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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독립출판을 통해 바라본 출판과 도서관의 상생 - -

A Library As a Publishing Platform 

- on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libraries and publish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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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midst of the crisis in the publishing industry, the library was brought up as a facilitator. However, 

the premise is that libraries cannot revive the publishing industry simply as a catalyst for promoting 

reading culture. Rather, the publishing industry presented an expanded and regenerative system of 

publishing contents as a model for the promotion of publishing by embracing the active production and 

demand of readers based on libraries. In that process, we designed an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in the form of library/publishing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proposed a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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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Ⅰ

문제제기1. 

. . 지식문화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 지식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변하고 있다 지식문화 콘텐

츠 중의 하나인 책을 보더라도 책의 의미는 더 이상 ‘읽기’가 아닌 ‘보기’와 ‘듣기’ 나아가 ‘쓰

( 2010, 218). 기’를 공감각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태 더 이상 인쇄된 종이 책만

e-book을 책이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디지털로 제작된 을 비롯해 파일 형식으로 구축되거

. 나 편집 방법이 달라도 모두 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문화산업의 거점인 도서관 역시 지식

(Kelly 을 소비하는 곳으로 인식되었으나 생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4) e-book 이미 미국의 몇 몇 주에서는 도서관 고유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동안 임대

e-book , 계약을 통해 제공받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 e-book 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서비스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구하기 힘든 자원이거나 자신들 지방에 관련된 자원을 공동으로 출판하거나 수집하는 방식을

. 통하여 차별성을 높여가고 있다 프로젝트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출판물을 발굴하는

. ( Reading Arizona Project ) (MA 계획도 포함되어있다 아리조나주 ‘ ’ 를 필두로 매사츄세스

eBook Project), (NC LIVE) 노스캐롤라이나 등 많은 주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아리조

나주의 경우 지역 역사와 문화 관련된 자원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주 전체 주민이 도서관카

. 드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문화와 역사를 도서관이 주관하여 출판하여 제공

하는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출판물 판매 전략까지 수립할 수 있다면 출판 주체로서 기존의

e-book . 시장의 주도권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출판계의 화두로

.등장한 독립출판의 경향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라 본다

반면에 도서관의 동반자인 출판시장은 새로운 미디어의 도전과 스스로 안일한 출판 행위로

.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출판 산업은 철저히 영리 추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익

이 발생할 만한 콘텐츠만을 출판함으로써 출판의 다양성과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

. , SNS(Social Network Service), , (Fan Fiction) 다 뿐만 아니라 소위 독립출판 웹툰 팬픽

등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미디어와 장르의 등장과 성장은 도리어 출판

.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콘텐츠 산업은 그 출발이 전통적인 출판일 가능성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통해 파생된 콘텐츠 자원이 도리어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로 활용된

.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들 콘텐츠를 향유하면서 출판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출판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다

, 도서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출판 분야를 들여다보면 최근 몇 년간 생산지수 판

2010 ( 2017, 8). 매 및 소비지수 모두가 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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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5%) . 비지수는 년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실정이다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상당부분이 교

. 과서류임을 감안하고 본다면 일반도서의 소비는 메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5 70%불구하고 연간 종 미만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비중은 에 접근하였고 그것도 해마다 조금

. 씩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은 규모의 출판사나 개인이 직접 생산하는 독립출판물이 늘어나

. 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늘어난 반면 그 책을 읽어 줄 독자가

. 없다는 의미이다

연구의 목적과 범위2. 

, 출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종이책 전자책의 변화를 넘어 읽기로부터 쓰기까지를 포용

하고있으며도서관역시수익성이없다는이유만으로출판시장에서외면한지역콘텐츠를스스

. 로생산하려하고있다 과연생산자인출판사와전통적시장인도서관이포함된지식문화생태

? 계는건전하게성장할수있을까 또그러기위해선어떤관계와조건이필요한지그리고침체

( Jobs-To-Be-Done하는출판시장을살릴수있는방법은없는지새로운시각과해석 ‘ ’1))을

.통해 밝힌다

, , (+ )전통적으로 지식 생태계를 출판 서점 그리고 독자 도서관 의 관계로 바라보는 해석에서

. 벗어나 지식 생태계를 콘텐츠 시장으로 확장하여 재해석하여 본다 그중 문자 미디어의 소비

, ( ) 1 , 행태를 분석한 후 책의 생산자 출판사 중심의 가치사슬이 인 출판 독립출판과 같은 콘텐

( ) ( ) . 츠 생산자 작가 와 소비자 독자 중심으로 새로이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중심엔 책은 읽지 않지만 작가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며 예전보다 더 많은 글쓰기와 읽기 프로

. 세스가 있음을 드러내어 새로운 지식문화 생태계가 구축됨을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식

생태계 내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소비자로서의 읽기만이 아닌 글쓰기와 읽기 과정을 병행할

.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출판 생태계. Ⅱ

출판에 대한 인식1. 

? , 도서관과 출판 두 집단의 관계는 어떨까 ‘책이 없는 도서관 도서관이 없는 출판은 사회적

1) Jobs-To-Be-Done (JTBD) : 문제파악을위한프레임워크로특정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그문제의본질

. JTBD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정한 해결책을 의미하는 것을

. 넘어 소비자가 어떻게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지를 파악하는 등 포괄적 접근에 목적이 있다 신기술

.또는 융합영역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는 방법이기도 하다  ( 에서 재인용Mathews, 201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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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7)정체성과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다’ 백원근 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

, 의 과당경쟁 구조와 유통 체계의 합리성이 미흡한 한국의 출판 산업 구조 그리고 도서관의

. 열악한 구매력은 두 집단의 ‘운명공동체’라는 명제의 설득력을 잃는다 지식자원의 유통과 생

. 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과 출판계는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상생의 관계를 갖는다 그

. 러나 구조적으로 출판물의 유통과정을 들여다보면 꼭 상생이라 말할 수 없다 출판계의 시각

에서 보면 도서관은 출판사에서 생산한 지식자원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무한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출판물을 구입할지도 모를 잠

. 재고객을 없애는 결과를 야기 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출판과 도서관의 출판물에

.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출판물 유통구조에서 도서관은 지식출판을 ‘문화 활동 공공

) , ( ) ( 2005, 142). 재 ’ 으로 출판계는 ‘산업 활동 사유재 ’으로 인식한다 윤희윤 도서관은 출판

사가 생산한 지식자원을 공중에 전파하고 읽힘으로써 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며 출판계

. 는 도서관의 역할로 인해 자신들의 수익구조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이런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출판이나 도서관 모두 독서라는 행위 안에

. 그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독서문화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만 도서관

은 독서의 대상인 출판물의 가치를 공공재로 여기는 반면 출판계는 사유재로 본다는 사실과

. , 독서문화 생태계에 대한 인식에서 드러난다 독서문화 생태계를 독서 소비자인 독자 독서자

, , 원 생산자인 출판 독서 자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서점과 오픈 마켓 그리고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도서관과 지역 사회 전체가 선순환 구조로 균형 있게 맞물려 돌아가는

( 2015, 102) . , 체제 오선경 로 인식함에 기인한다 즉 출판의 시각에서 도서관과 지역사회는

.소비자가 아닌 독서 환경을 지원하는 촉매로서 인식될 뿐인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촉매로서의 역할로 치부하기엔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국단위의 도서관 규모로 봤을 땐 도서관이 고급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출판유통을

.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혜택이 일부 출판사에게만 한정됨

으로써 출판생태계는 여전히 부실하고 매체환경이 변한 현시점에서 출판이 받는 타격은 더욱

. 심하다 궁극엔 출판이 도서관을 독서문화 창달과 출판물의 제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

( 2005; 2007; 2013, 105) 윤희윤 조부근 이문학 하지만 과연 도서관이 시장논리를 벗어나

?공공성을 앞세워 출판매체로부터 멀어져간 독자의 관심을 돌려세울 수 있을까

미디어 산업으로서의 출판2. 

. 출판시장의 위기는 출판물의 양과 가격 그리고 그 유통구조에 있다 출판사는 출판물이 일

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해야 생산할 가치를 갖지만 그 가격대가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위

. 축시킨다면 생산자 즉 출판사는 그 출판물을 시장에 내놓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

도서관이 존재하며 도서관은 일반 독자가 아닌 경제적 이유 또는 가격대비 특정 출판물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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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콘텐츠의 질에 대해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독자들을 대신하여 특정 출판물을 구매해

줌으로써 출판사들이 장기적으로 출판물의 가격을 낮추거나 양질의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는

. 여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출판사들이 영리에만 급급하여 수익이 날만한 출

판물들만생산하고수익임계점에놓였거나도서관같은공공의투자가필요한특정출판물에

대해출판하지않는다면도서관은한 . 낮 고급 독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이는 결국 출

. 판시장의 시장논리만 작동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출판시장의 위축과 궤멸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수익 임계점 이하인 특정 출판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

으키고 시장을 형성하게하기 위한 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그 상황에 도서관이 놓여있다고

. 볼 수 있다 만일 도서관이 다양한 출판물의 생산을 지원하여 출판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면 수익에만 몰두한 출판사가 아닌 독자가 출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독자 스스로 그런

. . 특정 출판물의 생산을 야기 시킬 수 있게 된다 그 대상이 곧 독립출판으로 나타난다 독립출

판은 “발행인은 주로 상업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책을 출판하고 주류시장의 요구와 반드

. ( ,獨立出版 在夾縫中生存시 같지 않은 책을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 文匯報 2017; 이건

, 2018, 114 ) 웅 고민정 에서 재인용 같은 논리로 독자들이 읽을 만한 그러나 시장성이 떨어지

는 콘텐츠가 유통되고 생산될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된다면 기존 출판시장은 긴장하게 될 것

이며 그런 류의 출판물 중 수익성이 보장되는 출판물을 발굴하여 자신의 출판사의 이익 추구

. 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출판시장의 다양화와 아울러 기꺼이 저자가 되고자 하는 독자들

. 이 출판시장에 진입하는 경로를 쉽게 함으로써 시장 자체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즉 소비자가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며 스스로도 생산자 대열에 합류할 수

.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 ] (한걸음 더 나아가 출판을 인쇄 산업이 아닌 미디어 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 한

2012) . , , 주리 도 있다 미디어콘텐츠는 문자 영상 소리 등의 정보를 제작하고 가공해서 이용

( 2000) 자에게 전달하는 정보 상품을 말한다 콘텐츠비즈니스연구소 반면에 전통적 의미의 출

top-down . 판 산업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판사들이 저자를 통해 자원을 생산하고 유통시

. , , , , , 키는 구조 즉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독자 등으로 이루어진 순환구조라는 의미이며 그

모든 과정에 출판사가 개입할 뿐 아니라 그 이면에는 독서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 것이

. . IT 다 독자를 이 순환구조의 끝에 둠으로써 출판 산업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 , 기술의 발전으로 문자 소리 영상으로 표현되는 콘텐츠라 불리는 지식 자원이 독자에게 전달

. , (fan fiction)되는 채널이 다양해졌다 문자 콘텐츠 역시 전자출판이나 독립출판 팬픽 2) 구

( ) . (Pecoskie and 조에서 보듯이 소비자 독자 에 의해 역으로 출판자원이 생산되는 시대이다

2) 또는 우리말로는 팬픽이라 하며 주로 대들에 의해서 생산되어짐 대들이 자신의 우상fan fiction fanfiction. 10 . 10 , 

연예인 또는 애니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하여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나 소설을 쓰는 것을 의미함 일종의 스토리. 

텔링이며 대들의 문화와 감수성을 담아내고 있음 특히 그들의 독서력을 성장시키며 자체에도 엄청10 . fanfiction 

난 독자층이 형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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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 2015, 609). 

. ( , 2013) 미디어 콘텐츠는 준공공재이며 경험재로서의 특성을 보인다 정회경 인터넷이나

, , , 모바일의 정보 음악 영화 게임처럼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계속 이용한다고

( ) ( )해도 소모되지 않는 특성 공공재 을 가졌지만 가입 또는 유료이용 배제성 을 전제로 사용

(함으로써 공공재에 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 경

) . 험 한 후에야 비로소 그 서비스 상품의 질과 특성을 평가받는다 전통적인 출판 산업과 달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 공급자와 소비자가 콘텐츠 상품을 직접 교환하는 시장을 중심

. 으로 형성된다 콘텐츠를 어느 플랫폼에 올려야 가치를 인정받는지가 중요해졌으며 또 플랫

( 2015, 39).폼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 콘텐츠 역시 변화하고 있다 김숙

종합하여 보면 미디어콘텐츠는 그 형상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그것을 수용하는 플랫폼

. 또한 다양하다 출판 산업 역시 출판이 보여주는 미디어로서의 특질을 살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이 요구된다

출판생태계의 변화3. 

. 출판을 미디어 산업으로 인식하면 독서문화 역시 달라져야 한다 독서가 단순히 읽기를 넘

/ / /어 읽기보기듣기로 이해하고 경험재로서 읽기쓰기의 상호작용이 요구됨을 수용하여야 한

. 다 출판의 가치사슬의 하나인 서점을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소통과 공감을 일으키는 거점

( 2015, 124-126) IT on-offline 오선경 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더라도 기술이 융합된 의 소

. 통구조를 갖지 아니하면 그 책은 더 이상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 출판이 미디어의 한 방편으로 이해되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산업의 위기탈출은 출

판을 인쇄 산업이 아닌 미디어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변

. 신을 꾀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도서관 또한 인쇄 자원을 수용하고 배포하는 역할이 아니라

. 다양한 콘텐츠를 소통시키는 공간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드는 의문은

. 미디어 산업으로 출판을 바라볼 때 출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과거엔 저

, 자 – 출판사 – 서점 도서관 – 독자라는 출판의 가치사슬이 견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면 지금

은 그 가치사슬이 붕괴되고 저자 – 퍼블리싱플랫폼 – 독자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서 출

( , 2012; 판물 역시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송원찬 이건운 구모니카

2012) < 1> < 2>그림 은 전통적인 출판 산업의 가치사슬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는 출판을

.미디어콘텐츠로 인식하고 바라본 새로운 유통질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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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통적인 출판 산업의 가치사슬 이중호 < 1> ( 2015)

그림 미디어콘텐츠로서의 출판물 유통구조 이중호 < 2> ( 2015)

퍼블리싱 플랫폼 –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3)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모바일 또는 온라인 환

, POD 경에서 생산 유통하고 소비하는 플랫폼의 개념으로 작가는 셀프출판을 할 수도 있고

3) 2015 6년 월카카오에서기획한폐쇄형퍼블리싱플랫폼으로브런치에글을쓰고자하는사람들을작가신청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독자들과 공감하며 향유하는 글쓰기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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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On Demand; ) . 맞춤형 인쇄 를 통해 인터넷 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판매할 수도 있다

출판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러나 엄연히 출판물로 유통되는 글쓰기 플랫폼을 말

. 한다

/ , 미디어 산업에서 독서 생태계는 읽기쓰기의 개방성과 상호텍스트성 즉 비선형적인 네트

. ( 2011, 377-378) 워크 구조를 갖는다 구모니카 도서관 역시 선형적 구조의 독서 문화를

/ . 지양하고 읽기쓰기의 매개체로서의 지식 자원으로 그 수집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서관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출판사가 아니라 읽기쓰기의 프로슈머를 개발하고 육성하

. 는 일이다 그들이 미디어 산업으로써 출판문화를 주도하고 출판물을 소비하며 다시 이것이

출판사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어지는 미래의 출판 산업 생태계이며 출판 산업을 더 이상 인쇄

. 산업이 아닌 미디어 산업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출판시장의 다변화4. 

( ) ( ) 한편 출판시장을 생산자 공급자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 소비자 독자 시각에서 바라볼

. ,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도서관이 출판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왜 출판물이 소비되지 않는

. . 가의 문제를 보다 명확히 진단할 수 있다 물론 생산자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작가와 그런 콘텐츠에 숨을 불어넣는 출판계 모두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 다 하지만 출판 생태계에서 작가는 출판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만 생존할 수밖에

. , , 없다 출판은 기획 제작 판매라는 세 가지 활동으로 표현되며 출판사의 기획에 의해 원고가

생산되고 그들의 제작을 통해 ‘책’이 만들어지고 판매를 통해 ‘독자’를 만나는 게 출판 프레임

. 이다 그런데 출판사는 기획과 제작에 쏟는 열정만큼 마케팅이나 판매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

. 지 못하다 보니 서점에서 단순한 전시만으로 ‘책’이 발견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서점에

. 서 ‘책’이 발견되지 못하면 그 ‘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출판사는 베스트셀러에 연연하

( 2015). 게 되며 출판생태계는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미래출판전략연구소 이

는 서점의 역할이 책을 ‘발견’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책을 ‘구매’하는 공간으로서의 역

. 할만 수행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다 그러므로 출판시장에서 ‘책’이 사라남기 위해서는 출

판사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의 시각으로 즉 ‘책의 발견성’을 확보하는 데 서점과 도서관의 역

.할이 있는 것이다

. - . ‘취향을 팝니다 경험을 사세요’ 서점의 변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서점의 역할

에 대해선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서점 안에서 책과 함께 소통하는 추억을 만들고 감성 마케

. 팅을 통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 전개된다 이렇게 독자는 책을 사는 행위를 통해

( 2015, 129). 문화를 소비했다는 즐거운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선경 출판시장의 촉매자

(curation) . 로서 도서관 역시 ‘취향’과 ‘경험’을 활용한 ‘편집 작업 ’이 요구된다 편집 작업이

란 도서관이 책을 구입하면 그 책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 책의 독자를 개발하는 행위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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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것으로 특정 독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행위 특정 도서에 대한 체계적 소개 나아가 일

련의 도서를 의미 있는 주제로 엮어냄으로써 적합한 독자를 발굴하는 일련의 서지통정을 의

. 미한다 ‘책의 발견‘을 위한 보물지도를 제작함으로써 독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감성을 자극할

.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책‘과의 조우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

.는가이다

출판이 인쇄를 통한 페이퍼 비즈니스에서 지식과 정보를 제조하고 확산하는 콘텐츠 비즈니

( 2016, 187). 스로 이행중인 것은 분명하다 장은수 기술 변화는 그 생태계의 패러다임에 영

. 향을 미친다 출판 관련 연구자들의 한결 같은 지적은 출판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 그 생산 주체가 바뀌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출판사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를 고려하여 결정하듯이 작가 역시 작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출판하는 게 최선이고 또 자신의

책을 어떤 방식으로 발행해야 독자를 만족시키고 작가 스스로도 만족할지 고민하고 있다

(Scotch 2016, 72). . 고객 중심의 공급 프로세스는 출판사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

. 런 변화는 출판과 도서관을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본다

. 게다가 단순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단지 기술

, , 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생태계 내의 기관 사람 자원 모두에 영향을 끼치므로 상호

(Dempsey, 합의를 구하기까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속도조절의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Lorcan and Walter Scott 2014, 761).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 불확실성 중의 하

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서로 다른 매체간의 콘텐츠와 서비스가 통합되는 융합

( 2000, 8). 현상이 가속되는 현상이다 이정춘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소비자는 출판을 더 이상 활자로 전달하는 논점과 서사구조를 갖

. 는 매체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팬픽은 ‘연대의식을 유지하는 팬 활동이며 놀이’이자 ‘팬 내부

(Berkowitz 2012; 에서 통용되는 지식과 견해가 집합 두뇌를 통해 구현된 창작품’ 남명희

2017, 8)으로 팬들이 상호 공감과 교감을 전제로 팬을 주인공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 . 말한다 팬픽션이 보여주는 기존 출판과의 차이는 스토리텔링과정에 있다 기존의 출판물은

출판사의 기획에 의거 저자가 원고를 만들면 이것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매체였지만 팬픽션은

기존의 출판물 또는 새로운 창작을 통해 팬들이 스토리를 만들고 교감하면서 그 스토리를 발

on-going .전시키는 프로세스라는 점이다

(fandom) . 팬덤 문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출판 이야기 글을 쓰고 가끔 그림을 그리는 창작

, (https://blog.naver.com/sullalee) 1자 이슬아가 만들어가는 ‘일간 이슬아 ’는 월 만원의 구

. 500 5독료로 즐기는 출판물이다 글 한 편당 평균 원으로 책정하여 주 일 매일 글 한 편을

. . 올려 구독자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 발표한 글들을 모아 출판을 한다 전형적인

(subscription business model) .  구독경제모델 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 운영하

(Salon.com, Yahoo, Britanica.com )는 콘텐츠 제공자들 등 이 광고기반 무상 서비스에서 구

( )독경제모델로 전환하면서 이런 개념이 확산되어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을 소유 오너십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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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ck 2001, 9).가입 멤버십 으로 바꾸고 있다

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작가들은 더 이상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종이책과

. 1860 70전자책을 출간할 수 있다 년대와 년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데스크탑 출판에 힘입어

(Milliot & 출판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따라 비상업적 형태의 개인출판이 시작되었다

Goffey 2010, 1). 개인출판 또는 독립출판이라 불리는 출판형태는 이제 아마존에서도 상당

(https://www.amazon.com/). 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가 되었다 독

립출판은 출판계의 불황을 타계하고 출판사로부터 외면 받은 신진 작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 진행되고 있다 정해진 규칙과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그 판매 과정도 지역 독립출

판서점들을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상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을 표현하지만

. 출판물에 포함된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는 상당하다 주류문화에 대한 반동으로 독립출판이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비주류의 특질인 인디문화를 넘어 출판문화를 향도할 뿐 아니라

( , 미디어 산업에서 출판의 미래를 예견하듯이 그 유형과 특징도 다양하다 이건웅 고민정

2018, 121). 

self-publishing독립출판 또는 의 가치는 일반도서 보다는 교과서 영역에서 더 발휘되는

. 것 같다 기존 출판사보다 신속한 출판능력과 저렴한 가격은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기존 출판

outsourcing 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정보와 접근력 조차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

. MOOC (Massive Onlin Open Cources)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역시 무시할 수 없

(Fox and Patterson 2015, 42-43). 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학술저널 시장에서 시장

의 독점과 도서관의 다양한 저널의 저렴한 구독 요구가 맞아떨어져 현재의 전자저널 유통구

self-publishing . 조를 만들어내면서 저널은 그 생존권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self-publishing 도 은 아직도 차원의 저널을 발

podcast, video abstract 행하고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와 같은 새로운 실험으로 이를

(Selzer 2015, 1956). 극복하고 있다 독립출판의 장점은 기성 출판사가 흉내 낼 수 없는 새

.로운 기술의 접목과 시도라 볼 수 있으며 그런 시도는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2017 7 21 , (년 월 일 포브스에 ‘아마존이 지역 도서관을 대체해야’ Forbes, Amazon ‘

Should Replace Local Libraries to Save Taxpayers Money , 2018/7/21)’ 라는 기사가

. 나가자 엄청난 반발이 있었으며 결국 그 기사는 삭제되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도서관 이용

자가 아마존에서 책도 구입할 뿐 아니라 도서관간을 적극 활용하는 이용자일수록 그 빈도와

(Cyr 2018). < 3>양도 많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그림 은 단순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e-book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사람이 아마존에서 을 더 많이 구입한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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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마존 콘텐츠 구입횟수 대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경우의 상관관계< 3> e-

e-콘텐츠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 그 구입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서관에서조차도 책을

. 많이 빌려본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도서관은 출판시장에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 2004, 그래서 도서관과 출판은 시장논리가 아닌 문화논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권우

77). 그러나 앞에서 보여준 출판의 이해와 출판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 출판사의 존재와 역할

. 에 대한 의심이 든다 과연 출판사가 출판시장의 생존과 콘텐츠미디어로서의 출판을 부흥시

, 킬 주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출판 생태계에서 출판계와 도서관이 갖는 역할과 기능

.은 변함이 없는지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과 독서문화. Ⅲ

? . 디지털 시대에서 출판과 도서관은 공존할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출판이 위기이긴

하지만 출판이 극복해야 할 부분은 독자층의 개발이고 독자층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서관과

.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의 학계 동향에서도 드러나듯이 출판계와 도서관의 상생을 위해

선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출판유통시장에서 도서관이 제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

( 2005, 158; 2013, 132). 요가 있다 윤희윤 이문학 그러나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구입하는

? 것만으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도서관과 출판계의 관계로 문제

를 해결하려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책을 소비하는 독자에 대해선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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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판계가 처한 위기 역시 독자를 외면한 채 작가와 서점 사이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 있었다는 사실이다 책의 소비를 왜곡시키고 이윤이 될 만한 책만을 출판함으로써 독자로부

1 , . 1터 외면을 받았으며 그 결과가 인 출판 독립출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 출판과 독립출판

/ ( 2011, 377-378)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읽기쓰기의 새로운 상호 텍스트성 구모니카 도 기

. ( )여하였다 출판계의 지식 생태계가 보여준 일방적인 소통구조가 아닌 작가 생산자 와 독자

( ) 소비자 사이의 상호 교감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 것이다

.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엔 독서문화가 있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상생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야

. . 할 과제는 독서의 문제다 독서의 본질은 개인적인 체험일 뿐 아니라 읽는 즐거움에 있다 그

( 2006, 247-251). 렇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며 자율적이어야 한다 김수경 그런데 지금까지

. 의 독서는 앞서 언급한 출판 가치사슬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강요받고 왜곡되었다

(도서관계에서 주장하는 독서는 도서관 중심 나아가 사서 중심의 독서정책이었다 이만수

2003; 2016; , 2017). 이종문 조미아 허정희 일반적인 독서운동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들의

( , 2007; 2012; 2013; , , 주장도 대동소이하다 김선남 강혜영 김선남 조찬식 황금숙 이수영 김

2014; , , 2014; 2015; 2016).  , 수경 정일권 조윤경 채영길 오선경 황금숙 외 즉 방법론 중

, . 심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의 독서진흥운동인 것이다 물론 이것이 잘못 됐다는 의미는 아니

. ( 2018c) 2018다 그렇지만 이렇게 ‘애독자 가설’ 장은수 에 근거한 독서정책이 년 조사에서

23%전혀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가 를 넘고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

(2018 , 2018) . (책의 해 조직위원회 에선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비독자 가설’ 장은수

2018c) .에 입각한 독자 개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 (2018 , 2018)책의 해 조직위원회와 문광부가 함께한 연구 책의 해 조직위원회 를

, 통해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읽는 이들을 ‘애독자’ 한 달에 몇 번이나 한 달에 한

, 번 책을 읽는 이들을 ‘간헐적 독자’ 연간 기준 한 번도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비독자’로 규정

. 하였으며 우리가 예상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중 관심이 가는 것은 ‘비독자’는 시간부족 보

, 다는 독서에 대한 가치 인식 부족 독서 습관의 미형성독서의 긍정적 경험 부족 등이 더 중요

. . 한 장애요인임을 밝혔다 결국 독자 개발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독

서 환경의 변화를 전제한 독서의 개념과 정의가 확대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종이책

. 중심의 분석이 아닌 디지털 상황에서의 독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온라인

에서의 읽기가 종이책 독서와 비등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인식한 결과이며 진정한 독자가 누

.구인지를 묻는 계기가 되었다

. 도서관의 기능은 단순히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콘텐츠의 효용

. . 성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그것이 곧 독서문화이며 독자개발이다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독서

/ / ( 2015, 124-126)에 대한 정의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보기듣기 오선경 를 포함한다면

. 독서는 종이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콘텐츠 소비로 확장시킬 수 있다 즉 도서관의 ‘효용성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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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은 미디어 소비로 인식되어진다 출판이 미디어 산업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

. , , 다 이럴 경우 미디어 소비자는 미디어 수용 행태가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단방향에서 양

, ( , , 2014). 방향으로 소비형에서 생산형으로 바뀐다 나윤빈 권혁인 이승아 도서관이 독자개발

.을 위해 다른 시각에서의 독서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 . 도서관은 출판의 제일 큰 시장이자 데뷔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 출판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 출판 중심의 가치사슬이 독자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도서관 역시 잘못된 독

. 자개발로 인하여 출판으로부터 멀어진 독자가 도서관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제의

해결은 출판시장의 수요층을 도서관이 개발해 낼 수 있다면 출판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 고 본다 그러나 이미 피폐해진 출판시장을 도서관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예측가능하

, . 게 만들고 수요를 충족시킬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출판시장은 그

. 영리성 때문에 이미 망가진 수요층을 살릴 만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수요

가 뒷받침이 되어야 출판이 가능한데 그걸 가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모멘텀도 만들 여력

. , 이 없는 것이다 즉 출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가 보장되지 않는 출판은 불가능한 것이

. . 다 그러나 도서관은 다르다 독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에 맞춰 실험적 행위를 진행할 수 있

. 다 출판이 만들어내지 못한 다양성을 구축하고 단순한 소비가 아닌 양방향 소비와 생산을

/ ( 2011, 유도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읽기쓰기 즉 디지텔링 문화 구모니카

373) . 를 만들어갈 수 있다 현대적 독서행위는 무엇을 읽는지를 넘어 읽고 있는 행위 그 자체

. 가 본질로 남아 독서문화의 핵심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독서행위는 읽기

가 이뤄진 후에 타인과의 공유와 쓰기를 거쳐 더욱 새로운 감수성과 인문학적 성찰이 더해진

( , , 2014, 86). 문화 콘텐츠로서의 재탄생을 가능케 한다 나윤빈 권혁인 이승아 디지텔링 문화

는 곧 디지털 시대의 독서문화를 의미하며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독자개발 나아가 새로

. 운 작가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독립출판물의 가치와 위상. Ⅳ

. 먼저 결과론적 접근을 시도해 본다 독립출판은 전형적인 출판 유통과정을 다원화시킬 수

. 있는 여지가 있다 독립출판은 출판사들의 영리추구라는 관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콘

, 텐츠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고 도서관이 독립출판의 유통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면 독립출

. 판에 대한 자극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에 매체를 독립출판뿐만이 아닌 미디어

.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시킨다면 차세대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구상해볼 수도 있다 도서관

은 다양한 관점의 지식자원에 대한 수요를 집중시킴으로써 가능성 있는 지식자원에 자본의

.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이용자의 수요를 가시화시킴으로써 지식자원 유통에서 도서관

. 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독립출판의 관점을 확장시킴으로써 문화적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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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

(self-publishing)용어상 독립출판 은 출판의 형태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개인

. , 이나 작은 조직에 의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출판시스템을 말한다 즉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 납본이라든가 등록으로부터 자유로운 출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떠나 자신

. 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디자인과 형태로 자유롭게 간행하는 모든 출판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럼

? 독립출판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독립이란 어의가 담고 있듯 모든 분야의 출발을 알리

. 는 말이다 모든 일에는 항시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그 이전 것으로부터의 독립적인 행위였

. 을 테니 말이다 출판 분야에서도 인쇄혁명이 일어난 후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서점

. , 들이 생겨났으며 이들 서점들은 독립적으로 자신이 인쇄한 책들을 판매하였다 즉 출판과 인

. 쇄 그리고 판매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 산업이 궤도에 오른 후

1759기존 질서에 대한 새로운 가치 추구로써의 독립은 년 영국에서 간행된 Tristram 

Shandy(by Laurence Steme) (Patterson 2012).라는 두 권으로 된 책을그 시작으로 본다  

1772그리곤 년 미국에서 간행된 The Case of the Officers of Excise(by Thomas Paine)

( 2018, 401-402; , 2018, 112 ). 를 꼽는다 박정명 이건웅 고민정 에서 재인용 기성 출판사들

. 의 횡포로부터 독립하여 책을 출간한 이유로 그 효시를 삼는다 우리나라 독립출판에 대한

( 2010, 22) . 시작은 디자인 영역에서 출발했다 정선아 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 이유를 독립출

판을 문화 산업 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기획과 독창적인 발상을 통해 원하는 내용과

, , 형식을 만들어 내는 출판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디자이너 스스로 기획부터 집필 편집 유통까

지 관할하여 출판함으로써 기존의 상업적 문화구조의 밖에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고 사회를

( , 2010, 107).향해 문화적 발언을 시도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김앵아 강현주

독립출판은 그 시작과 과정을 볼 때 출판 행위의 결과물이 독립출판물이란 이름으로 남길

. 바라지 않는다 독립출판은 출판행위와 과정이 출판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출판됨을

. 의미할 뿐 출판물들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기대한다 독립출판이 생겨난 배경

. 을 보면 기존 출판 시스템의 배타성과 작가들의 저작 욕구가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

. 년 동안 써온 에세이 원고를 고치고 고쳐서 여러 출판사로 메일을 보냈다 출판사들은 하나같

. . 이 ‘우리는 바로 이런 원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계약 합시다’라고 하지 않았다 무심

. ( , 하게도 아무 응답이 없거나 거절 메일을 보내왔다 ” 독립출판물 제주의 작은 작업실 카숲 저

2015; ) ( , 2015, 18). 절판 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중수 임주하 결국 기성 출판시장에서 배척된

, ,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독립출판 서점이 생겨나고 신진 작가의 출판 판매 유통을 책임져주는

.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독립출판 서점은 ‘대중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작은 지역 또는 개인

( 2011) . 단위의 독특한 문화적 생산과 그 보존의 필요성’ 임경용 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작가

( ) ( ) ( ) 독립출판 과 고객 독립출판 서점 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출판 문화 가치사슬이 만들어지

.고 있다

. 독립출판 서점은 지역서점으로서의 명분과 가치를 내세우며 그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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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계의 불황으로 줄어드는 독서인구와는 반대로 독립출판물 독자들은 늘어가고 있으며 이건

, 2018, 101), . 웅 고민정 그 발판이 곧 지역 서점이다 서점은 출판사와 독자 사이를 매개하는

. 역할을 하며 다양한 소통과 발견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지역서점은 그 지역에서만 누릴

( 2015, 124)수 있는 문화적 경험을 하는 곳 오선경 으로 독립출판물은 대형서점에서는 볼

. 수 없는 희귀성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독립출판이 기존의 출판시장에서 외면당한 것만은 사실이며 그 논리는 경제적 이

. 유 외에는 없다고 본다 경제적 이유라는 것이 수요자의 관심과 구매력으로 평가되어진다면

. 출판사의 시각에선 이윤이 없는 출판물인 것이다 그러나 출판시장에선 독서인구가 줄고 독

서행위에 대한 근본적 정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독립출판물의 독자가 늘어가는 현상을 설

. 명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독서행위는 매체 확장성과 분절화4) 현상이 이입되면서 독서가

, , 수동적 의미에서 능동적으로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소비형에서 생산형으로 변하고 있다

( , , 2014, 75). (social contex나윤빈 권혁인 이승아 과거 출판사들은 기성의 사회적 맥락

t)5)을 잘 읽어내면서 출판시장을 이끌었다면 미디어 산업으로의 전이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 , 사회적 맥락을 잘못 짚은 우를 범하였다 독립출판의 경우 주류에서 벗어난 작가나 독자들은

.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사회적 맥락을 만들어가고 또 주도하는 인상을 준다 이것

. 이 출판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독립출판이 성장하는 이유이다

. 독립출판의 성장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하경

(2018) , , ( )은 독립출판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감’ ‘일상성’ ‘소통’으로 보고 지역 독립 서점과

. 함께 독립출판의 증가가 계속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독립출판물로 베스트셀러가 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018, , ] . ( )백세희 저 흔 가 있다 클라우드펀딩 텀블벅 을 통해

1500 . 부를 발행한 것을 도서출판 ‘흔’에서 다시 간행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백세희의

10 ( )자전적 소설로 ‘ 년 넘게 기분부전장애 경도의 우울증 와 불안장애를 앓으며 정신과를 전전

.... . , 했고 현재도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가장 좋아하는

. (yes24 ) , 음식은 떡볶이다 ’ 에 실린 저자 소개 이 책이 성공한 이유도 앞에 언급한 ‘가치’ ‘공

, . (2018)감’ ‘일상성’인 것이다 최하경 은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독자

. , 와 지역과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책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가치를

. 팔 수 있을 때 비로소 독립출판이 주류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 그 과정에 도서관을 상정해 본다 독립출판이 출판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독서문화가 되

. 살아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출판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미디어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회복

4) . , 분절화 – 콘텐츠를전부가아닌일부만을소비하는현상 예를들면 ‘짤방’은 방송프로그램중의일부만편집하

.여 유포하는 것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이런 식의 콘텐츠 소비행태를 의미함

5) (social context) - 사회적 맥락 사회적 맥락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동

, , 을유발하는상호공감할수있는보편적사고 즉관습 트렌드와같은요인으로현상이모여만들어낸맥락을

. [wikipedia]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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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출판의 제일 큰 고객이자 독서를 부흥시키는 시장이다 그런

. 데 미디어산업에서 출판이 밀리면서 도서관 또한 이용자가 감소하는 실정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출판시장을 살려내고 동시에 도서관을 커뮤니티 소통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

? . 까 방법은 도서관이 출판시장의 모멘텀 역할을 하면 될 수 있다고 본다 도서관이 출판시장

의 독자층을 개발하고 책이라는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문화적 가치를 일궈낼 때 출판시장은

. ( / )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그 방안의 하나로 도서관을 디지텔링 디지털 읽기쓰기 플랫폼

. 으로 설계하여 본다

출판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Ⅴ

출판 플랫폼1. 

플랫폼이란 용어는 사전적으로 물리적 구조물 작업을 위한 공용화된 토대란 의미이지만 정

보통신기술 영역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쓰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운영 체제 또는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단순히 말하거나 그 두 가지를 통칭해서 말한

. ( platform from techopedia.com) , 다 ’ ‘ ’ 즉 플랫폼은 ‘타자의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 , , 2013, 1) . 기반기술이나 프레임워크’ 최창옥 조영진 강판상 로 이해할 수 있다 플랫폼에 대

한 이해는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고 상호 의존적인 기업

생태계에서 다양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서비스 환경을 말

( , , 2016, 1099). , 한다 곽미란 임춘성 플랫폼의 의미는 기술 경제적 관점을 넘어 새로운 가치

( ; market) . 를 창출하는 서비스 또는 그 기반 시장 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 , 출판 플랫폼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는 ‘읽기’이다 즉 독서를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이며

. . 서비스인 것이다 그런데 그 독서문화 생태계가 바뀌면서 출판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읽기’의

기술 변혁은 책의 생존을 위협하였으며 책 ‘쓰기’에 대한 출판사의 독점과 시장논리는 도리어

. 기존의 출판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책에 대한 기술 변혁은 그것을 수용하면

. 극복할 수 있겠지만 출판시장의 붕괴는 독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재건이 힘들다 출판시장

. , 의 불황은 출판을 문화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독자가 책이라는

문화자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제품을 소비하도록 독자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

( 2004, 77). 이 출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권우 그러나 독자는 독서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 2003, 30). 을 조정하는 문화 이데올로기적 실천행위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정옥 문화 이데

올로기적 실천행위로 무장한 독자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새로운 생산자로서의 위상을 갖

. 기 시작한다 출판시장의 작가–출판사–서점–독자라는 가치사슬이 작가와 독자가 직접 조우를



출판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17

- 37 -

하거나 아니면 서점을 매개로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혼재된 공간을 연출하는 등 출판사가

. 간여하지 않는 출판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다 출판시장이라는 말 보다는 출판 플랫폼이라 부

르는 이유는 단순히 책이라는 제품의 거래 공간이 아닌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독서문

. 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간 이슬아’는 출판사를 선택하는 대신 스스로 독자와 대면하기

위한 구독 채널을 가동하여 매일 매일 독자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어떤 작가는 클라우드

. 펀딩에 의지해 자신의 콘텐츠를 출판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작가들이 서점을 출판 플랫폼으

. 로 상정하여 독립출판을 시도하고 또 서점을 근거로 독자를 만난다 이렇듯 출판 플랫폼은

.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문화소비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읽기’의 가치

/를 추구하는 출판 플랫폼이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인 ‘읽기 쓰기’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 콘텐츠 플랫폼에서는 서로의 생각들이 공유되고 또 소비된다 서로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 , 표현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 북 트위터

SNS , , / , , 같은 형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브런치 같은 카페블로그 형 유투브 팟캐스트 등의

( 2018). 방송 타입 그리고 온라인 쇼핑 형태의 아마존도 있다 아이작 유 출판 플랫폼은 글이

, . ( ) 소비되는 프레임으로 ‘읽기’ ‘쓰기’의 독서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출판 콘텐츠 플랫폼이 지

. 향하는 문화 역시 소통이다 누구나 작가로 등단하고 그 작가의 글을 구독하는 독자가 생겨나

. 며 독자들의 공감과 팬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프레임을 원한다 출판 플랫폼 역시 작가와

. 독자의 양방향 구조로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길 기대한다

그림 새로운 개념의 출판 플랫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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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출판계에 형성된 출판 플랫폼은 크게 세 갈래로 진화하고 있다 하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커뮤니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역서점을 플랫폼으로 상정한 독립출판 유통 플랫폼이

. . 다 마지막 하나가 도서관에서 시험적으로 진행되는 글쓰기 프로젝트다 마지막 경우는 아직

, . 플랫폼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출판 도서관계의 새로운 시도로 인식된다 아직까지는 도서관

문화강좌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자서전 등 글쓰기를 가르치고 출판을 지원해주고 있는 정도

( 2018). <이지만 독립출판을 통하여 지역작가를 키우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김주엽 그

4> / (림 는 읽기쓰기의 새로운 독서문화가 형성되는 가운데 인터넷 중심의 디지텔링 디지털

/ ) , / , 읽기쓰기 플랫폼 서점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읽기쓰기 커뮤니티의 형성 그리고 도서관에

서 일기 시작하는 글쓰기 프로젝트와 출판 프로그램을 나타내며 출판 산업계의 새로운 독자

. 중심의 충ㄹ판 플랫폼을 설명한다 여기서 작은 화살표는 출판 콘텐츠의 공급과 새로운 독립

.출판물의 생산을 나타낸다

현재 젊은이들 사이엔 독립출판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 서점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관심 있는 책을 서점에 추천하고 그곳을 그들만의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

( , 2017, 232). 가고 있다 한수진 김상헌 이들 독립서점이 추구하는 것은 책의 발견성이며 책

( 2016). 을 통한 경험과 그 경험의 소통과 공감이다 박송이 이 모든 형태의 출판 플랫폼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출판시장에 자신의 출판물을 알리는 행위이며 일부 성공 사례도

. 발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출판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으며 대표적 플랫폼

(https://brunch.co.kr/) .중의 하나 브런치 를 들 수 있다

2015년 카카오가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콘텐츠 플랫폼을 개설하였

. 다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작가로 등록하고 글을 쓸 수 있으며 독자의 호응과 지원을 바탕으

. POD (Print On Demand) 로 책을 만들어 수익을 나누는 플랫폼이다 방식으로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기존 출판사와 협업을 통하여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 . 설계하였다 대부분의 출판 플랫폼이 그렇듯 책의 생산 보다는 글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책

은 물체가 아닌 ‘지속해서 전개되는 논점과 이야기’라는 의식과 콘텐츠의 분절화 현상이 ‘앞으

(2016, 3 - 5) . 로의 책은 짧은 책이 될 것’이라는 우치루마 장 의 예견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 .사람들이 책을 구매하는 대신 ‘읽기’ ‘쓰기’를 반복하며 글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다

? ‘책보다는 글’이라는 책문화의 변화를 도서관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전히 출판시장의 고

? 급 독자로서 역할을 하며 글 보다는 매체에 더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 출판인이 바라본 독자

에 대한 이해를 보면 ‘애독자 가설’에 매몰 되어 진정한 독서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우리

( 2018a; 2018b; 2018c). 의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장은수 ‘애독자 가설’이란 사람들은 모두

.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 제약 탓에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진정 ‘책’을 읽는

. 독자는 소수라는 것이다 이것의 시사점은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진

. 정 글을 소비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해마다 출판 종수는 느는데 ‘책’을 읽는 독서 인구

. 는 줄고 있으며 출판사는 세포 분열하여 수적 증가와 함께 규모는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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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에선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이 늘어가고 있다 이 모두가 ‘책’이 아닌

.‘글’에 대한 소비와 독서문화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출판사도 서점도 그리고 도서관도 이미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 독자에게 ‘이 책의 재미’를

, 전하는 것은 잘하면서 어느 누구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책이라는 것의 재미’를 전하지

( 2016, 1 ). , 는 못하는 것 같다 우치루마 장 책에 대한 재미 즉 글에 대한 호감은 경험과 소통

. 그리고 공감과정이 필요하다 출판 플랫폼이 지향해야 하는 철학이자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

. 델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먼저 잘못된 독서 인식을 바로잡고 ‘책’에 대한 해석을 책문화로 확

. , 장할 필요가 있다 즉 ‘읽기’와 ‘쓰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여 ‘책’의 생태계를 복원시켜

. 야 한다 비록 출판 산업이 불황이라 하지만 그것은 출판업계의 문제이지 책의 미래는 아닌

( 2016, ). 것이다 우치루마 머리말 책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더불어 출판 산업을 지키기 위한

. 방안으로 도서관에 출판 플랫폼을 도입하고자 한다

일반 저자들이 글을 쓰고 자신의 콘텐츠를 출판하려 하여도 그 기술과 방법에 매우 취약하

. , 다 도서관은 글쓰기와 출판 교육 시설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출판이 가능하게 만들

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런 콘텐츠를 읽거나 스스로 쓰게 하여 기존 출판시장에서 기대하지

. 못했던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케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하여 양질의 출판을 보장할 수

. 는 없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문자와 기호에 의한 출판에 매력을

느끼게 되며 점차 그런 독립출판물이 늘어나며 새로운 작가에 대한 발견성을 통하여 자연스

. 레 경쟁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한 콘텐츠는 정식 출판물이 되어 세상

. 에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런 연속 작업이 결국엔 출판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도서관은 독립출판물의 생산과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궁극에 기존 출판

사들과의 경쟁구도를 갖게 될 것이며 자연스레 도서관이 구매할 출판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2. 

. 그러나 공공재로서의 도서관에 수익을 담보한 출판 플랫폼을 직접 접목하기는 쉽지 않다

. 그렇다고 수익이 배제된 출판 플랫폼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수익을 담보하되 도서관의

. 공공성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영리를

,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

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 2015). 법인을 말한다 김영빈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

(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

2 1 )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본법 제 조 제 호 을 말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의

1995 5 ( 2012).년 선언은 협동조합을 개 개념에서 정의하고 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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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주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 조합원

2) : 목적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함

3) : 조직성격 인적결사체

4) : 소유 및 운영방법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5) : 수단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대신하여 도서관이 협동조합의 주체가 되어 출판 플랫폼을 운영함으

로써 지역민들의 지식문화 향유를 보장하고 독서문화를 증진시키며 출판 플랫폼을 통하여 신

. 진 작가를 발굴할 뿐 아니라 지역 향토문화의 지식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 출판이 미디어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예견된 결과일 수도 있다 지식자원으로서의 책의 가

치는 ‘읽기’와 ‘쓰기’ 패러다임 속에 융해되어 물질적 소비재가 아닌 소통의 실천적 행위로 해

. 석되었으며 구입이 아닌 구독과 공유의 경제 모델로 바꾸어놓았다

(sharing economy)공유경제 는 개인이 소유한 물품이나 무형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필요한 만큼 차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나누면서 사용하는 협력소

(collaborative consumption) . 비 기반의 경제방식을 말한다 공유경제는 유형 및 무형의 모

, , 든 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공서비스에 따라 제품서비스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 등의 유

. , , , 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협력적 커뮤니티 유형은 공간 경험 지식 공유 등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형 및 무형자원을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형태이다 함창모

2016, 8). 기존의 도서관이 제공한 정보서비스는 책을 공공재의 성격으로 구매하여 공공의

선을 전제한 공동이용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의 지식자원을 제공하

. 고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공유경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구성원들이 지식자원을 제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역시 공공의 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야말로 출판 플랫폼으로서는 최적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전부를 출판 플랫폼으로 개조하느냐 아니면 서비스 모형으로 출판 플랫폼을 도입하

느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공유경제 모델을 도서관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정체성 문

. 제일 수 있다 도서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도서 구입에 배정되는 이상 단순히 서비스 모형의

. 개선만을 전제로 출판 플랫폼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도서관을 전적으로 출판 플

. 랫폼으로 개조한다는 것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출판시장의 불황이 바로 도서관에

.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에 출판 플랫폼 도입에 대한 당위성이 약하다 궁극엔 전자출판

과 전자도서관의 콘텐츠 유통과 서비스 기능을 평가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출판을 끌

( 2014) . 어안는 시스템이 되겠지만 정준민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출판 플랫폼을 도서관이 구독하는 형태로 설정함으로써 현재 도서관의

본질과 서비스를 해치지 않으면서 출판의 불황을 타계하는 새로운 유통 구조를 개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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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있다 즉 도서관이 소유하거나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이 구독하는 지식자원의 형

. 태로의 출판 플랫폼을 도서관 내부 프로세스로 불러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출판 플랫폼을

상업적 방법으로 운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모기관이 출판

플랫폼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그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자원을 도서관이 하나의 커다

. 란 자원의 형태로 구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출판 플랫폼은 ‘책’이 아닌 ‘글’을 생

산하고 그 ‘글’을 도서관이 구독함으로써 독자와 신규 저자를 발굴하고 그 결과 새로운 수요

. 를 예측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수요를 충족시킬 콘텐츠를 출판사들이 ‘책’으로 간행하게 된다

. 그리고 도서관이 그 ‘책’을 구입하면 출판 생태계가 살아나리라 본다 그렇다면 출판 플랫폼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일까

출판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느냐는 쉬운 얘기

. 는 아니다 특히 출판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 플랫폼 자체가 재화

로서 역할을 하게끔 설계한다는 것은 작가들의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

. . 한다 그래서 출판 플랫폼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상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출판 플랫폼이 만

든 수익은 작가들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출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밑거름이

. 되는 것이다 출판 플랫폼에 재투자되고 결과적으로 출판 산업의 파이프라인으로 작동하는

. 것이다 출판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 플랫폼에서 생산된 자원의 가치

( ) . ‘글’과 독자 를 키우고 그 가치가 출판의 새로운 동력원이 됨을 의미한다 출판사는 팬덤 문

/화로 구축된 저자의 ‘글’과 그들의 콘텐츠를 기획출판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고 출판 생태계는 다양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출판 플랫폼 형태의 지식자원은 완결성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게다가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 서 그 가치는 상당히 크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행위는 결국 도서관 서비스와

. 동일하게 작동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이 출판 플랫폼을 구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출판 플랫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출판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3. 

. 콘텐츠자원으로 상정한 출판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열린 자원을 지향한다 누구나 독자와

. 작가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도서관의 인증을 거침으로써 가능하다 모두에게 개방된

. ( , 출판 플랫폼은 ‘글’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갖는다 ‘글’의 정의는 문자와 그림 사진

) . 애니메이션 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의미한다

출판 플랫폼은 글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가의 독립출판을 위한 출판 서비스를

.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출판 플랫폼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저작관리 시스템을 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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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판 플랫폼 관계망< 5> 

< 5>그림 는 출판 플랫폼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반이 되는 구독형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

하고 이것을 도서관이 구독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의 글쓰기와 읽기를 유도하는 관계도로

. 이 과정에 출판 콘텐츠의 다양성과 독자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글쓰기 지원 서비스는 콘

, , POD (Print On Demand), . 텐츠 저작 서비스 큐레이션 학습공동체로 구성된다 콘텐츠 저

작 서비스는 ‘읽기’와 ‘쓰기’의 기본을 일깨워주는 전문가 컬럼을 제공하고 작가가 되기 위한

. 선정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작가로 선정된 회원은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으며 자신의 글에

. 메타태그를 달고 자신만의 고유 매거진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은 독자에게

, , 주제별 태그별 키워드 방식으로 노출될 뿐 아니라 독자들이 관심작가로 등록하여 연재 형식

.으로 글을 받아볼 수 있다

큐레이션은 플랫폼 내의 글과 연동한 외부 자원에 대한 연결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위

. 도서관 사서와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다 사서는 인기 있는 글에 대하여 그 글의 효용성을 높

on-offline , 이고 관심을 넓히기 위하여 그 글을 상에서 특정지어 연결 지어 줌으로써 작가

. , sns, , 독자 모두 구독 범주를 넓힌다 즉 블로그 도서관 내부망 등에 특정 글을 소개하고 출

.판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글과 작가가 노출될 기회를 만든다

POD는 책 편집 프로그램으로 작가들의 출판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인쇄할 수 있다 작가 개인이 독립출판으로 연결

지을 수도 있으며 심사를 거쳐 협동조합을 간행사로 하는 정식 독립출판으로 등록할 수도 있

. ISBN . 다 이 경우 번호와 같은 정식 출판관련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협동조합이 간행하는 경

. 우 한정출판을 원칙으로 한다 한정출판은 희소성을 통해 독자의 관심과 구매로 이어질 수

. . 있다 이 모든 자원은 일차적으로 도서관 구매가 원칙이다 작가의 독립출판을 위한 출판 서

. 비스는 정식 출판물로 협동조합이 출판사가 되어 책을 발행한다 이 경우 작가는 작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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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책의 판매량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 개인이 독립출판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 마케터로 활동한다

학습공동체는 말 그대로 작가가 되기 위한 일반 독자가 자신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 다 이 공간에서 출판 전문가의 글쓰기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 역시

. ‘글’처럼 처리되어 게재됨으로써 누구라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거나 직

.접 심사를 통해 작가가 될 수 있다

출판 플랫폼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수익사업으로 작가들의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 외부 콘텐츠 사업자와 연계한 계약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

. , 콘텐츠를 알리는 마케팅을 수행한다 출판 플랫폼에서 작가로 등단한 후 책을 간행할 경우

협동조합이 직접 지원하거나 마케터로서 활동할 뿐 아니라 작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함으로써

이차 자원으로 파생되어 외부 콘텐츠 관련업체와의 계양 간여하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

. 록 적극 홍보한다

결어. Ⅵ

, 도서관과 출판은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관계 도서관은 출판사의 독자를 뺏는 존재가 아닌

출판물의 안정된 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출판은 도서관의 기능을 지원하면서 독자층을

. . 확보해간다 그러나 그 관계가 최근 들어 무너지고 있다 일부 대형출판사에 의해 도서관의

. 선정과 견제기능은 무너지고 독자는 제한된 자원만을 이용하고 있다 도서관이 더 이상 출판

. 의 다양함을 유도하지 못하고 출판사는 도서 이외의 다양한 매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 그 결과는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기능과 관계 회복의 방법은 변해가는 디지털환경에

. 적응하면서 출판의 다양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는 출판시장의 위축을 가져왔지만 의외로 독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

. . 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이 독립출판이다 최소의 독자만으로도 출판이 가능

. . 한 메커니즘 그러나 독립출판의 시각에선 최소한의 독자마저 찾기 쉽지 않다 그것을 지원해

. 줄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의 독자층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의 집단으로

. 재구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독립출판의 최소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도서관이

독립출판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는 스스로 독립출판물을 만들어

. 가는 작업이다 구독형 콘텐츠 플랫폼을 통하여 도서관 내에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스스로

관심영역을 개발하고 관련 출판물을 도서관을 통하여 구입하거나 활용하여 가치를 배가시킬

뿐 아니라 도서관이 학습공동체 스스로 새로운 출판을 시도하게끔 지원한다면 지금의 출판은

다양성과 독자위주의 새로운 출판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며 도서관과 출판의 관계 역시 정상적

. 으로 회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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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나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미 전통적인 출판시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출판을 지향하고 있

는 마당에 도서관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으며 단순한 보관소의 역할을 넘어 콘텐츠를 생산하

. Balas(2009, 29)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에 의하면 이미 미국 연구도서관협회에서 새로운

.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하나로 도서관의 출판기능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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