한글이 공식적인 표기체계로 선포된 년 이후에도 한자와 일본어를 혼용한 상태. 1894

로 작품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개개의 작품이 한글로 작성되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다른 차

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당시기의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언어의 다양성이 존재한 점은 .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당시 매일신보 에도 한문 한글 한자와 한, , � �

글 혼용문 등이 혼재된 채 글이 실리고 있었다 이경현 따라서 한국근대문학상의 ( 2013, 59). 

표현 언어에 있어 한글사용 여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외

로 미루고 단지 객관적인 조건으로서의 년을 근대문학의 출발 시점으로 규정하고자 한, 1894

다 다만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년 기점과 달리 영정조시대 기점에 대한 주장이 있. 1894 18C ․

는 만큼 이 글의 논지를 흐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먼저 년 기점에 대한 논의로는 조연현 의 주장을 들 수 있는데 그는 1894 (1985, 27-28) , 

문학사를 정치 사회적 변천과 문학의 변천이 함께 변모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갑오개혁. , 

한일합방 운동 만주사변 해방 등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문학도 창가와 신소, 31 , , 815 ․ ․

설 신체시와 초기 이광수 소설 문예사조 혼류시대 순수문학 주류시대 현대문학시대로 변모, , , , 

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한국근대문학은 년 갑오개혁부터 년 해. 1894 1945

방기까지 생산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년은 한국근대문학의 기점이라는 점에 대해. 1894

서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참조(< 1> ). 

① 제 기 년대 신문학 태동기1 1900 갑오개혁 한일합방 창가와 신소설시대~ ( )

② 제 기 년대 신문학 발아기2 1910 한일합방 운동 신체시와 초기 이광수 소설시대~31 ( )․

③ 제 기 년대 신문학 발전기3 1920 운동 만주사변 문예사조 혼류시대근대문학 전개기31 ~ ( )․ ․

④ 제 기 년대 신문학 성숙기4 1930 만주사변 해방 순수문학 주류시대현대적 성격의 문학대두~815 ( )․ ․

⑤ 제 기 년대 신문학 재출발기5 1940 해방 이후 현대문학 발전기815 ( )․

표 조연현의 한국근대문학사 구분< 1>

반면에 김윤식 김현은 정치 상황과 사회 이념에 따른 근대의식의 성장이라는 외부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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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영정조 시대 혹은 말 개항을 한국근대문학의 기점으로 보았다 이는 서구18C 19C . ․

화 과정으로서의 근대적 문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며 문학적 가치와 사회적 변동 관계를 , 

연결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문학이 이식이 아닌 자생적 힘에 의해 발전되었다. 

는 점과 근대적 언어의식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표현한 영정조 시대를 규명하고자 한 ․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참조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근대문학은 영정조 시대 특히 근(< 2> ). (․

대의식이 성장한 에 생산된 작품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년에 비해 훨1780~1880) . 1894

씬 이전 사회의 작품까지 한국근대문학의 범위로 규정한 이와 같은 논의를 수용할 경우 작업

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연현의 주장과 연구 수행상의 . 

합리성을 고려하여 년을 한국근대문학의 출발점으로 논의의 대부분이 일치한 점을 참1894 , 

고하여 년을 한국근대문학의 종점으로 수용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한국근대1945 . 

문학은 년부터 년 사이에 생산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4 1945 .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기적 기준은 이 연구의 지지 기

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①
근대의식의 성장:

년 년에 이르는 영정조 시대1780 ~1880 ․

근대적 언어 의식으로 새로운 장르가 개척되었다고 보고 당, 

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구분

②

계몽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

년 년에 이르는 개항에서 운동1880 ~1919 31․

에 이르는 시대

일본 서양의 영향으로 계몽주의 개화파 와 민족주의 척사, ( ) (

파 등장 운동은 계몽주의 최후불꽃 김옥균황현의 일기) , 31 , , ․ ․

안국선의 정치소설 이광수의 계몽소설을 중심으로 봄, 

③

개인과 민족의 발견:

년 년에 이르는 운동 이후부터 1919 ~1945 31․

해방까지 시대

민족주의가 점차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시기로 봄

한국어에 대한 자각이 강해져 억압받는 민족 일원으로 그것

을 표현할 장르를 형성한 시기로 봄

④

민족의 재편성과 국가의 발견:

년 년에 이르는 해방 이후부터1945 ~1960

까지 시대419․

민족주의 세력에 의한 독립과 분단 위기의식과 패배의식으, 

로 가득 찬 시기지만 를 통해 이상주의를 확인할 수 있게 419․

된 시대로 봄

표 김윤식 김현의 한국근대문학사 구분< 2> ,

문학분야 주제가이드 사례분석2. 

앞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구축작업의 일부

분으로 원작업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화여, 

자대학교도서관 서강대학교도서관 영국국립도서관 하버드대학교도서관 등 개 기관의 주, , , 4

제가이드를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근대문학만을 대상으로 한 주제가이드는 운영되. 

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문학분야 주제가이드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가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의 주제가이드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았는데 특히 한 화면에 관련,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47 3 )․

- 320 -

된 자료를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최소 단계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된 디스플레, 

이 구조가 가장 큰 장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정된 단계별 계층구조로 인해 이용자에게 .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게 할 수 있는 주제가이드의 단점을 개선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견된 장점은 해당 주제에 대한 심층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 

국어국문학의 하위 메뉴에서 한국단편소설색인 이라는 항목을 클릭할 경우 작가별 시기[ ] [ ], [

별 종류별 로 자료들이 ], [ ] 제시된다 그 상태에서 작가별 을 클릭하면 해당 작가들이 나열되. [ ]

며 그중 관심 있는 자료를 클릭하면 더 깊이 있는 정보가 제공되거나 링크가 제공된다 뿐만 , . 

아니라 신문자료 특별자료 필름자료 등의 특수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이용자가 자, , . 

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기준으로 배열한 점은 단편적인 자료를 보여주

는 키워드 검색엔진에 비해 주제가이드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인페이지의 주제가이드 항목① 두번째 단계의 국어국문을 클릭한 화면② 

한 화면에 상위항목 모두 재현됨③ 한국단편소설색인을 클릭한 결과로 작가별 시기별 작 , , ④ 

품별 등의 구조로 재현됨 장점으로 볼 수 있음( )

작가별 항목을 클릭한 화면으로 강경애부터 아래로 모⑤ 

든 작가가 나열됨

⑥ 강경애 작품 지하촌이 실린 단편집 한국문학전집 : 30� �

을 클릭한 결과 을 통해 우연히 획득할 수 있음, ~① ⑥

그림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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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과 같다 먼저 국어국문을 클릭하면 국< 1> . [①

어국문학 관련 사이트 고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국외 데이터베이스 국내 데이], [ ], [ ], [② ③ ④

터베이스 국내 학술지 원문 제공 데이터베이스 백과사전 사전 국어국문], [ ], [ ], [ ], [⑤ ⑥ ⑦ ⑧

학 관련 주요 분류번호 등 개의 상위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열된다 그 상위 항목 아래에는 ] 8 . 

다시 개의 하위 항목이 나열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4~10 , .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정된 계층구조를 단계별로 따라가야 하는 번거롭고 경직된 구조를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부분이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만 제공되는 단조로움을 . 

벗어나 동영상이나 웹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의 정보 획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글, 

씨체 색상 등에 대한 디자인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나 서강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서강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는 국내 도서관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제가이드의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메인화면에서 주제가이드라는 서비스를 발견하. 

그림 서강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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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은 국내외 도서관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제가. , 

이드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제공되는 콘텐츠 양이 제한적이다 이 역시 국내 도서. . 

관의 공통적인 특성 중의 하나로 예를 들면 주제가이드를 클릭하면 단계의 메뉴를 확인할 , 1

수 있으며 단계의 세부주제를 확인하고 단계의 시 희곡 소설 수필 등의 장르별 확인과 , 2 3 , , , 

함께 자관의 소장위치와 청구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복잡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점. , 

이다 이 역시 주제가이드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논문작성법. . MLA� �

이라는 단행본을 클릭하면 서지사항 등이 나타나는데 단계로 상세보기 를 클릭해야 그[ ] , 2 [ ] <

림 와 같이 해당 도서의 단계 서지사항이 나타난다 따라서 원클릭으로 많은 정보를 입수 2> 3 .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영국국립도서관 주제가이드 분석. 

주제가이드 명칭은 로 이는 일반적인 문학 주제British Library Discovering Literature

가이드가 아니라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주제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정치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오리지널 필사본이나 희귀도서 및 . , , 

삽화를 비롯하여 신문 사진 광고 지도 서간 등의 원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 , , , 

다 즉 이 주제가이드는 빅토리아 시대와 낭만주의시대를 대표하는 원저자의 육필원고 초고. , 

노트 초판본 희귀삽화 등 영국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본을 소개한 것으로 이와 , , , 

같은 가치 있는 자료의 제공은 의 가장 큰 장점이라British Library Discovering Literature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실제 화면에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 

면 나열되는 작품 중 이라는 단행본을 클릭하면 해당 작품에 대한 저A Christmas Carol� �

자 출판년 장르 시대 등의 서지사항과 함께 해당 도서의 이미지가 구현된다 필요시 이 단, , , . 

계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여 전문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검색단계는 복잡한 반면 원문은 제, 

공되지 않는 주제가이드의 단점을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육필원고 및 초판원고와 같은 귀중본을 제공한 점이다 그림 의 과 . < 3> ③

에 예시된 것처럼 ④ ‘낭만주의’에 대한 더 읽기를 클릭하면 의 육필원고 전문William Blake

을 볼 수 있다 는 다른 주제가이드에서도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될 만큼 문학. William Blake

주제가이드에서 종종 등장하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의 육필원고를 직접 볼 William Blake

수 있는 곳은 외에는 흔치 않다는 점에도 의의가 British Library Discovering Literature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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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 시대와 빅토리안 시대의 문학발견을 클릭하면 ① 

먼저 해당 작가들이 나타남

를 클릭한 화면으로 모든 자료는 이미지로 재Themes② 

현되며 더 읽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 

중 을 클릭한 결과임Themes Romanticism③ 낭만주의 저작 중 의 육필원고임William Blake④ 

를 클릭한 결과임 건으로 많지는 않음Works (55 )⑤ 크리스마스 캐롤 의 서지사항과 설명⑥ � �

크리스마스 캐롤 을 클릭하면 전문을 볼 수 있음⑦ � � 크리스마스 캐롤 의 관련 논문⑧ � �

그림 영국국립도서관 주제가이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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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장점은 화면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시각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역동적 화면 . 

구성은 주제가이드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텍스트만 제공되는 단조로움을 벗어나 . 

동영상 및 웹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며 각 주제 분야의 , 

인기 자원과 연관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장점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

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업그레이드 정보가 자세하게 제공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자료 발굴을 . 

통해 데이터를 갱신함으로써 콘텐츠 양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내용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 

도록 갱신내용 갱신항목 갱신날짜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주제가이, , . 

드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이상을 통해 제공. 

되는 자료의 가치가 높고 제공되는 내용이 풍부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 , 

있는 등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라 하버드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분석. 

하버드대학교도서관은 라는 명칭으로 주제가이드를 운영하고 Literature Research Guide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대체적으로 자관에서 구독하는 주제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자관목록, , , 

자관에서 소장중인 자료 중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보원 등으로 링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 

그림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학 자료에 대한 기본적이고 개괄적 자료부터 특수한 부분의 < 4>

자료까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자관 소장 자료는 물론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 사이트 주제관련 핵심정보 및 ,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주제와 관련한 학회 및 연구소 정보까지 링크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

두 번째 특성은 특정한 주제 분야의 필수적인 정보자원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용자들을 정보 과잉으로부터 보호하고 연구시작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주제가이드의 장

점을 실제로 보여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의 경우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Selected Sites]

만한 엄선된 사이트라는 설명과 함께 일반 이용자보다는 전문가에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원들이 주제전문가에 의해 평가 분류 및 기술. , 

되기 때문에 검색엔진에 비해 고품질의 정보자원이 제공된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사이트로의 링크와 관련하여 데드링크 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정주제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안내된 

사이트로 이동시 해당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깨진 상태일 경우 주제가이드에 대한 신뢰

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완전하거나 철저한 주제가이드라기보다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교육용 도구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지역 시대 문학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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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학습가이드 등의 학문적 관심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입수되는 , 

원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대학도서관 주제가이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의 식별력은 높지 않음Research Guides① 를 클릭하면 학문별로 나열되며Research Guides , ② 

문학은 언어 및 문화와 같이 분류되어 있음

를 클릭한 결과Language, Literature & Culture③ 학회자료를 클릭하면 여러 학회 나열됨④ 

영국문학에 대한 도서관자료 뉴스 학회자료 등을 클, , ⑤ 

릭한 결과임

를 클릭하면 British Studies at Columbia 17~18⑥ 

세기 신문자료를 볼 수 있음

그림 하버드대학교도서관 주제가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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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시사점3.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의 수록범위가 광범위한 점이다 이는 주제가이드의 장점으로 특히 해외 사례에, . 

서 발견되었는데 해당 기관들은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세계각지에 분포된 관련 자료를 제시, 

하고 해당 로의 링크를 통해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이용자의 요구 수준URL . 

에 따라 기초자료에서 전문자료까지 포괄적인 자료에서 구체적인 자료로의 다양한 접근점을 ,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과정에서 수록

범위의 완전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동일한 저작들에 대해 배열 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점이, , 

다 주제가이드가 수집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 . 

방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경로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용자가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다양하게 배열된 체계를 따라 정보. 

를 이용함으로써 우연히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제가이드의 장점이기도 

하다 영국국립도서관 하버드대학교도서관 역시 이와 같은 주제가이드의 장점을 활용해 시. , 

기별 사조별 지역별로 자료를 배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정보탐색의 편리성 등과 관련, , . 

하여 이런 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주제가이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원문 제공의 미비점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나타난 , 

점이다 영국국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원문제공 보다는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기. 

관으로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접근을 유도하지만 해당사이트에서도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원문 접근이 복잡할 경우 이용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 ,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주제가이드 개발 시 참고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주제가이드의 단점으로 거론되던 검색단계의 복잡함은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첫 번째 , .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한 후 이용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

록 한 화면에 많은 정보를 나열하고 있었다 이 점은 이 연구에서도 반영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섯째 주제가이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디자인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 , . 

면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콘텐츠와 배열 체계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영국, 

국립도서관의 역동적 디자인에 비해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에는 부족한 점이다 주제가이드의 .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는 대부분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제가이드의 디자

인도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시 디자인에 대한 .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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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 Ⅲ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과정1. 

가 우선구축 대상자 선정.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한 주제가이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근대문학 작품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에 따라 주제가이드의 

규모와 구축작업의 복잡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 

는 한국근대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제가이드 개발은 현실적으로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

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차선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근대문. 

학자료 특별전 년 월 일 에 전시된 저자 명을 중심으로 최종 명을 우선구축 (2014 10 31 ) 97 117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근대문학자료 특별전에 전시된 명은 기획 단계에서 이미 년부. 97 1894

터 년 사이에 활동한 저자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점과 전시작품 자체1945

가 당시 생산품으로서의 증거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의 주제가이드는 국립중앙도, 

서관의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구축 대상자로 수용하였다.

근대문학 문인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의 권위 있는 자료들조차 작가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

지 않다 각각의 연구자에 따라 근대문학 작가로 언급하는 인물이 다르며 전체적인 숫자 역. , 

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이선영의 한국문학의 사회학 에는 년부터 해방까지 . 1993 1906� �

대략 명의 문인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에서는 103 1980 396� �

명이 근대문학 작가로 거론되고 있다 조동길 이처럼 근대문학 작가에 대해서는 ( 2014, 258). 

관련학계에서 조차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당시의 활동 저자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선구축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년부터 년까지 활동한 1894 1945

문인이며 그중에서도 대표성이 인정되는 저자라는 점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학, 

계의 권위 있는 자료를 참조하였다 임화의 신문학사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 1993 , 1980 , � � � �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 조동일의 한국문학, 1984 , 1985 , � � � � �

통사 권영민의 한국현대문인대사전 등을 참조하여 여명을 추가한 것이5 2005 , 1991 20� � �

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이 연구는 일련번호 번 강경애부터 번 황순원까지 최종 . 1 117 117

명의 저자를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우선구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자료유형 구분.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서 구축대상으로 규정한 자료유형은 일반도서 원저자 단편 원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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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술기사 사전 및 백과사전 온라인사전 정부간행물 웹정보 관련 기관 , , , , , , , 

및 단체 관련 사이트 웹 오픈 엑세스 학위논문 멀티미디어 자료, , DB, , ,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도서란 한국근대문학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 

서관의 소장자료 중 한국근대문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여러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는

데 그중 건의 단행자료 중 전기철의 한국근대문학비평의 기능 강진호의 한국, 717 1997 , ｢ ｣ ｢

근대문학 작가연구 홍신선의 한국근대문학이론의 연구 등이 해당된다 이와 1996 , 1991 . ｣ ｢ ｣

같은 작품은 명의 원작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117 ,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저자 단편은 당시 창조《 》 폐허,《 》 백조,《 》와 같은 동인지나 매일신보 동, � � � 아

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지상에 발표된 단편 작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광수의 , . � � � �무

정 도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라 매일신보 에 무정한 놈 회 회 무(24 , 112 ), � � �

정한 세상 회 무정한 사회 회 무정 회 회 회 회 회 회(35 ), (53 ), (66 , 74 , 75 , 77 , 104 , 105 , 111

회 등으로 연재된 내용이다 이경현 따라서 이와 같은 각각의 자료는 저자의 ) ( 2013, 196). 

단편에 해당한다 그러나 년 신문관에서 발행한 이광수의 이나 년 학산문학. 1920 2013無情� �

사에서 출판한 이광수의 무정 은 저자 단행본으로 구분된다.� �

이상의 자료와는 다른 유형인 학술기사 학위논문 등의 자료는 앞서 언급한 명의 원저, 117

자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원저자 혹은 원저자의 작품을 주제로 다른 저자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즉 파생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년 모윤숙이 쓴 렌의 애가 는 모윤숙. . 1943 ｢ ｣

의 원자료이며 년 김광섭이 쓴 렌의 애가 의 시인 모윤숙 은 모윤숙의 파생자료인 , 1962 , �｢ ｣ �

것이다 만약 이 작품이 년 이전에 생산되었다면 당연히 김광섭의 원자료에도 해당 되어. 1945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문학 시기로 규정한 년부터 년 사이에 생산된 것이 아니. 1894 1945

기 때문에 김광섭의 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 작가의 작품이라도 년 이전이냐 . 1945

이후냐에 따라 원자료의 범위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자료와 파생자료의 개념은 생산자와 생산시기의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된 다소 

복잡한 구분이기도 하지만 이는 파생자료까지 군집해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대문학을 주제로 한 논평 비판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은 근대문학을 이해할 수 있, , , 

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타 사. 

전은 권영민의 한국현대문인대사전 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자료1991 , � �

는 당시의 뉴스 자료나 이후에 생산된 영상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김동인의 감자. � �

를 주제로 만든 김승옥 감독의 영화 년 감자 와 이를 리메이크한 변장호 감독의 영화 1968 < >

년의 감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유형은 다소의 혼재된 기준에 의해 구분1987 < > . 

된 경향이 있지만 명확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편의성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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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자료유형< 3> 

유형코드 자료유형 자료형태

A1 일반도서 파생자료

A2 원저자 단편 원자료

A3 원저자 단행본 원자료

B3 연속간행물 원자료 파생자료, 

B4 학술기사 파생자료

C1 사전 및 백과사전 파생자료

C2 온라인사전 파생자료

F4 정부간행물 원자료 파생자료, 

H1 웹정보 파생자료 

H4 관련기관 단체, 원자료 파생자료, 

H5 관련사이트 파생자료

I1 웹DB 파생자료

I2 오픈 엑세스 파생자료

J1 학위논문 파생자료

K1 멀티미디어 자료 원자료 파생자료, 

표 모윤숙의 원작에 대한 파생자료 현황< 4> 

발표일 서지사항

1933. 1. 홍  구 년의 여류 작가의 군상 삼천리, 1933 , 《 》｢ ｣

1933. 2. 8. 안석주 라인 강반 의 유두희 월암 모윤숙 씨 조선일보, ( ) , ( ) , 江畔 月岩 《 》｢ ｣

1933. 3 이광수 조선의 문학 삼천리, , 《 》｢ ｣

1933. 10. 20. 김상용 영운 시집 독후감 동아일보, , 《 》｢ ｣

1933. 10. 29~31. 김기림 모윤숙 씨 리리시즘 시집  빛나는 지역 을 읽고 조선일보, , , ｢ � � ｣

1933. 12. 양주동 년도 시단 연평 신동아, 1933 , 《 》｢ ｣

1933. 12. 7~13. 김기림 년 시단의 회고 조선일보, 1933 , 《 》｢ ｣

1934. 2. 김기림 여류 문인 편감 촌평 신가정, , 《 》｢ ｣

1934. 2. 박용철 여류시 총평 신가정, , 《 》｢ ｣

1934. 3. 박귀송 전환기에 서 있는 모윤숙 시인문학 권 호, , 3 2《 》 ｢ ｣

1934. 5. 이선희 렌의 애가를 읽고 조광, , 《 》｢ ｣

1934. 9. 15~19. 최재서 시와 도덕과 생활 조선일보, , 《 》｢ ｣

1938. 1. 이헌구 시인 모윤숙론 조선일보, , 《 》｢ ｣

1948. 메  론 연설집 모윤숙 편 문화당, : , ｢ ｣

1949. 3. 문경석 모윤숙론 신예원, , 《 》｢ ｣

1958. 12. 신선규 미소의 근원 모윤숙론 자유문학, , , 《 》｢ ｣

1962. 김광섭 렌의 애가 의 시인 모윤숙 여원 권 호, , , 8 10《 》 ｢ ｣ ｣

1967. 5. 정태용 모윤숙론 현대문학, , 《 》｢ ｣

1967. 7. 정귀영 모윤숙론 시문학, , 《 》｢ ｣

1969. 5. 전숙희 모윤숙 시인과 나와의 인연에서 월간문학, , 《 》｢ ｣

1970~2012. 약 여편 생략70

2013. 신선영 모윤숙 시에 나타난 꽃의 의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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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항목 개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는 데이터 입력의 구체성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자세하게 입력할수록 검색결과 상세한 정보가 나타날 .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 

하는 관계로 표 와 같이 데이터 입력 항목을 제한하였다 즉 각각의 자료유형에 따라 필요< 5> . 

한 데이터 항목을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원저자 단편의 경우 필수 입력 항목으로 유형코드. , 

국가구분코드 제목 자료유형, , , 저자 발표지 발행년 발행기관 자료소개 등이다 다음으로 이 , , , , . 

자료의 원문이 구축되어 있을 경우 링크에 필요한 과 후에 여러 개의 단편이 모여 발표된 URL

단행본명 문학종류 발행일 등은 선택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반면에 원저자의 단행본일 경우 , , . 

유형코드 국가구분코드 서명 장르 저자 출판사 출판년 자료소개를 필수항목으로 규정하, , , , , , , 

고 부서명 주제명 일반주기 총서사항 형태사항 목차 출판지를 선택항목으로 URL, , , , , , , ISBN, 

자료유형 필드 세부 필드

원저자단편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제목 자료유형 저자 발표지 발행년 발행기관 소개, , , , , , , , 

선택 수록단행본 문학종류 수록면 발행일URL, , , , 

단행본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서명 장르구분 저자 출판사 출판년 소개, , , , , , , 

선택 부서명 주제어 일반주기 총서사항 형태사항 목차 출판지URL, , , , , , , ISBN, 

학술저널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학술지명 저자 발행기관 학회명 소개, , , , ( ), 

선택 학회영문명 학회약어 간기 통권URL, ISSN, , , , 

학술논문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제목 저자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기관 수록면 발행년 소개, , , , , , , , , 

선택 영문자료명 주제어 본문언어 원문유무 목차 초록, URL, , , , , 

학위논문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논문명 저자 학위종류 수여기관 발행년 소개, , , , , , , 

선택 영문자료명 주제어 페이지 원문유무 목차 초록, URL, , , , , 

참고자료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자료명 저자 유형 발행년 출판사 페이지 소개, , , , , , , , 

선택 혹은 발간등록번호URL, ISSN 

연구보고서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자료명 저자 발행년 발행기관 소개, , , , , , 

선택 혹은 발간등록번호URL, ISSN 

학술회의자료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주제 발표자 회의명 일시 발행년 주최기관 소개, , , , , , , , 

선택 장소URL, 

유관기관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기관명 대표자 소개, , , , URL, 

선택 사이트유형 발행기관지, 

관련학회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학회명 대표자 소개, , , , URL, 

선택 사이트유형 발행학회지, 

웹정보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사이트명 사이트유형 소개, , , , URL, 

선택 운영기관

웹 DB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명 소개, , DB , URL, 

선택 -

오픈 엑세스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사이트명 사이트유형 소개, , , , URL, 

선택 운영기관 참고자료, 

극자료
필수 유형코드 국가코드 자료명 자료유형 원작 상영연도 감독 소개, , , , , , , 

선택 출연자 장소 각본URL, , , 

표 자료유형별 데이터 항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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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 이상의 항목은 특정 작품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표현 한다고 볼 수 있다. . 

만약 이 연구에서 한국근대문학의 전체적 맥락에 기반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 식민성, 

과 탈식민성이 공존한 상태에서 형성된 한국근대문학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가정

하면 입력 항목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조. 《 》 폐허, 《 》 백조 등 중요 잡지, 《 》

와 동인지의 변화 문학적 사건과 역사적 사건 당시 대표 작가들의 육필원고 서간 일기 노, , , , , 

트 집필 자료 유품 등과의 연결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서사화를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이와 같, , 

은 데이터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는 제한된 여건. 

에서 수행된 시범연구로 정밀한 작업은 후속연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배열체계 규정.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근대문학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의 군집효과를 통해 주제가이

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차원의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여러 . 

관점으로 조직된 구조로의 체계화를 통해 고정된 단계별 배열을 생략하고 필요한 항목을 이

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작가별 장르별. , , 

시기별 배열규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러한 배열체계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한국단편소설색인 을 통해서도 확인[ ]

할 수 있으며 하버드대학도서관과 영국국립도서관의 작가별 사조별 시기별 배열을 , [ ], [ ], [ ]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국립도서관은 시대범위를 구체적인 특성으로 구분함으로. 

써 이용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빅토리아 시대 낭만주의 작품에 대한 원저, , 

자의 육필원고 초고노트 초판본 희귀삽화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 .

이와 같이 동일 데이터를 작가 장르 시기 등으로 배열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경로를 다양, , 

화 한 점과 브라우징을 통해 사전에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우연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주제가이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자별 배열① 

각각의 저자에 대한 작품이 모두 검색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화 한 저자별 배열은 문학

분야 주제가이드에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근대문학에서 저자별 배열은 더, 

욱더 의미 있는 배열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저자별 배열만으로 당시의 저자가 갖고 있. 

는 사상적 경향 역사와 현실을 보는 태도 등을 직접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 

기본교육을 통해 학습한 배경지식의 동원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저자별 배열은 정제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효석으로 검색할 경우 그림 와 같이 단행자료 건 연속< 5>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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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저자를 이효석으로 조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명(397 ) . 

의 다른 작가의 작품이 검색되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이효석의 작품만을 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자별 배열로 구축할 경우 그림 과 같이 이효석의 단편 단행본 등의 원자료는 < 6> , 

물론 이효석에 대한 일반저서 학술논문 학위논문 등의 파생자료까지 접근할 수 있다, , .

그림 국립중앙도서관 메인 홈페이지 검색결과 이효석< 5> ( )

그림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저자별 배열 결과 예상 결과<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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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별 배열② 

장르별 배열은 문학분야 주제가이드에서 나타나는 기본특성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 소설, , 

수필 희곡 평론 아동문학 문학일반 번역번안 기타 등 개의 장르로 배열하였다 표 , , , , , , 9 (< 6> 

참조 다소 모호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장르 구분은 ). 

한국근대문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문학과 번역. 

번안을 하나의 장르로 구분한 점에 대해서는 논리성과 체계성의 불분명함에 대한 비판의 소

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문학과 번역번안은 한국. 

근대문학과 동시대에 태동하여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것으로 이들을 이해하지 않

고는 한국근대문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아동문학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사회에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아동문학

이 생산된 것은 소년중앙 어린이 아이들보이 등에 동요 동시 등이 발표된 년대 , , , 1900� � � � � �

후반부터 년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권혁준 즉 이때 들어 아동독자 매체1920 ( 2012, 5). , , 

작가 등이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아동문학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원종찬 ( 2008, 

또한 년부터 년대 후반까지는 아동문학의 고유한 미적 규범과 양식적 가치를 95). 1895 1930

구성한 시기로 이때 들어 제국주의의 팽창과 긴밀하게 관련된 아동문학의 장르가 발생한 것, 

이다 오현숙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동문학은 한국근대문학과 함께 설명되고 이해( 2016, 3).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번역번안 역시 당시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년 신소설이 등장한 이래 가장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는 매일신보 에서 번안소1906 � �

설을 싣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경현 당시의 번안소설은 새로운 학문과 ( 2013, 184). 

현실을 문학 속으로 끌어와 새로운 윤리적 서사제안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광수의 무정. � �

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사구조 배경 인물 설정 등에서 서구소설과 동일한 모티프. , , 

를 차용한 무정 은 귀족 자제의 타락 자연재해 동맹휴학 등 서양의 번역소설이 보여주었던 , , � �

무정을 조선의 물정과 풍속에 맞추어 풀어낸 것으로 번안소설의 영향에 의해 탄생한 결과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현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의 하나인 무정 마저 번안소( 2013, 79). � �

설의 영향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한국근대문학과 번안소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아동문학과 더. 

불어 번역번안 역시 한국근대문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르로 구분하여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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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코드 장르명

GR 01 시

GR 02 소설

GR 03 수필

GR 04 희곡

GR 05 평론

GR 06 아동문학

GR 07 문학일반

GR 08 번역번안

GR 99 기타

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자료 장르 코드< 6> 

  

시기별 배열③ 

문학이란 당대의 현실과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문인들 또한 동시대의 사회로부터 완

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시대적 특징이 하나의 문학 특징으로 거론되. 

고 있는 한국근대문학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근대문. 

학 주제가이드의 시기별 배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근대문학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문학외적 사회변화와 문학내적 작품의 

변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작품의 자체적 요인과 외적 . 

여건인 당시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문학. 

의 시대구분은 년 단위의 방식이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조동길 기계적 10 ( 2014, 249). 

구획으로 보이는 이와 같이 년 단위 구분이 다소 편의적 발상일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10

하고 한국근대문학의 시기구분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단위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동안 이 시기에만 시행된 여러 시책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환경과 분위기 문단, , 

의 성립과 발전 이시기에 산출된 작품들이 갖는 특정한 성향 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 

년대는 설명력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저자나 작품의 특성은 시대의 1930 . 

특성에 편입되어 그 시대의 고유한 문예상으로 재현되어 나타난다 작품에 드러나는 작중인. 

물의 행위와 의식 그리고 묘사된 부분적 현실뿐만이 아니라 작가 자신마저 시대적 상황에 , 

예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즉 저자나 개별 작품은 모두 시대라는 단위에 묶이게 되는데 말과 . 

글을 박탈하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예술창작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폭압하는 년대는 그러한 1930

예를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동길 ( 2014, 251-257).

이상을 통해 문학에서 시대구분은 단지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문학에 대한 하나의 관

점이며 동시에 한 시기 문학 이념의 본질을 추출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아가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기구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시기별 배열을 표 과 같이 년 단위<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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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즉 앞서 살펴본 논의와 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 기 신문학 태동. 2 1 (

기 제 기 신문학 발아기 제 기 신문학 발전기) 1894~1909, 2 ( ) 1910~1919, 3 ( ) 1920~1929, 

제 기 신문학 성숙기 제 기 신문학 암흑기 해방 등으로 4 ( ) 1930~1939, 5 ( ) 1940~1945 8.15 

구분하였다.

명칭 연도 배경

제 기 신문학 태동기1 ( ) 1894~1909 갑오개혁 일본강제합병~

제 기 신문학 발아기2 ( ) 1910~1919 일본강제합병 이후 운동~3.1

제 기 신문학 발전기3 ( ) 1920~1929 운동 이후 만주사변3.1 ~

제 기 신문학 성숙기4 ( ) 1930~1939 만주사변 전후 태평양전쟁~

제 기 신문학 암흑기5 ( ) 해방까지1940~1945. 8.15 태평양전쟁 이후 해방~8.15 

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시기 구분< 7>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개발내용 2. 

가 구축결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년에 활동하였던 작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자1894~1945

료의 저자를 중심으로 최종 명에 대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명의 작가가 생117 . 117

산한 모든 작품에 대해 데이터를 구축한 것은 아니다 동일 작가의 작품일지라도 년 이. 1945

후의 작품은 이 연구에서 규정한 한국근대문학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 

년 이후에 생산한 작품이라도 구축 대상자인 명의 작가나 작품을 주제로 하여 다른 1945 117

저자에 의해 재생산된 것은 파생자료로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 

명에 대한 인물정보원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즉 작가명 본명 호 출신 지역 출생년 사117 . , , , , , 

망년 작가 소개 작가 이미지 주요 작품 주요 작품 연도 주요 작품 소개 개인 연표 및 소개 , , , , , , 

등 개의 항목을 구축하였다13 .

작가별 구축 현황은 표 과 같이 총 건으로 작가 인당 평균 약 건이다 그러< 8> 23,731 1 202 . 

나 원자료 자체뿐만 아니라 파생자료에 의한 데이터의 차이로 인해 개인차가 크게 발생했다. 

예를 들면 건으로 나타난 염상섭을 비롯하여 김동인 김소월 백석 서874 (606), (536), (559), 

정주 이광수 이태준 임화 정지용 채만식 등은 (525), (625), (500), (511), (571), (627) 500

건이 넘는 반면 건에 불과한 유진오 를 비롯하여 김경린 김용준 이17 ( : 1922~1950) , , 兪鎭五

양하 조중환 지하련 등은 건 미만으로 구축되었다 이는 해당 작가의 원자료 양에서 결정, , 50 .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등의 파생자료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라고도 ,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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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가명 구축건수 번호 작가명 구축건수 번호 작가명 구축건수

1 강경애 238 41 박태원 445 81 이해조 118

2 강소천 122 42 박화성 103 82 이효석 394

3 계용묵 103 43 방인근 169 83 임학수 130

4 권  환 97 44 백  석 559 84 임  화 511

5 김경린 29 45 백신애 91 85 장지연 72

6 김광균 235 46 백  철 318 86 장혁주 68

7 김광섭 194 47 변영로 95 87 정비석 162

8 김기림 468 48 서정주 525 88 정지용 571

9 김기진 79 49 설정식 56 89 조명희 104

10 김남천 347 50 신석정 249 90 조벽암 69

11 김달진 75 51 신석초 51 91 조연현 142

12 김동리 323 52 신채호 256 92 조용만 58

13 김동석 69 53 심  훈 135 93 조  운 118

14 김동인 606 54 안국선 59 94 조중환 40

15 김동환 164 55 안회남 227 95 조지훈 319

16 김명순 73 56 양주동 207 96 주요섭 124

17 김문집 77 57 염상섭 874 97 주요한 249

18 김상용 79 58 오장환 324 98 지하련 34

19 김소월 536 59 유길준 72 99 채만식 627

20 김  억 459 60 유진오( )午 214 100 최남선 259

21 김영랑 156 61 유진오( )五 27 101 최명익 106

22 김영수 55 62 유치진 225 102 최서해 270

23 김용준 33 63 유치환 217 103 최재서 219

24 김유정 417 64 윤곤강 159 104 최정희 152

25 김일엽 51 65 윤동주 458 105 최찬식 50

26 김진섭 95 66 윤백남 72 106 한설야 263

27 나도향 195 67 윤석중 78 107 한용운 358

28 나혜석 159 68 이광수 625 108 한하운 51

29 노자영 139 69 이기영 365 109 함세덕 138

30 노천명 180 70 이무영 223 110 허  준 55

31 마해송 79 71 이병기 203 111 현경준 62

32 모윤숙 190 72 이  상 335 112 현  덕 78

33 목일신 57 73 이상화 166 113 현진건 308

34 박남수 89 74 이양하 41 114 홍난파 50

35 박두진 185 75 이용악 205 115 홍명희 95

36 박목월 293 76 이육사 219 116 황석우 78

37 박세영 89 77 이은상 213 117 황순원 371

38 박용철 120 78 이인직 143
유진오 년 년( ): 1906 ~1987兪鎭午￭

유진오 년 년( ): 1922 ~1950兪鎭五￭

39 박은식 149 79 이태준 500

40 박종화 187 80 이하윤 64

작가 총계 23,731
문학일반 674

총계 24,405

표 작가별 구축 건수 현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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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작가별 자료와 더불어 문학일반 자료 건을 입력하여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총 674

건의 한국근대문학 관련 자료를 구축하였다 실제 데이터 입력결과의 예를 보면 그24,405 . <

림 과 같다7> .

그림 이효석의 입력결과< 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년부터 년 활동 저자 중 국립중앙도. , 1894 1945

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저자 명을 우선구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명의 117 . , 117

우선구축 대상자의 원자료 중 년부터 년까지 생산된 자료를 유형별로 입력하였다1894 1945 . 

셋째 년부터 년까지 생산된 명 원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된 파생자료를 , 1894 1945 117

유형별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명의 저자에 대한 저자정보를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117 . 

에서 총 건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작가 인당 평균 약 건의 자료를 입력하였다23,731 1 202 . 

이와 같은 주제가이드는 기존의 주제가이드와 몇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 

주제가이드로서의 특성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한국근대문학이라는 주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원자료와 파생자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함으로써 자료의 . 

연관자료의 군집효과를 최대화하였다 다음으로 로의 연결을 통해 원문을 제공하지 않은 . URL

기존 주제가이드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이상의 특징은 이 연구에서 구축한 주제가이드의 가. 

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Ⅳ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 자료에 대한 주제가이드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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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실제로 명의 한국근대문학 저자에 대한 문학자료와 저자정보 그, 117

리고 파생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이는 당시 활동한 문인이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을 . 

만큼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검색 환경으로는 

문학자료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 

이용자의 앎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가장 책임 있는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조차 한국근대문

학은 당시의 현실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당시의 시간 공간 사건 작가에 이르는 , , , 

총체적인 자료를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조건 문학분야 주제가이드에 대한 사, 

례분석 전 단계에서 수행된 한국근대문학과 주제가이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주제가이드 운, , 

영과 관련된 이용자 요구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근대문학 작가 명에 대한 , . 117

인물정보와 총 건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작가 인당 평균 약 건에 해당하며23,731 . 1 202 , 

이와 더불어 문학일반 자료 건을 추가하여 총 건의 자료를 입력하였다674 24,405 .

이상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생산된 원자료와 이를 대상으로 다른 작가에 의해 1894 1945

생산된 파생자료까지 구축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당시 활동한 문인이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되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척박한 환경에서 시범적으로 개발 된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는 물론 년에서 년이라는 1894 1945

시대상의 특수한 조건이 녹아있는 한국근대문학의 특수성에 기반한 자료를 원하는 전문가 집

단의 요구까지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와 .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여러 자료를 통해 한국근대문학 저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소한 명은 넘는다, , 117

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대문학 작가. 

의 추가 발굴 및 데이터 구축작업이 필요하며 명의 작가에 대한 데이터 보완작업도 지속, 117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선영의 세기 한국문학에 대한 전문가의 반응 한국문학. 20 -� ｢

논저 유형별 총목록 제 권에 의거하여 과 한승옥의 이광수 문학사전 등에 1-7 2001 2002｣ � � �

의하면 년까지 발표된 이광수 관련 논문 수는 여 편이다 그 후 약 년이 지난 현2001 780 . 15

실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작품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 구축한 이광수의 작품은 약 편이다 따라서 명 이외의 나머지 작가 발굴 및 구축 625 . 117

작업은 물론 명에 대한 보완작업도 반드시 지속될 필요가 있다117 . 

둘째 한국근대문학은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형태나 존재양상이 다양하다 근대문학, . 

에서 중요한 자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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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에 발행된 신문은 주요 일간지 외의 나머지 신문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잡지 역시 , 

김근수의 한국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 에 의하면 여종에 이르지만 쉽게 입수할 1988 230� �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구축 작업이 수행되어야 . 

하며 나아가 연설문 기행문 일기 서간 육필원고 등의 희귀자료에 대한 구축 작업도 보완되, , , , , 

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귀중자료의 구축을 통해 기존 검색시스템에서는 입수할 수 없던 자료까. 

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요구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 , 

주제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근대문학의 개념을 년 이전으로 규정하다 보니 근대문학 구축 대상 작가로 선정, 1945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작가의 년 이후 작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1945

는 이용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년에 김광섭이 쓴 . 1962 �｢

렌의 애가 의 시인 모윤숙 이라는 작품은 모윤숙의 파생자료에는 포함되지만 김광섭의 작품, ｣ ｣�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근대문학의 해당 시기를 규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작가 . , 

개인의 작품과 관련해서는 탄력성을 적용하여 차후 후속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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