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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로 북 큐레이션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기획에 앞서 큐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추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 시스템의 추천도서목록을. , 
분석하여 이용자 정보와 도서 정보에서 추천에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된 속성을 활용하여. , 

개의 추천 기준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을 통해 각 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의 결과는12 . .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북 큐레이션 서비스가 도서관 이용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상위 개. , . , 3

선호 기준은 ‘관심 키워드 중심 추천 , ’ ‘학년단위 다대출 , ’ ‘교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이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북 큐레이션 추천 기준 정보 서비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 , , , ( )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Book-Curation service as part of the information service offered through
school library websites. Also,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recommendation standards for curation prior
to detailed system planning. For such service, the following tasks were carried out. First, the list of
recommended books of existing system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attributes that can be used for
recommendation in the user and book information. Second, the analyzed attributes were utilized to establish
12 recommendation standards. Finally, a surve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user preferences as to
each standar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students responded that curation service
is necessary for using a library. Second, the top three standards are as follows: “best lending books based
on the keywords of individual users ; ” “best lending books of the same year students ; ” “best lending books
on the textbook-related reference booklist . ”

Keywords: School library, Book-Curation, Recommendation standards, Information service, Reading

education support system(DLS: Digital Libr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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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적인 정보기술의 발

전 뿐만 아니라 정보 분석 정보 조직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 ,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노영희 는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상황인식기술. (2014) , , , 

를 활용하여 도서관주제봉사서비스 이용자 맞춤형서비스 도서추천서비스 맞춤형 이용SNS , , , 

자교육서비스 정보원연결망분석 서비스 이용패턴분석서비스 장서개발서비스 상황에 맞는 , , , , 

정보 제공서비스 집단지성 서비스 필터링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신규도서추천서비스 태그, , , 

와 북마크기반 서지정보 공유와 참고주제서비스 를 통한 신착자료 안내서비스 등과 같, RSS

은 차세대 디지털도서관서비스를 도출하였다. 

학교 교육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에 근거한 구성 활동이 강조된

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시설로 향후 지식 ,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활용한 사회 활동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서진원 송기호 ( 2011; 

국내에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수립 후 지속2012). 2002 � �

적으로 학교도서관 진흥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년부터 년까지 학교도서. 1980 2014

관 수는 약 배 장서 수는 약 배 연간 학생 대출자료 수는 약 배로 늘어났다 특히 장서 4 , 16 , 7 . 

수는 년 약 백만 권에서 년 약 백만 권으로 급격히 증가했었다 나라지2010 22 2011 128 (e-

표 그러나 학교도서관 리모델링과 자료 구입 자료관리 및 대출 반납 시스템 구축 등의 물리). , 

적 환경 조건에 대한 양적 성장이 있었지만 운영 인력 확보 전체 도서관수 대비 직원 수, ( ) 

및 정보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성과는 타 관종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의 영역은 ‘정보 제공’, ‘안내’,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 교육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학교도서관에서는 정보 ( 2013). 

제공 서비스를 위해 이미 교과연계 추천도서 학년별 필독서 상황별 추천도서 문학상 추천, , , 

도서 독서교육 관련 단체의 추천도서 등과 같은 추천도서목록을 활용하여 양질의 자료에 학, 

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도서목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 생산 .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추천도서목록의 과잉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한다. 

첫째 추천도서 접근의 어려움이다 여러 기관에 의해 추천도서목록이 만들어져 있으며 웹 , . 

사이트 상에서 한 메뉴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정리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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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로 도서 추천 목록이 제공된다면 자료 접근이 어렵다 키워드 검색 방법을 사용한다. 

면 정보 검색 기법을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목록 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현. 

재 학교도서관 시스템에서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별 디렉토리 검색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추천도서가 많아져서 여러 단계를 선택해야지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적합 도서 선택의 어려움이다 일방적 기준에 의해 제시된 목록에 접근하였다 하더라, . 

도 독서 습관을 형성 중인 학교도서관 학생들은 본인의 필요나 상황에 적합 도서를 선택하여 

대출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생이 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 취향이 고려되지 않은 일. , 

방적 기준으로 추천된 도서 목록 제공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독서

라기보다 또 하나의 수행과제로 독서를 인식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학교도서관의 교육 학습 및 학술연구 정보 지원 서비스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자 학, (

생 의 정보 요구 상황 분석에 기반한 선택 혹은 필터링하여 추천 자료를 제시하는 북 큐레이)

션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개인화 서비스 온라인 추천 콘텐츠 큐레이(Book-Curation) . , , 

션의 개념이 혼합 적용된 북 큐레이션 서비스는 학교도서관 이용자 특히 도서 선택과 평가를 , 

위한 기준에 대한 훈련과 기회가 많지 않은 학생들의 교양 독서와 학습 독서에 대한 요구 사

항 충족과 선택 기준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로 북 큐레이션을 제안

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기획에 앞서 큐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추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 큐레이션은 중 고등학교 학생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한 도서를 추천하고 이를 개인· , 

화 된 화면을 통해 제시하는 정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 

“객관적 기준을 활용한 개인의 독서 취향에 맞는 도서 추천 서비스이며 이는 학교도서관 시, 

스템에서 전문가의 추천도서 정보와 학생들의 활동 대출 및 독후활동 등 정보를 기반으로 ( ) 

개인화 서비스 기법과 온라인 추천 서비스 기법을 함께 적용하여 필터링 된 추천도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접근이 어렵거나 일방적 . 

기준에 의해 선별된 추천도서목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 및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안내형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안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 되었던 개인화 , , 

서비스와 온라인 추천 서비스 방식을 통해 적용 가능한 큐레이션 기준을 도출하고 선호도 조

사를 통하여 적합한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큐레이션 기준은 . 

향후 학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북 큐레이션 인터페이스 설계에 참고 정보로 활용되어 실

제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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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2.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추천도서 산출 기준 도출을 위해 기존 학교도서관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추천도서 서비스를 분석하여 큐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추천 기준과 산출 방

법을 도출한다 더불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적합성. 

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추천도서 서비스 분석은 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 17

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천도서 목록을 조사하고 학년 정보 ( : DLS) , 

등의 이용자 상황 정보와 도서 대출 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추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속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속성을 활용하여 추천 항목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교과연계. 

도서목록의 추천 방식이나 형태도 함께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 이용자의 자료 이용 현황과 기존 서비스 분석을 통해 도출된 큐레이션 , 

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현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추천도서목록에 대해 시스템에

서 제시되는 한정된 선정 기준 월별 계절별 등 만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요 내용이 큐레( , )

이션 기준 도출 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인문계 학교라는 

한정된 조건의 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선호도에 대한 결과를 모든 중 고등학생의 4 ·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 Ⅱ

개인화 서비스1. 

위키피디아에서 ‘개인화’는 특정 개인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지거나 가공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으나 .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필요 정보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정보 검색 기술을 학습해야만 하

는 부담이 늘었다 개인화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화된 웹 사이트를 통해 . 

사용자가 원하거나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나 상품을 적절하게 추천하여 정보를 찾

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쉬운 접근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보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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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자서 기기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모바일 기기 사용은 사용자 개인의 정보를 쉽게 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의 유형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미리 설정된 정보를 기준으로 서비스

하는 ‘설정형 개인화’와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클릭 패턴 구매 여부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하, 

는 ‘학습형 개인화’ 서비스가 있다 추천 시스템에서는 주로 후자를 사용한다 김용수  . ( 2012). 

김룡 외 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 사용자를 위한 개인화 방법으로 협업 필터링 방(2006)

법과 규칙 필터링의 혼합 방법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협업 필터링을 통해 초기 . 

사용자 모델링을 설정하고 규칙 필터링을 통해 사용자 추천을 적용하였다 송창우 외. (2007)

와 김진천 은 개인 맞춤 콘텐츠 도서 추천을 위해 시맨틱 웹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2011) ( ) . 

김진천 은 다양한 서지정보제공자의 도서분류 온톨로지상에 개인의 관심분야를 등록(2011)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공유하여 사용자의 관심분야와 도서분류 온톨로지

상의 개념과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맨틱 기반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 시스

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송창우 외 는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개인화 프로파일이 콘, (2007)

텐츠 추천 서버에 전달되어 사용자의 선호도와 생활패턴이 반영된 추천리스트를 제공하는지

를 실험하였다 남궁황 은 이용자의 개인 프로파일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보탐. (2003)

색행태 등을 추가 입력 값으로 한 학습과정을 거쳐 이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

스를 제안하고 학습시스템과 추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애. 

경 외 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2009) ‘상황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를 추천하기 위한 

상황기반 사용자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사용자 프로파일은 상황정보와 사용

자의 서비스 사용정보를 학습하여 생성된 조합으로 표현하고 서비스를 추천하고자 할 때 사

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추천 서비스2. 

위키피디아는 온라인 추천을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순위 정보’와 ‘선호 정보’

를 예측하여 필터링 하는 검색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추천의 방법에는 콘텐츠 기반 . 

필터링 협업 필터링 데이터 마이닝 인구 통계학적 분석 지식 기반 기술 활용 등이 있으며 , , , , 

일반적으로 온라인 추천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함께 사

용하여 추천 정보를 필터링한다. 

온라인 추천 서비스 중 특히 개인화 된 추천 방법에는 정보 필터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

적인 정보 필터링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가 있다 사용자의 패턴 관심분야 정보 등을 3 . , 

수집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추천하게 하는 규칙 필터링 콘텐(rule-based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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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내용 기반 분석을 통해 사용자와 선호한 내용의 정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정보를 제공

하는 내용기반 필터링 개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 다른 사용자(content-based filtering), 

의 선호 정보를 추천하는 협업 필터링 이 있다(collaborative filtering) (Yu et al. 2004).

와 는 온라인 도서 구매를 위한 콘텐츠 필터링 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 설Rana Jain(2012)

계를 연구하였다 최신 도서 추천을 위해 동일 성향을 가진 사용자의 선택 도서 뿐만 아니라 .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경된 추천 정보를 조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김선준과 오혜연. 

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의 행동추적 방법을 통해 오프라인 도서를 (2012)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정희정과 조성배 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에서 개인화된 . (2011)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템을 메타데이터 속성인 주제분류번호를 이용하여 

주제별 군집화를 통해 선호도 점수를 추출하고 이를 사용자 유사도 계산에 사용하는 방식으

로 협업필터링 기반 개인화 추천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조승연 외 는 사용자가 직접 작. (2015)

성한 구매후기를 통해 사용자 별 제품 평가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추천 모형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는데 토픽 모델링과 사용자들의 구매 후기를 분석하고 후기 특성 커널과 평가 점수 커널, 

을 함께 활용한 다중 커널 학습 기반의 융합적 추천 모형을 제안하였다 검증을 통해 제안 . 

알고리즘이 기존 협업적 필터링 알고리즘보다 추천 모형의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

였다 최호연 외 은 연구자의 논문 리스트를 이용하여 연구자 선호 특징 정보를 구축하. (2013)

고 이 정보와 추천할 후보 논문 간 구문론적 관계와 잠재적 의미 관계를 함께 고려해 연구자

에게 논문을 추천하는 전자도서관 도메인에서 의미적 관계를 이용한 개인화된 논문 추천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콘텐츠 큐레이션3. 

큐레이션은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가는 중인 개념이다 큐레이트의 어. 

원은 ‘돌보다’의 의미이다 큐레이션은 정보의 결핍에서 과잉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 

로 나타나는 역할이다 본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한다는 의미를 가진 큐레이. 

션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어디에서나 통용된다 은 콘텐츠 과잉에 인간이. Rosenbaum(2011)

라는 필터 하나를 더 두어 가치를 더하려는 노력을 큐레이션이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 

영화제에서 상영 프로그램을 큐레이트하고 웹 사이트는 게시글을 큐레이트한다 판매 사이, . 

트는 상품을 큐레이트 한다 또 개인이 개인 지식을 큐레이트하기도 한다 큐레이션의 형식과 . . 

규모는 다양하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서 콘텐츠 큐레이션은 많은 콘텐츠 중 개인의 주관이나 관점 상황에 따라 , 

콘텐트들을 수집 정리하고 편집하여 이용자와 관련 있거나 선호할만한 콘텐츠를 필요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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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한 곳에서 모아 제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위키피디아는 (gatekeeping) (publish) . 

콘텐츠 큐레이션을 최종 이용자나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특정 토픽이나 관심 분야에 적합한 정

보를 수집 조직 제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콘텐츠 큐레이션의 방법으로는 협업 필터, , 

링 과 시맨틱 분석 소셜 평가 로 (collaborative filtering) (semantic analysis), (social rating)

나누고 있다 콘텐츠 큐레이션은 단순히 콘텐츠를 모으는 것 이상의 개념으로 콘텐츠 큐레이션. 

의 단계로는 개인 요구를 반영한 적합 콘텐츠 수집과 공유를 위한 수집 필터링(aggregation), , 

콘텐츠 평가 다수의 콘텐츠 매쉬업 방문했던 장소와 이동 경로를 다시 검색하는(evaluation), , 

데 활용하기 위한 타임라인 의 순서로 진행된다(timeline) (Kelly 2012).

콘텐츠 큐레이션은  필터링 관여 주체에 따라 ‘데이터 큐레이션’과 ‘소셜 큐레이션’으로 나

눌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나 콘텐츠의 속성과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활용하여 큐레이. 

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한다 반면 소셜 큐레이션은 정보나 콘텐. , 

츠의 필터링 주체가 이용자로 자신이 큐레이트 한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이 

필터링한 콘텐츠를 구독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활동 할 수 있, 

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성 권준희 ( , 2013). 

김정숙 은 매쉬업 기술을 적용하여 동영상 자료를 클립핑하여 활용하는 동영상 큐(2014)

레이팅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융합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동영상에 대한 큐레이팅 서비스를 수행함으로

써 시간 절약 취미 생활의 만족감을 실감 영상의 유비쿼터스로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 

다 윤여광 은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 큐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 (2014) . 

통해 포털이 정보 빅데이터를 큐레이션 하는 기준과 방법 특성을 정리하고 나아가 신문과 , 

방송 등의 전통적인 편집과 포털 뉴스 편집인 큐레이션을 비교 설명하였다.

학교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 현황 분석 및 북 큐레이션 기준. Ⅲ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도서추천 서비스 현황1. 

국내 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학교도서관 업무지원과 17

독서교육 지원 자료구축과 공유 기관간 정보유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독서교육, , . 

종합지원시스템의 독서교육 기능에는 신간 도서 월별 인기도서리스트 다양한 추천도서목록 , , 

등 도서자료 정보 제공과 독서 후 표현활동 공간 제공 기능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독서교. 

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추천도서목록은 해가 갈수록 다양한 유형의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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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추천도서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서교육종합, . 

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도서추천 메뉴의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1> .

메뉴명 내용

인기자료 년도별 월별 다대출 도서/

추천자료

센터 종합( )

기관권장도서

개(66 )

추천도서목록명 사 행복한 아침독서 책벌레들의 도서관점령기 년 국제: ( ) , 1318 , 2005

도서전 한국의 책 선 올해의 청소년도서 년 아침독서용 추천도서- 100 , 2008 , 2008 , 

년 교과과정연계도서목록 년 중고등학생 독서논술 토론대회 지정도서2013 , 2010 , 

학년도 학년별 교과서 수록도서 책 읽어주는 여자 책을 말하2013 1~6 , EBS , KBS TV 

다 책을 말하다 시 콘서트 느낌표 선정도서 강원도학교도서관지원센, KBS TV - , MBC , 

터 거실을 서재로 구리시민운동본부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경기디지털자료실, ( ), , 

지원센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과학기술부 광주사서교사협의회 교보문고 국립어린이, , , , , 

청소년도서관 눈에 띄는 책 대구동부도서관 대한출판문화협회 문예진흥원 선정 우수, , , , 

문학도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사이버 독서대회 추천도서 서울대학교 서, , , , , 

울독서교육연구회 책고리 서울시교육청권장도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센터 추천도( ), , , 

서 아침독서운동회 어린이 도서연구회 에듀스충남추천도서 오픈키드 열린어린이 올, , , , ( ), 

해의 청소년도서 전국독서새물결모임 제주도서관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책둥이 책, , , ! ! ! . , 

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따세 책키북키 청소년 책읽기 프로젝트 청소년을 ( ), ( ), 

위한 좋은 책 청소년출판모임 책꽃이 충남 센터 평화박물관 포스코교육재단 푸, , DLS , , , 

른누리 학교도서관저널 한국 출판인회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 한국, , , , 

간행물윤리위원회 주제별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독서( ), , , 

인증센터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한국출판문화, , , , 

사업진흥원 이달의 읽을 만한 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한( ), ( ), 

국출판인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행복한 아침독서, , , 

문학상 수상

작

개(70 )

추천도서목록명 세기 문학상 국제안데르센상 기타문학상 김동리문학상 김수영문: 21 , , , , 

학상 나오키상 네뷸러상 노벨문학상 눈높이아동문학상 뉴베리상 대교눈높이아동문, , , , , , 

학상 대산청소년문학상 동리문학상 동서문학상 동인문학상 라가치상 마해송문학상, , , , , , , 

만해문학상 문학동네 소설상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문학동네 작가상 문학동네 소설상, , , , ,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미당황순원문학상 박홍근 아동문학상 방정환 문학상 백성문학, , , , 

상 보림창작 그림책공모전 볼로냐상 볼로냐아동도서전 부커상 블루픽션상 사계절문, , , , , , 

학상 세계문학상 블루픽션상 세종아동문학상 소월시 문학상 소천문학상 소천아동문, , , , , , 

학상 신동엽창작상 신춘문예 아쿠타가와상 안데르센상 오늘의 작가상 윤석중문학상, , , , , , , 

이산문학상 이상문학상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이효석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 , , , 

집 젊은 시인상 창비좋은 어린이책 창비청소년문학상 청소년문학상 카네기메달수상, , , , , 

작 칼데콧상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 콩쿠르상 푸른문학상 퓰리처상 한겨레문학상 한, , , , , , , 

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한국백상출판문화상 한국어린이 도서상 한, , , , 

국출판문화상 현대문학상 황금도깨비상 황순원문학상 휴고상, , , , 

전문가 추천

도서

개(17 )

추천도서목록명 책읽는 사람 명사추천도서 교수학습의 동반자 교육연구정보: MBC ( ), , 

원 기관추천도서 년도별추천도서 마음을 어루만지는책 문화계 인의 추천도서 센터, , , , 30 , 

추천도서 신현숙 선생님이 추천하는 그림책 아침독서추천도서 교보문고 올해의 청소, , ( ), 

년도서 교보문고 장진의 라디오 북클럽 추천도서 전문가추천도서 중고등권장도서 책( ), , , , 

세상 최광식 주간 초등권장도서 추천도서, , 

우리학교도서관 교사추천도서
학교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과담당교사나 사서교사가 게시판 형태의 메뉴에 파일 형식으

로 등록

센터자료실DLS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담당자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추천도서목록이 게시

판 형태의 메뉴에 파일형식으로 등록

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추천도서 서비스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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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추천도서목록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 시도별로 위에서 언급된 추천도서목록을 선택적으로 등록. 

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시도에 따라 년 이후 자료가 추천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2003 , 2015

년까지의 자료가 추천된 시도도 있었다. 

도서추천서비스 분석2. 

그러나 추천도서목록을 확보하여도 단순히 메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되고 있어 이

용자들은 정돈되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도서를 추천받기 . 

각각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록 생산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다시 선정

해야만 최종적으로 적합 도서에 대한 서지정보와 함께 자관 소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한 시스템에 메뉴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되는 추천도서목록도 , 

산재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에서 생산하는 추천도서목록. , 

다양한 독서관련 단체와 기관에서 생산하는 추천도서목록과 더불어 개별 학교의 사서교사 및 

교과교사에 의해 생산되는 추천도서목록까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책이 추천되고 있다. 

기관권장도서목록의 추천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여름 겨울 방학 추천도서목록 연도별 월별 . / , /

추천도서목록상황별과 가정의 달과 같은 기념일별 추천도서목록과 같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추천도서목록과 주제별 도서 목록 상황별 도서목록과 같이 토픽을 기준으로 하는 추천도서목, 

록이 존재한다 검색은 기준이 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필터링 된 추천도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 센터 자료실DLS ’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는 추천도서목록 중 교과연계도서목록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에서 생산한 교과연계도서목록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과연계도서목록과 교과 연, 

구회와 같은 단체나 기관에서 발행한 교과연계도서목록 등이 있다 작성방법에는 차이가 있. 

지만 대체로 교과연계도서목록의 검색은 학교급 학년 과목 학기 단원 차시별로 구분하여 , , , , , 

추천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북 큐레이션 추천 기준 제안3. 

기존 도서 추천 서비스의 현황 분석을 통해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추천 기준을 도출하

기 위해 이용자정보와 도서정보에서 추출 할 수 있는 추천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이용자 프로파일을 통해 추출 할 수 있는 정보는 학교급, , 

학년 학급 독후활동 히스토리가 있다 둘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도서 프로파일을 통, , . , 

해 추출 할 수 있는 정보는 서명 대출 회수 대출 이력 사서에 의해 부여된 키워드가 있다, , , . 

셋째 교과연계도서목록을 통해 추출 할 수 있는 정보는 서명 학교급 학년 학기 과목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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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가 있다 넷째 기관권장도서목록을 통해 추출 할 수 있는 정보는 주제가 기준인 도서목. , 

록에서 서명과 키워드를 시간이 기준인 도서목록에서는 서명 키워드 시간 월 계절 등 이 , , ( , )

있다 추가로 현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는 추출 할 수 없지만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 

위해 제안하는 요소는 학생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관심 키워드를 등록하는 기능이다. 

추출된 속성들을 활용하여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도서를 필터링하기 위해 개의 추12

천 기준을 도출하여 표 와 같이 제안하였다< 2> .

추천 기준 추천 방법

다대출 자료추천

학교단위 다대출 해당월 동일학교 학생들의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여 제시 다대출( )

학년단위 다대출 해당월 동일학교 같은 학년 학생들의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여 제시 다대출( )

학급단위 다대출
해당월 동일학교 같은 학년 같은 학급 학생들의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여 제, 

시 다대출( )

추천도서목록 

기반 자료추천

교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

현재 학생 개인에 해당되는 학교급 학년 학기 과목에 일치하는 교과연계도서, , , 

목록 추천 자료 중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여 제시 학생의 교과 상황정보 교( + 

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 )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

기관추천도서목록 자료 중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여 제시 기관추천도서목록 (

다대출+ )

관심 키워드 중심

학생 개인이 미리 설정으로 등록해 놓은 관심 키워드를 포함하는 교과연계도서

목록 자료나 기관추천도서목록 자료를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여 제시 학생의 (

관심 키워드 교과연계도서목록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 / + )

동료 활동 기반 

자료추천

동료의 독후활동

태그 기반 

동료 학생이 독후 활동 작성 시 등록한 태그의 키워드와 학생 개인의 교육과정 

관련 키워드나 미리 설정해 둔 관심 키워드와 일치하는 자료를 다대출 순으로 필

터링하여 제시 독후활동 태그 학생의 교과 상황 정보 관심 키워드 다대출( + / + )

특정 자료를 대출한 

동료의 다른 대출자료

특정 자료를 대출한 동료의 다른 대출 자료를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여 제시

동료의 대출정보 다대출( + )

시기별 자료추천

계절별 다대출
계절을 구분하여 해당 계절 기간 중 대출된 자료를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여 4

제시 계절정보 다대출( + )

계절별 추천도서목록
개절을 구분하여 해당 계절 기간에 적합한 도서로 추천된 추천도서목록 자료4

를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여 제시 계절정보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 + + )

학교 행사별 

추천도서목록

학교의 행사 키워드와 일치하는 추천도서목록 자료를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하

여 제시 행사명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 + + )

기념일별 

추천도서목록

국가적 기념일 키워드와 일치하는 추천도서목록 자료를 다대출 순으로 필터링

하여 제시 기념일명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 + + ) 

표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자료 추천 기준< 2> 

이용자 선호도 조사. Ⅳ

조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1. 

설문조사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서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 사서 가 존재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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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개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개교 총 개교를 방문하였다 조사 대상 응답자는 학교도2 2 , 4 . 

서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서 선택 과정을 이해하고 추· . 

천 항목에 대한 질문에 이해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직접 방문 기간 동안 학교도서관을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되었다 총 . 2015 9 13 2015 10 3 . 

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를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189 .

질문 유형은 크게 가지로 구분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문항 도서관 이용현5 . 3 , 

황에 대한 질문 문항 큐레이션 기준 선호도에 대한 질문 문항 큐레이션 필요성에 대한 4 , 12 , 

질문 문항 기타 제안사항에 대한 질문 문항으로 총 문항이 포함되었다1 , 1 21 .

분석방법2. 

설문지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 IBM SPSS Statistics 21 .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학교급별 빈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을 사용하였으)

며 검정을 위해 의 정확 검정을 함께 실시하였다 항목별 선호도는 기술통계분석을 , Fisher . 

통해 도출하였으며 학교급별 선호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 

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에서 검증하였다t-test . p<0.05 .

인구통계학적 특성3. 

설문에 참여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과 학년이다 중학생 명과 고등학생 명으. 85 104

로 설문 참여 학생은 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성별은 표 과 같다189 . < 3> .

학교급 성별 학생수 명( ) 학교급별 비율(%)

중학교

(N=85)

남자 25 29.4

여자 60 70.6

고등학교

(N=104)

남자 48 46.2

여자 56 53.8

총계 명189

표 참여 학생의 성별< 3>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조사 기간 중 학교도서관을 방문한 학생은 여학생이 더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학년의 분포는 표 와 같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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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학년 학생수 명( ) 학교급별 비율(%)

중학교

(N=85)

1 15 17.6

2 25 29.4

3 45 52.9

고등학교

(N=104)

1 37 35.6

2 47 45.2

3 20 19.2

총계 명189

표 참여 학생의 학년< 4>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 한 학년은 중학교는 학년 고등학교는 학년3 (52.9%), 2 (45.2%)

이었다.

이용 현황 분석4. 

학교도서관의 이용현황 분석을 위해 주별 도서관 방문 빈도와 방문 이유 대출 도서를 선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정보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학교도서관 방문 빈도. 

일주일에 학교도서관에 방문하는 횟수인 방문 빈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와 < 5>

같다.

방문빈도

학교급



/p중학교

(N=85)

고등학교

(N=104)

일 주1~2 /
빈도 비율/ 23/27.1% 18/17.3%

17.594/0.001

기대빈도 18.4 22.6

일 주3~4 /
빈도 비율/ 28/32.9% 15/14.4%

기대빈도 19.3 23.7

일 주5~6 /
빈도 비율/ 8/9.4% 9/8.7%

기대빈도 7.6 9.4

자주 방문하지 않음
빈도 비율/ 26/30.7% 62/59.6%

기대빈도 39.6 48.4

계 비율/ 85/100.0% 104/100%

표 학교급별 학교도서관 방문 빈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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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방문 빈도는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도서관에 방문(p<0.05), 

하는 빈도로 중학생은 일주일에 평균 일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로 가장 많3~4 32.9%

았고 자주 방문하지 않음 일 방문 일 방문 순으로 답변하였다 고등학생은 자주 , , 1~2 , 5~6 .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로 가장 많았고 일 방문 일 방문 일 59.6% , 1~2 , 3~4 , 5~6

방문 순으로 응답하였다.

나 학교도서관 방문 이유. 

조사 당일 학교도서관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응답 결과는 표 과 같다< 6> .

방문이유

학교급



/p중학교

(N=85)

고등학교

(N=104)

학습에 필요한 특정 자료를 찾기 위해
빈도 비율/ 19/22.4% 25/24.0%

1.690/0.792

기대빈도 19.8 24.2

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보기 위해
빈도 비율/ 14/16.5% 14/13.5%

기대빈도 12.6 15.4

교양 독서용 특정 자료를 찾기 위해
빈도 비율/ 30/35.3% 31/29.8%

기대빈도 27.4 33.6

교양 독서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보기위해 

빈도 비율/ 11/12.9% 19/18.3%

기대빈도 13.5 16.5

기타
빈도 비율/ 11/12.9% 15/14.4%

기대빈도 11.7 14.3

계 비율/ 85/100.0% 104/100%

표 학교도서관 방문 이유< 6>

학교도서관 방문 이유는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당일 학(p<0.05) . 

교도서관에 방문한 이유로 중학생은 교양 독서를 위해 도서관 방문 전에 미리 정해 둔 책을 

대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로 가장 많았고 학습에 필요한 특정 자료를 35.3% , 

찾기 위해 방문 특별히 정해진 책은 없지만 학습에 도움이 될 책을 찾기 위해 방문 특별히 , , 

정해진 책은 없지만 교양 독서를 위한 책을 찾기 위해 방문 순으로 답변하였다 고등학생도 . 

교양 독서를 위해 도서관 방문 전에 미리 정해 둔 책을 대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응답한 학

생이 로 가장 많았고 학습에 필요한 특정 자료를 찾기 위해 방문 특별히 정해진 책은 29.8% , 

없지만 교양 독서를 위한 책을 찾기 위해 방문 특별히 정해진 책은 없지만 학습에 도움이 , 

될 책을 찾기 위해 방문 순으로 답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 ‘공부하기 위해’, ‘도서반이기 

때문에 도서관 청소를 하려고’, ‘친구따라’, ‘새로운 책이 무엇이 있는지 둘러보기 위해’,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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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반납하려고’, ‘휴식을 취하려고’, ‘심심해서’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다 학습 독서를 위한 참고 정보원. 

교과 수업을 위한 학습에 필요한 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신뢰하고 참고하는 정보

원에 대한 질문에는 표 과 같이 답변하였다< 7> . 

학습용 참고 정보원

학교급



/p중학교

(N=85)

고등학교

(N=104)

기존에 발행된 추천도서목록

예 교과연계도서목록( : )

빈도 비율/ 20/23.5% 15/14.4%

16.549/0.011

기대빈도 15.7 19.3

교과담당 교사의 추천
빈도 비율/ 13/15.3% 18/17.3%

기대빈도 13.9 17.1

사서교사의 추천
빈도 비율/ 11/12.9% 5/4.8%

기대빈도 7.2 8.8

친구나 동료 추천
빈도 비율/ 28/32.9% 28/26.9%

기대빈도 25.2 30.8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 등의 추천
빈도 비율/ 9/10.6% 32/30.8%

기대빈도 18.4 22.6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

예 교과목 단원명( : , )

빈도 비율/ 2/2.4% 1/1.0%

기대빈도 1.3 1.7

기타
빈도 비율/ 2/2.4% 5/4.8%

기대빈도 3.1 3.9

계 비율/ 85/100.0% 104/100%

표 학습용 도서 선택 참고 정보원< 7>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응답은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중학생은 친구나 동료의 추천에 의해 학습용 도서를 선택한다고 응(p<0.05) . 

답한 학생이 로 가장 많았고 교과연계도서목록과 같은 추천도서목록을 참고 교과담32.9% , , 

당교사의 추천 사서교사의 추천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 등의 추천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키, , , 

워드 검색을 통한 선택과 기타 순으로 답변하였다 고등학생은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 등의 . 

추천으로 응답한 학생이 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동료 추천 교과 담당교사의 추천 기30.8% , , 

존 추천도서목록 참고 사서교사의 추천과 기타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 , 

택 순으로 답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 ‘그냥 서가를 직접 살펴봄’, ‘제목을 보고 고름’, ‘입시

학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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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양 독서를 위한 참고 정보원. 

교양 독서를 위해 필요한 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신뢰하고 참고하는 정보원에 대

한 질문에는 표 과 같이 답변하였다< 8> . 

교양용 참고 정보원

학교급



/p중학교

(N=85)

고등학교

(N=104)

기존에 발행된 추천도서목록

예 문학상수상작( : )

빈도 비율/ 13/15.3% 22/21.1%

13.920/0.031

기대빈도 15.7 19.3

교과담당 교사의 추천
빈도 비율/ 14/16.5% 10/9.6%

기대빈도 10.8 13.2

사서교사의 추천
빈도 비율/ 7/8.2% 5/4.8%

기대빈도 5.4 6.6

친구나 동료 추천
빈도 비율/ 35/41.2% 26/25.0%

기대빈도 27.4 33.6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 등의 추천
빈도 비율/ 12/14.1% 30/28.8%

기대빈도 18.9 23.1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

예 관심 키워드( : )

빈도 비율/ 1/1.2% 2/1.9%

기대빈도 1.3 1.7

기타
빈도 비율/ 3/3.5% 9/8.7%

기대빈도 5.4 6.6

계/% 85/100.0% 104/100%

표 교양 도서 선택 참고 정보원< 8>

교양 독서를 위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응답은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중학생은 친구나 동료의 추천에 의해 학습용 도서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p<0.05) . 

학생이 로 가장 많았고 교과 담당교사의 추천 문학상수상작과 같은 추천도서목록 신42.1% , , , 

문이나 포털 사이트 사서교사의 추천 기타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 순으로 답변, , , 

하였다 고등학생은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 등의 추천으로 응답한 학생이 로 가장 많았. 28.8%

고 친구나 동료 추천 기존 추천도서목록 참고 교과 담당교사의 추천 기타 사서교사의 추천, , , , ,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택 순으로 답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 ‘직접 찾

아봄’, ‘보고 싶은 제목이 들어간 자료를 고름’, ‘입시학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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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큐레이션 기준에 대한 선호도 분석5. 

개 시도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도서 추천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큐레이션 17

기준을 대상으로 다대출 자료 추천 기준 추천도서목록 기반 자료 추천 동료 활동 기반 추천, , , 

시기별 추천의 선호정도를 조사하였다. 

가 다대출 자료 추천. 

가장 단순하고 쉽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큐레이션 기준인 다대출 자료 추천에 

대한 필요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출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정하였고 다음 가지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였다 동일 , 3 . 

학교 학생들에 의해 대출된 다대출 도서 추천 동일 학교 같은 학년 학생들에 의해 대출 된 , 

다대출 도서 추천 마지막으로 학생이 속한 학급 학생들에 의해 대출된 다대출 도서 추천이, 

다 학교급별로 선호하는 추천 기준에 대한 결과는 표 와 같다. < 9> .

추천기준

평균 표준편차

값t 값p중학교

(N=85)

고등학교

(N=104)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단위 다대출 3.729 3.519 0.8506 1.0047 1.557 0.121

학년단위 다대출 3.941 3.865 0.9303 0.9144 0.561 0.575

학급단위 다대출 3.153 2.865 1.1903 1.1580 1.672 0,096

표 다대출 자료에 대한 선호도< 9>

다대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추천도서 큐레이션 서비스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은 학교급

간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중학생은 동일 학교 내 같은 학년 학생들이 대출한 자(p<0.05) . 

료를 기준으로 추천되는 서비스에 대해 로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동일 학교 학생들3.941 , 

이 대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추천 같은 학급 학생들이 대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추천하는 순으, 

로 답변하였다 고등학생도 동일 학교 내 같은 학년 학생들이 대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추천되. 

는 서비스에 대해 로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동일 학교 학생들이 대출한 자료를 기준3.865 , 

으로 추천 같은 학급 학생들이 대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추천하는 순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 . 

학급단위 다대출 자료 추천에 대해서는 로 보통 이하의 선호도를 보였다2.865 .

나 추천도서목록 기반 자료 추천. 

전문가 혹은 기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추천도서목록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큐레이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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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추천도서목록 기반 추천에 대한 필요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추천도서목록의 유형은 학교도서관 시스템에 등록된 교과연계도서목록과 기관추천도서목

록 문학상수상작 전문가추천 포함 으로 나누었다 더불어 학생의 현재 소속 정보 학교급 학( , ) . ( , 

년 학기 과목 와 대출 기록 정보를 추가로 적용하여 시스템에서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 )

다 다음 가지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였다 첫째 교과연계도서목록 중 과목별 다대출 . 3 . , 

자료 추천이다 이는 학교급 학년 학기 과목 단원 차시 단위별로 추천된 기존 교과연계도서목. / / / / /

록에 등록된 자료 중 현재 시점에서 학생의 학교급 학년 학기 과목에 해당되는 자료중 다대출 / / /

자료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관추천도서목록의 다대출 자료 추천이다 이는 각종 . , . 

기관권장도서 문학상수상작 전문가 추천도서 교사추천도서로 선정된 자료 중 다대출 자료, , , 

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관심키워드 중심 추천도서목록 자료 추천이다 이는 학생. , . 

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해 두는 경우 교과연계도서목록과 기관권장도서목록에 관련 자, 

료가 등록될 때마다 추천도서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급별로 선호하는 추천 기준에 . 

대한 결과는 표 과 같다< 10> .

추천기준

평균 표준편차

값t 값p중학교

(N=85)

고등학교

(N=104)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 3.882 3.808 0.8368 0.9356 0.579 0.564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 3.824 3.558 0.9021 0.9637 1.954 0.052

관심 키워드 중심 추천 3.953 3.865 0.9246 0.9457 0.640 0.522

표 추천도서목록 기반 자료에 대한 선호도< 10> 

추천도서목록 기반 추천도서 큐레이션 서비스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은 학교급간 유의미

한 차이 가 없었다 중학생은 관심키워드 중심 추천 기준에 대해 으로 가장 선(p<0.05) . 3.953

호하였으며 교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을 기준으로 추천하는 순으로 , , 

답변하였다 고등학생도 관심 키워드 중심 추천 기준에 대해 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교. 3.865 , 

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을 기준으로 추천하는 순으로 답변하였다, . 

다 동료 활동 기반 자료 추천. 

동료 학생이 독후활동 시 작성한 태그나 동료의 대출 자료 분석 등의 동료 활동 정보를 기

반으로 하는 큐레이션 기준인 동료 활동 기반 추천에 대한 필요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현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는 추천독후활동 메뉴를 통해 학생들이 독후활동 감상문 (

쓰기 편지쓰기 동시쓰기 인터뷰 등 을 등록할 수 있으며 특정 도서명을 기준으로 등록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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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료 활동 기반 자료 추천을 위해 다음의 가지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였다 첫째. 2 . , 

현재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독후 활동 작성 시 학생이 스스로 태그를 입력할 수 

없으나 추후 이 기능을 추가한다는 전제로 동료가 독후활동에 등록한 태그를 기반으로 도서

를 추천하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태그에 학습 정보 학교급 학년 과목 등 나 학생의 상태와 . ( , , )

일치하거나 동료가 등록한 태그의 주제어가 학생이 미리 등록한 관심어와 일치하는 자료들을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추천된 자료들은 다대출 자료 순으로 정렬한다 둘째 아마. . , 

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도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특정 자료를 대출한 동료가 대출한 다른 자료를 추천하여 다대출 자료 순으로 정렬하는 기준

이다 학교급별로 선호하는 추천 기준에 대한 결과는 표 과 같다. < 11> .

추천기준

평균 표준편차

값t 값p중학교

(N=85)

고등학교

(N=104)
중학교 고등학교

동료의 독후활동 태그 기반 3.788 3.481 0.8742 0.9241 2.344 0,020

특정 자료를 대출한 동료의 

다른 대출자료
3.835 3.558 0.8570 0.9536 2.105 0.037

표 동료 활동 기반 자료에 대한 선호도< 11> 

동료 활동 기반 추천도서 큐레이션 기준에 대한 응답은 학교급간 선호정도의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중학생은 특정 자료를 대출한 동료의 다른 대출 자료를 추천하는 기준을 (p<0.05) . 

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동료의 독후활동 태그를 기반으로 자료를 추천하는 기준을 다음3.835 , 

으로 답변하였다 고등학생도 특정 자료를 대출한 동료의 다른 대출 자료를 추천하는 기준을 . 

으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동료의 독후활동 태그를 기반으로 자료를 추천하는 기준을 다3.558 , 

음으로 답변하였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선호정도가 조금 낮은 결과를 볼 수 있다. .

라 시기별 자료 추천. 

시기에 따른 학생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추천하는 북 큐레이션 기준인 시기별 자료 

추천의 필요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시기별 자료 추천을 위해 다음의 가지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였다 첫째 계절별 4 . , 

다대출 도서 추천 기준이다 일반적인 계절구분인 봄 월 여름 월 가을 월. (3~5 ), (6~8 ), (9~11 ), 

겨울 월 을 구분점으로 해당 기간 다대출 도서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절(12~2 ) . , 

별 추천도서목록 도서 추천 기준이다 이는 월을 기준으로 추천도서를 제공하는 추천도서목. 

록 기관추천도서 전문가추천도서 문학상 수상작 사서교사 추천도서 등 에서 앞서 구분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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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구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추천된 도서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큐레이션 순서는 , 

다대출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셋째 학교 행사 예 독서퀴즈대회 입학 명승지 답사 대피 . , ( : , , , 

방호 훈련일 등 의 키워드와 일치하는 기존 추천도서목록 자료를 추천하는 기준이다 넷째) . , 

기념일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 등 의 키워드와 일치하는 기존 추천도서목록 자료를 추천하( , , )

는 기준이다 학교급별로 선호하는 추천 기준에 대한 결과는 표 와 같다. < 12> .

추천기준

평균 표준편차

값t 값p중학교

(N=85)

고등학교

(N=104)
중학교 고등학교

계절별 다대출 3.647 3.471 1.0769 1.0699 1.120 0.264

계절별 추천도서목록 3.706 3.365 1.0671 1.0526 2.196 0.029

학교 행사별 추천도서목록 3.682 3.288 1.0025 1.0209 2.665 0.008

기념일별 추천도서목록 3.824 3.327 0.9901 0.9290 3.526 0.001

표 시기별 자료에 대한 선호도< 12>

시기별 추천도서 큐레이션 기준에 대한 응답은 계절별 다대출 기준에는 학교급간 선호정도

의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으나 계절별 추천도서목록 학교 행사별 추천도서목록 기(p<0.05) , . 

념일별 추천도서목록 기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은 기념일별로 추천도서목록. 

의 자료를 추천하는 기준을 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계절별 추천도서목록 학교 행사별 3.824 , , 

추천도서목록 계절별 다대출 자료 추천 기준 순으로 답변하였다 고등학생은 계절별 다대출 , . 

자료를 추천하는 기준을 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계절별 추천도서목록 기념일별 추천도3.471 , , 

서목록 학교 행사별 추천도서목록 추천 자료 순으로 답변하였다, . 

마 기타 추천 기준. 

학생들에게 제시 된 추천 기준 이외에 본인에게 요구되는 개인 맞춤형 북 큐레이션 기준에 대

해 자유롭게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명의 학생이 답변하였으며 제안된 의견은 표 . 11 <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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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N=11) 제안 내용

A 독서 취향에 맞는 추천 목록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B 관심키워드 중심 기준도 좋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을 추천

C 중등학생 수준과 함께 대학 전공 서적이나 영어책 만화책도 추천, 

D 주제별로 더 자세히 나눠 추천

E 책의 난이도 책 읽기의 수월함 정도 등의 정보를 제공( ) 

F 기분에 따라 읽을 수 있는 책을 추천

G 해시 태그로 클릭하면 연관 자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음

H 희망 직업이나 전공 관련도서를 추천

I 개인의 관심 도서 종류 선택 후 그 중 다대출 도서자료를 제공

J 이전 자신이 대출한 책의 장르 통계를 보고 가장 높은 장르의 책을 추천

K 성적별로 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 대출한 자료를 추천

표 기타 추천 기준 제안< 13>

바 북 큐레이션의 필요성. 

북 큐레이션 기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기준에 의해 

자료를 추천 받는지 인지 된 상태에서 북 큐레이션 서비스가 학교도서관 방문 및 자료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학교급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표 와 같다. < 14> .

필요성

학교급



/p중학교

(N=85)

고등학교

(N=104)

도움이 될 것이다
빈도 비율/ 79/92.9% 92/88.5%

1.089/0.330

기대빈도 76.9 94.1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빈도 비율/ 6/7.1% 12/11.5%

기대빈도 6.1 9.9

계/% 85/100.0% 104/100%

표 북 큐레이션 서비스의 필요성< 14>

북 큐레이션 서비스가 앞으로의 학교도서관 자료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중학생은 가 도움이 될 것이라 답변하였(p<0.05) . 92.2%

고 고등학생은 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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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교급별 추천 기준에 대한 선호도 순위. 

북 큐레이션 기준에 대한 선호도 순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교급별 북 

큐레이션 기준에 대한 선호도 순위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와 같다. < 15> .

순위
중학교 고등학교

추천 기준 평균값 추천 기준 평균값

1 관심키워드 중심 추천 3.953 학년단위 다대출 3.865

2 학년단위 다대출 3.941 관심키워드 중심 추천 3.865

3 교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 3.882 교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 3.808

4 학교 행사별 추천도서목록 3.882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 3.558

5 특정 자료를 대출한 동료의 다른 대출자료 3.835 특정 자료를 대출한 동료의 다른 대출자료 3.558

6 기관추천도서목록 다대출 3.824 학교단위 다대출 3.519

7 기념일별 추천도서목록 3.824 동료의 독후활동 태그 기반 3.481

8 동료의 독후활동 태그 기반 3.788 계절별 다대출 3.471

9 계절별 추천도서목록 3.706 계절별 추천도서목록 3.365

10 계절별 다대출 3.647 기념일별 추천도서목록 3.327

11 학교단위 다대출 3.279 학교 행사별 추천도서목록 3.288

12 학급단위 다대출 3.153 학급단위 다대출 2.865

표 학교급별 북 큐레이션 기준에 대한 선호도 순위< 15> 

 

큐레이션 기준에 대한 중학생의 상위 개 선호 항목은 3 ‘관심키워드 중심 추천’, ‘학년단위 

다대출’, ‘교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이다 고등학생의 상위 개 선호 항목은 . 3 ‘관심키워드 중심 

추천’과 ‘학년단위 다대출’, ‘교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이다. 

결론 및 제언. Ⅴ

학교도서관은 타관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운영 목적의 우선 순위와 운영 환경에 특징이 있

다 여느 관종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보존의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 , , 

한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장서의 구성이 보관을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대부분 학습 능력 향상. 

이나 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를 지원하는 일반 서적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적극적인 정. 

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효과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

다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추천해 주는 정보 제공 서비스는 적합 자료의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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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 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인 사서 혹은 사서가 없는 경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적극1 ( ) 

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학교 뿐만 아니라 개별 도서관 홈

페이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자료 정보와 학생의 상황 정보 및 추천도서 정보를 다양하게 조

합한 객관적 기준으로 산출된 추천도서를 큐레이션하여 학생이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시 개인화된 화면을 통해 적합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 

를 위해 기존 시스템에서의 도서 추천 서비스를 분석하고 큐레이션 기준 개를 도출하였다12 . 

도출된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북 큐레이션 서비스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살

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존 시스템의 도서 추천 서비스는 인기도서 기관권장도서 문학상 수상작 전문가 , , , , 

추천도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 기준에 의해 . 

산출되었으며 자료 접근 인터페이스가 정돈 되지 않았고 목록이 산재해 있어 여러 페이지를 , , 

방문하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필요에 부합한 추천 자료 접근이 어렵다.

둘째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큐레이션 기준은 크게 개 유형 개 기준으로 정리할 , 4 12

수 있다 개 유형은 다대출 추천 추천도서목록 기반 추천 동료 활동 기반 추천 시기별 추천. 4 , , , 

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의 기준은 학생의 상황정보 관심 정보 키워드 다대출 추천도서목록. 12 , , , 

과의 일치 등의 방법을 조합하여 제안되었다. 

셋쩨 도출된 개의 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시된 기준에 , 12

대해 보통 점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급단위의 다대출 도서 추천은 (3 ) 

평균 로 보통 이하의 선호도를 보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간 선호 순위의 차이는 있지2.865 . 

만 ‘관심키워드 중심 추천’, ‘학년단위 다대출’, ‘교과연계도서목록 다대출’과 같은 기준이 상

위 개의 선호 기준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중학교의 선호 순위 위의 학교 행사별 추천도3 . 4

서목록에 대해 고등학교의 선호 순위는 위로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선호 순위 위의 11 . 6

학교단위 다대출은 중학교의 선호 순위 위로 낮게 나타났다11 .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은 본인의 상황이나 요구 그리고 동료 학생들의 활동에 , 

기반한 도서 자료 추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안된 기준이 적용된 북 큐레이션 , 

서비스가 학교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 큐레이션 서비스가 적극. 

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 방법의 하나로 적절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지 기준과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기준 중 실현 가능성이 있12

는 기준이 추가된 시스템 설계와 기준에 의한 추천도서를 산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알고리

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큐레이션에 적합한 다양한 옵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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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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