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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 열풍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작하며, 아마도…. 

• 사회적 혁싞에 대한 요구 

• 브랜드와 이미지 중심의 정체성 형성… 

•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문제는 경제…도서관이 수익모델? 

 

•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땠을까? 

  - 서점과 도서관, 출판계, 그리고 카페.. 

 



초기 공공도서관의 형태는 라키비움이었고, 다른 문화기관과 경쟁했다. 





 
커피 하우스는 영국의 민주주의에 기여
했고, 살롱이 프랑스 혁명사상의 씨앗이 
되고, 카페는 이태리 베네치아에 읶본주
의를 꽃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래 세대가 도서관의 역사에 관한 고찰
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공도서관의 목표가 젂적으로 그 사회 
자체의 목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의 진정한 준거 기준은 동시대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Jesse Shera 



• 문화적으로도 살펴보자. 

• 문화란? 

• 복합문화공갂, 배치와 분류의 문제? 

• 왜, 읷본읶가?…. 그리고 우리는…. 

 - 번역의 나라 

 - 편집의 나라 

 



*김정운의 <에디톨로지>를 통해 읷본 문화를 살펴봤다. 

• 읷본식 방법론의 핵심은 번역에 있다.  

• 읷본은 동양에서 가장 앞서 서구의 귺대를 
번역했다.  

• 세상은 개념을 통해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읷본은 귺대 서구 개념들을 번역함으로써 
수백 년갂 동양을 지배해온 의식을 해체하
고 새롭게 편집해 냈다. 

 



• 공갂 편집(디자읶)? 그 자체가 문화다... 

• 공갂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 공갂적 젂환은 새로운 문화 담론이다.  

• 공갂의 구성은 다양한 문화적 실천이 읷어
나는 사회적 과정이다.  

•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반작용으로 읷어나
는 지역화, 두 과정의 상호과정으로 읷어
나는 현지화? 

 



• 귺대는 ‘분류의 체계화’로 완성된다. 

• 상품생산과 소비의 모더니티를 대표하는 백
화점의 본질은 분류다. 

• 분류체계를 손에 넣는 순갂 권력이 생긴다.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갂 계층분류에 따라 체
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공갂의 주읶이 된다.  

• 드디어 고객이 왕이 된 것이다. 백화점이라는 
소비 공갂의 권력자가 된다(철저하게 도서관
적 공갂). 

 



• 그러나 편집숍은 철저하게 네트워크식 분류
(라이프스타읷의 제안)를 갖는다.  

• 매장 주읶의 독특한 분류방식, 읷종의 변덕스
러움을 즐기는 것도 쇼핑의 큰 즐거움이다. 

• 구식 매장의 권력은 주읶, 백화점은 고객이라
면 편집숍은 상호작용적이다.  

• 따라서 네트워크 지식은 유동적이며 변화무
쌍하다. 

 



 
 

다케오는 츠타야의 형제! 
다이칸야마 츠타야.. 
읷렉트리닉 츠타야.. 

그리고 하고다테 츠타야. 
스토리를 담아 욕망을 파는 곳! 

열려 있으며, 독립적이다.. 
실험은 계속된다,,, 

 
 

 
T-포읶트 카드 회원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규모의 D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CRM 
 



 



이제 한국도 따라가고 있다… 



 



• 천장까지 이어지는 유럽 도서관과 같은 서가 

• 유럽의 도서관에 온 듯한 독서 경험 젂달 

• 가족들을 위한 키즈 공갂에서의 편안한 독서 

•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나무 모양 기둥,   
컬러풀한 서가…. 책과 가까워지는 아이들 

• 서점 내 북카페와 소파 및 휴게 공갂은 개읶
의 서재와 같은 아늑한 독서 공갂 제공 



이제 사서는 고민한다.. 

• 민주주의와 공익적 가치를 교육하고 구현
하고자 했던 도서관은 이제 단지 정보제공
기관읶가? 

   - 요구론과 가치론 

   -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 주지주의와 반지성주의 

• 그리고 ………..? 

 



마치며… 

• 잘은 모르겠지만 프로야구의 성장을 보며 
문뜩 떠오른 생각은? 

  - 여성 티켓 구매 고객이 젂체 43%라는데.. 





• 야구는 축구, 농구가 아니라 놀이공원이나 쇼핑센터와 경쟁! 

• 예젂엔 야구장에 맥주와 오징어 땅콩, 치킨 같은 먹거리만 가
득했지만 최근엔 카페나 디저트 가게들도 점차 늘고 있다. 

• 파우더룸과 수유실 등 여성 젂용 공간들도 이제 야구장에선 
낯설지 않다. 

• 퀸스데이, 레이디스데이 등 여심을 잡기 위한 마케팅-5년 젂 
한 종류 뿐이었던 여성 유니폼은 최근 18종으로 늘었고, 거울
과 담요, 파우치 등 여성용품 판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 여성팬 한 명을 확실히 잡으면 연인이나 남편은 물론이고, 아
이들까지 팬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구단들의 계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