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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해마다 우리나라 해외번역 작품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해외출간 사업을 지원하여 해외에 한국 책이 출판되고 있

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 알리기와 교육 사업콘텐츠가 활발해 지고 있다. 또한 국내 해외 인력 및 관광수요가 점점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맵”(goolegmap)의 “북매핑”(Bookmapping)은 책과 그 내용의 이야기를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인문학적 기반의 위축된 

출판분야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관광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 서론 

  인쇄매체 대신 스마트기기 사용에 있어 “2011년 교육과

학기술부의 의하면 스마트교육에 있어 정보통신기술과 이

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를 학교교육에 활용하여 교

육내용, 방법, 평가, 교육환경 개선을 비전 및 추진을 통해 

글로벌 인재교육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1] 
  교육현장에서 문학을 통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문학

작품 작가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지도 

위에 표현된 가상현실 공간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사는 지

역이나 타문화를 이해하는 표현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작가의 생, 삶의 한 요소를 경험에 비추어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는 단서로 보며 작품 공간을 연장선에서 파악[2]할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지리적공간에 나타나는 상징과 

함께 현재 위치에 그 공간을 상정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학과 지도 

  “문학이야기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인물, 배

경, 사건, 주제 이다. 배경에는 지역, 공간 혹은 이야기의 

지배하는 환경을 말 할 수 있겠다. 문학과 지도는 사실이 

아닌 놀라운 역사를 가진 긴 이야기가 담겨 있다. 현재 

많은 살아남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읽고 이야기에서 정

보를 찾아 지도를 활용하여 지역에 사용하고 있다.”[3] 
작가의 창조한 이야기나 지도의 도움을 받은 독자는 사실

과 비사실의 세계와 함께 놀라운 사실을 지도로 따라 가

게 된다. 

▶▶ 그림 1. 아비(Avi)의 하드골드(Hard 

Gold) 참조

  “구글어스(Google Earth) 혹은 구글맵(google map) 속

에 KML(Keyhole Markup Language)파일 안에 있는 GIS 

형식이 포함되어 정보를 제공한다. 책에 있는 장소들은 

학생에게 쌍방향커뮤니케이터가 가능한 지역의 지도에 

“지리정보시스템”(GIS:; geof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가진 3-D로 책의 자원을 제공한다.“북매핑

(bookmapping)”에 “아비(Avi)의 하드골드(Hard Gold) 

사례처럼 이야기 장소가 하이퍼링크로 연결”[4]되어 있다.

  그림1] 아비(Avi)의 하드골드(Hard Gold)는 전자적 

북맵핑으로 이루어졌다. “문학지도”는 그 활용에 있어 콘

텐츠 산업 범위가 확대 될 전망이다.

Ⅲ. 문학지도 그리기

  KML은 구글어스, 구글지도, 모바일용 지도와 같이 어

스 브라우저에서 지리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파

일 형식이다. KML파일을 만들면 위치를 표시하고 이미지 

오버레이를 추가하고, 서식이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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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Inc.)관

리하는 국제 표준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데이터의 

지리학적 형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나 분석을 통해 어떤 종류

의 지도의 형태를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한다.[5]

1. 구글맵&구글어스의 북맵핑 방식

  구글지도&구글어스는 기본적으로 전자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북매핑은 스토리보드 구성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2] 아비(Avi)의 하드골드(Hard Gold)는 a. 루트, 

b. 스토리처럼 구글어스는 구글맵에 비해 시각적으로 입체

적으로 보여주기가 가능하다.

  

a. 루트                b. 스토리

▶▶ 그림 2. 아비(Avi)의 하드골드(Hard 

Gold )참조

  다양한 책들에 대한 프레젠데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지

도를 읽은 독자가 이야기를 구성하여 문학지도제작에 할 

수 있게 된다.

2. 구글어스를 활용한 문학지도제작

  그림2] 아비(Avi)의 하드골드(Hard Gold) 처럼 문학

지도제작에 있어 큰 틀은 바로 스토리보드 활용과 루트이

다. 

  스토리는 역사적 근거를 찾아 공간지표를 상정한다. 또

한 인물과 연계된 사건들을 펼쳐 총제적인 삶을 그려나갈 

수 가 있다. 서사적인 이야기는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으로 

상징들이 루트로 펼쳐질 수 있게 된다. 

  문학작가의 추체험에 의한 작품공간 지표는 당대 생활

상에 대한 작가의 경험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외

에 작가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들이 ‘문학지도 제작’에 있어 

지식기반 데이터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학이야기 요소들은 지도제작에 있어 중요한 역

할과 기능을 하게 된다. 이야기의 배경에 인물과 관련된 

사건 장소, 이동하는 장소 또는 과거와 현재와의 가상현실

에 위치한 배경에 대한 사진,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다양

한 자료들이 활용 되며 지도를 제작하려는 독자는 책에 있

는 내용을 기반 된 정보는 다양한 해석이 담긴 자료들을 

추가 진행 시킬 수가 있다.

Ⅳ. 결론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KML 방식은 지리정보시스템에 도

입으로 ‘문학지도’ 제작은 학교수업과 비교육 수업에서 작

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학습도구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

다. 그것은 작가, 작품의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여 문학유

산적 가치를 통해 자긍심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문학유산

과 국내 문화유산으로 확대되어 개인의 기억에 자리 잡은 

문화향유 신장으로 확장된다.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당대 

사회상을 가상현실을 지도에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학생(수용자)의 지도제작 참여로 인해 지역에 대한 자부

심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집단지성에 기반한 데이터베이

스는 차별화된 개인의 기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는 “공덕초”를 대상

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관련 앱의 활용 능력을 교

육공무원 직무연수에 적용되고 있다. 

  2011년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해외출간 사업으로 출

판된 91건에 이루고 있다. 해외 다양한 독자층의 확보를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글쓰기 방법과 교육의 

대체 수단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문학지도제작은 미비하나 다양한 구글과 같

은 방식의 도입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는 

국내 교육과 관광, 그 접근성에 있어 부가적인 콘텐츠 산

업까지 확대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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