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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해 토픽모델링을 용하 다. 분석 상은 4  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 리학회지의 199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학교도서  련 논문 498편이다. 연구 결과 토픽모델링을 통한 주제는 27개의 토픽으로 8개의 역 일반, 제도․체제, 

건물․설비, 운 ․경 , 자료조직, 서비스, 교육, 기타로 묶어 정리하 고, 하 단계 주제는 22개로 나 었다. 

텍스트 정제와 토픽모델링 분석은 넷마이 (NetMiner) V.4를 사용하여 수행하 고 토픽모델링을 한 토픽 개수의 

결정을 해 로그우드 추정치를 사용하 다. 연구 결과 27개 토픽의 주제에 제목을 부여하 고 제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토픽은 도서  활용수업(T27)이 35편, 정보활용(T2)에 한 연구가 30편이고, 20편 이상의 연구는 평가지

표개발(T13), 학교 사서교사 배치(T24), 학습정보 매체 활용(T3), 지역사회․공공도서 (T7), 도서  력(T9), 

도서  이용(T17), 도서  연구(T11), 독서교육(T4), 장서개발(T5), 교육효과․교육방법(T18)이 있었다.

주제어: 연구동향, 텍스트 마이닝, 토픽모델링, 학교도서 , LDA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school libraries from 1990 to July 
2020. To this end, LDA topic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the domestic article abstracts 
related to school libraries. The total number of documents is 498 papers published by the four major 

domestic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log-likelihood estimate criterion was used 
to determine the number of topics for topic modeling. As a result of the study, 27 topics were discovered, 
then, theory were categorized by eight subject areas: general, institutional system, building/equipment, 

operation/management, data organization, service, education, and others. The most popular research 
was library utilization classes (T27) and Information Utilization (T2). More than 20 studies were found 
in each evaluation index development (T13), school librarian placement (T24), learning information 

media utilization (T3), community public library (T7), library cooperation (T9), library use (T17), library 
research (T11), reading education (T4), collection development (T5), and education effects/teaching 
methods (T18).

KEYWORDS : Research Trends, Text Mining, Topic Modeling, School Library,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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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 11,644개 ․ ․고등학교의 99.8%가 학교도서 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학교도서  

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4,424곳뿐이다(국가통계포털 2018년 기 ). 이는 체의 38% 정도에 

불과하며 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 등의 교육  역할을 하는 사서교사의 배치는 7.8%(910명)

로 나타났다.

IFLA(2015)의 학교도서  가이드라인에는 학교도서 을 “학교의 물리  학습 공간  디

지털 학습 공간으로서 독서, 질문, 조사연구, 사고력, 상상력 등 창의성을 발휘하는 장소이며 학생

들에게 지식정보로의 여행  개인 ․사회 ․문화  성장을 돕는 센터”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도서 은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 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 으로 하는 도서 (학교도서 진

흥법 2018)이며, 학교도서  내의 다양한 인 ․물  자원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도록 돕는 동학습 공동체(송기호 2012, 46)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인재를 양성

하는 학교의 심장이 되어야 할 학교도서 의 재의 모습은 교육 으로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도서 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 이다.

학교도서 이 활성화되고 학교에서 역할을 담당하기 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도서 이 

하는 일에 한 연구와 동향 악이 필요하다. 학교도서  연구동향을 악한 연구는 김종성(2013)

이 학교도서  련 논문의 경향, 연구 방향 등을 살펴보았고, 유사라(2017)는 학교도서 과 사서

교사에 해, 김소희, 서혜란(2017)은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최근

에는 이재윤(2020)이 인용가  자 로 일링을 사용하여 학교도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련 

연구가 드물게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련 문헌정보학 분야의 4  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 리학회지의 1990년부

터 2020년까지 발행 논문의 록을 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분

석을 진행하여 학교도서  연구동향을 분석하 고, 추출된 토픽들을 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학교도서  연구 역을 8개와 매핑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교도서  연구동향을 보다 효과 으

로 분석․제시하 다. 

Ⅱ. 이론  배경 

1.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은 원문의 단어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흐르는 주제, 그 주제들이 서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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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내는 통계 인 분석 기법이

다(Griffiths and Steyvers 2004). 토픽모델링은 인간의 주석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많은 양의 

텍스트 자료에서 의미 있는 주제(토픽)들을 찾아내는 확률 모델 알고리즘이다(Blei 2012). 토픽

모델링은 말뭉치(corpus) 즉, 문서 집합에 포함된 단어들의 통계  분포를 분석하여 복수의 잠재 

주제(latent topic)를 추론한다. 잠재 디리클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일반

인 토픽모델링 기법 가운데 하나로 말뭉치로부터 토픽을 추출하는 PLSI(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indexing)를 발 시킨 기법이다(Blei, Ng, and Jordan 2003). 토픽모델링의 장 은 

연구자의 주 이 개입될 수 있는 연구주제에 한 평가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통계  

추론을 통해 더욱 객 이고 명확하게 연구주제를 분석하여 낼 수 있다는 이다(박종도 2019). 

그러나 토픽 개수에 한 합성과 임의성, 토픽 간의 상 성이 존재할 가능성 등 여러 한계들이 

제기되고 있다.

토픽모델링 결과를 통해 연구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출된 주제에 해당하는 문헌과 단어들의 

분포이다. 실제로 해당 주제에 한 의미, 를 들어 주제명(topic name)은 연구자가 찾아내야 

한다. 각각의 문서들은 여럿의 토픽들과 연 되어있을 수 있고,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토픽을 

이루기 한 요소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서에서 발견된 단어의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가 함께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임의로 토픽 수를 선정하므

로 선정된 토픽 수가 한지, 추출된 토픽들이 원래의 말뭉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단하는 

것이 요하다(정유경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픽모델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Griffiths와 Steyvers(2004)가 제안한 로그우도 추정치(Log Likelihood Expectation)를 사용하

여 최 의 토픽 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용하 다. 로그우도 추정치를 측정하여 1로 수렴하는 

토픽 수를 합한 개수로 가정한다.

학교도서  련 선행연구  국내 연구로 토픽모델링을 용한 연구가 무하여 문헌정보학 

분야로 범 를 넓  련 연구를 살펴보면 박자 , 송민(2013)이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 록을 1970년도부터 2012년까지 분석하 으며 토픽모델링 결과를 문헌

정보학 주제분류표와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를 시작으로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기헌, 효정, 송민(2015)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국외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서 

발행된 논문을 상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연구  황을 분석하여 가  주제-방법 네트

워크를 제시하 다. 이수상(2016)은 독후감 텍스트를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는데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되는 심성(centrality) 분석을 토픽모델링 결과에 용하여 토픽 간 연

성을 제시하 다. 김희섭, 강보라(2019)는 도서 ․기록 ․박물  력 랫폼 연구동향을 

악하기 하여 Scopus 데이터베이스로부터 637편의 논문 록을 수집․분석하 다. 연구결과 

13개의 주제 역이 도출되었고, 연도별 동향도 함께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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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동향 악을 해 토픽모델링 기법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  련 연구동향 악에는 토픽모델링을 용한 선행연구가 무함에 따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서  연구들의 동향 악을 해서 토픽모델링을 용하 고, 추

출된 토픽들을 학교도서  8개 역과 매핑하여 제시하 다. 

2. 학교도서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선행연구

토픽모델링 기법을 용하지는 않았지만 학교도서  련 연구동향을 악한 연구는 김종성

(2013), 유사라(2017), 김소희, 서혜란(2017), 이재윤(2020) 등이 있다. 

김종성(2013)은 국내 문헌정보학 련 4  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학교도서  논문 

209편을 수집하여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도, 연구자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 다. 연구결과는 사서

교사와 정보활용능력, 도서  운  련 주제가 다수의 논문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장과 착된 연구가 부족하여 그 필요성을 언 하 다(김종성 2013, 89-90). 

유사라(2017)는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 주제의 논문에 한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182편의 

학술지 논문을 상으로 연구 경향성과 과학  연구방법의 수 여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 는데 

자의 결론은 과학  연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학술연구가 많아 연구 차와 과정에서 신뢰할 

증거, 자료수집 등 정확한 기술이 필요함을 제언하 다.

학교도서 의 독서 로그램에 한 연구동향 분석도 있었는데 김소희, 서혜란(2017)은 문헌정

보학과 국어교육의 6개 학술지 2016년까지의 논문 138편을 정량분석과 내용분석을 하 다. 유형

별로 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 련 연구가 많았으며 학교 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독서 

흥미 유발 로그램에 한 연구가 게 나타났다. 학제 간 융합연구, 실증  로그램개발, 교육

과정 로그램의 내실화를 향후 연구 방향으로 제언하 다.

이재윤(2020)은 인용가  자 로 일링 기법을 이용한 학교도서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

하여 자의 인용 향력이 높은 주제와 주제 인용빈도를 기반한 연구 향력을 분석하 다. 학교

도서  인용 향력 상  자들에 해 학교도서  련 핵심 주제 6개 군집을 도출하여 분석하

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들도 있었는데 손정표(2003)는 1957년부터 

2002년까지의 7  학회지, 16개 학 문헌정보학과 논문집 등 2,271편을 조사하 다. 연구자 에

서 가장 방 한 양의 논문을 분석하 다. 오세훈(2005)은 논문  인용 문헌 분석을 하여 타 학문 

분야의 련성을 밝히고 있으며 주제에 따라 반감기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하 다. 외국 LIS

의 논문(Davarpanah and Aslekia 2008)의 경우에는 3-5년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외국과는 차이가 있는 연구 결과이다. 이명희(2002)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97편의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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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내용분석법에 따른 분석을 하여 연구주제, 방법, 자료수집, 자료 분석 등을 연구하 다. 

가설의 설정 여부나 근거이론의 유무는 다른 연구자들이 하지 않는 것들도 연구하 다. 이수상

(2010)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4  학술지 10년 동안의 공  네트워크 분석을 한 기 연구를 

시행하 는데 심성 분석  워 심성, 구조  공백 지표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로는 

논문 투고에 토 법칙이 나타났으며 투고 수가 높은 자는 공동 작의 논문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재인(2011)이 2005-2011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 1,752건을 분석하여 주제 

개념과 계성을 도출한 연구가 있었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 과 학도서 을 심으로 하는 

연구가 출  빈도가 높았고,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이용자와 공공도서 이 다양한 주제와 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성신(2016)은 문헌정보학 분야 도서 마 에 한 국내외 연구의 

비교분석을 하 다, 국내는 4  학회지, 국외는 Scopus 테이터를 이용하여 자 키워드를 추출하

여 연구하 다. 분석결과 국내는 공공도서  국외는 학도서  상 연구가 많았고, 디지털 시

를 맞아 국외는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마 이 활발하 지만, 국내 연구는 미비하 다. 강

보라, 김희섭(2017)은 네트워크 분석으로 디지털 도서 을 연구하 다. 2007-2016까지 련 논

문 272편의 문 자키워드 578개를 수집하여 연구주제의 향력, 확장성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

하 으며 연결 심성과 매개 심성 분석을 하 다. 이종욱, 박혜린(2016)은 국제학술지에 논문

을 게재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를 상으로 연구행태  연구동향을 제시하 고, 이혜경, 

양기덕, 김선욱(2019)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연구동향을 분석

하 다.

Ⅲ. 연구 설계 

1. 문헌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분석 상 문헌을 선정함에 있어 연구동향 분석 시 표본의 쏠림 상이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음을 지 한 오철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헌정보학을 표할 수 있는 학술지에서 

발행한 논문으로 그 상을 한정하 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의 등재

후보지 이상으로 30년 이상 정기 으로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는 총 4개 

학회지이며, 각 학회지의 창간 시 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0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72년,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1974년, 정보 리학회지 1984년이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

인에서 ‘학교도서 ’ 검색어로 2002년~2020년까지의 수록된 논문은 총 651건으로 이  문헌정보학 

4  학술지에서 발행된 논문은 411건의 논문이다. 2002년 이 의 논문도 연구에 포함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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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에서 ‘학교도서 ’ 검색어로 검

색된 1990년~2020년까지의 발행논문 1,087건  4  학술지를 재검색하여 478건의 논문을 추가

하 다. 두 사이트에서 검색된 논문을 통합 정리하여 501건의 논문을 얻었고, 록의 분석을 하

여 각 논문들을 검색하여 록이 검색되지 않은 논문들은 학회지에서 찾아 넣었으나 1994년 ‘정보

교육과 학교도서 에 한 연구’ 논문과 1995년 ‘미국 학교도서  기 의 변천’, ‘학교도서 의 

동교수 로그램에 한 연구’ 논문은 록이 없이 발행되어 3건을 제하고 총 498건의 논문을 

얻을 수 있었다. 창간호부터 논문을 조사하고자 하 으나 1990년 이  논문은 록이 없는 것이 

많아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구축된 1990년부터의 논문으로 한정하 다. 

분석 상 문헌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1990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4  학술지의 논문은 

498편으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가 227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25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98편, 정보 리학회지의 논문은 48편이었다.

 명 논문 편수 비율(%)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227 45.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25 25.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98 19.7

정보 리학회지 48 9.6

총계 498 100

<표 1> ‘학교도서 ’ 련 국내 학술지 논문 수(1990년∼2020년 7월)

2. 데이터 처리 

수집된 총 498건의 문헌 데이터를 효과 으로 분석하기 하여 처리  어휘통제를 몇 가지 

기 을 바탕으로 진행하 다. 첫째, 유사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표 단어로 통일하 다. 

동 수업, 동학습, 동수업, 력 수업은 ‘ 력수업’으로 통일하 다. 둘째, 의미가 같지만 축약

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타 분야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연구를 해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디지털 자료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 DLS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사용하 다. 셋째, 

복합 용어는 띄어쓰기로 단어 의미가 분리되어 왜곡되지 않도록 붙여쓰기로 정리하 다. 진로 

독서, 독서교육과 같은 단어이다. 넷째, 반복 으로 나오는 ‘학교도서 ’과 수집된 문헌 데이터의 

특성상 연구와 련된 ‘연구, 목 , 분석’ 명칭은 불용어로 삭제하 다. 이러한 처리 작업을 통하

여 추출된 고유 단어는 총 2,581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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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작업 시

1 유사 동일 용어

∙ 력수업 ⟵ 동 수업, 동학습, 동수업, 력 수업

∙도서 이용교육 ⟵ 도서 이용지도

∙정보행태 ⟵ 정보추구행태, 정보추구

∙학교도서 활용수업 ⟵ 도서  활용수업, 학교도서  활용수업, 학교도서 활용교육

∙지역사회개방 ⟵ 지역개방, 지역 개방, 지역사회 개방 등

2 축약어 통일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 디지털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지원센터, 디지털자료실, 독서

교육지원시스템, DLS 등

3 복합어 정리
∙진로독서 ⟵ 진로 독서 

∙독서교육 ⟵ 독서 교육 등

4 표어 선정

∙정보활용교육 ⟵ 정보활용 교육, 정보 활용 교육, 정보교육, 정보이용교육, 정보활용능력 

교육, 정보리터러시, 정보 활용 능력 정보 리터러시, 정보 활용 능력

∙청소년 정보 행태 ⟵ 청소년 정보 이용 행태

∙학교도서  사서 ⟵ 비정규직 사서 등

5 불용어 처리 ∙반복 으로 등장하는 ‘학교도서 ’ ‘연구, 목 , 분석’ 등

<표 2> 데이터 처리 작업

3. 분석 방법

학교도서  국내 학술논문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학술연구재단, NDSL의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 ‘학교도서 ’이라는 검색어로 수집된 논문은 498편을 상으로 앞서 제시한 용어 

처리 과정과 토픽모델링 수행은 넷마이  V4.0(www.netminer.com)을 활용하여 수행하 고, 

최 의 토픽 수 산정은 R 패키지(www.r-project.org)에서 LDA 라이 러리를 통해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LDA 토픽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작성한 데이터 처리 규칙에 따라 넷마이 에서 제공하는 통제어휘 사

(Thesaurus, Defined Words, Exception)을 작성하 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만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문헌-단어 리스트를 R 패키지의 LDA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Griffiths와 

Steyvers(2004)의 로그우도 추정치를 측정하 고 최 의 토픽 수를 산출한다.

셋째, 선정된 토픽 수를 가지고 넷마이 를 활용하여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한다. 

넷째, 토픽모델링 결과 추출된 토픽들을 학교도서  8개 주제 역과 매핑하여 학교도서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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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수집 데이터 결과

학교도서  련 논문 498건의 데이터 결과 발행 년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27년의 논문

이 조사되었으며 발행언어는 8편의 어 논문이 있었고 한 이 490편이었다. 학교도서  련 

논문 498건의 발행 연도는 <그림 1>과 같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는 논문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으나 2003년에 27편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 다. 이는 김종성(2013)과 김소희, 서혜란(2017)

의 연구에서 2003년부터 시행한 도서  활성화사업의 향으로 학교도서  연구가 양 으로 

성장하 음을 보고한 것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004, 2005년 소폭 하락하다 2006년에 

28편으로 다시 상승하며 2009년에 가장 많은 35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20편 이상의 생산 연도

는 2003,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4~2019년 까지는 꾸 히 20편 이상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그림 1> 학교도서  련 연도별 논문 발행 빈도 

 

수집된 문헌의 검색 상의 주제 분야는 020 도서 학, 문헌정보학(Library & Information 

Science)이 451건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NDSL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의 주제 분야와 KCI의 

경우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제목과 키워드 록을 보고 주제 기호를 부여한 결과이다. 이 듯 검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제 분야만으로는 수집한 문헌 집단의 주제 분야를 구체 으로 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집한 문헌 집단의 주제 분야를 더 명확히 악하기 해 논문의 록을 

상으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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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한 토픽 개수 선정

토픽모델링 분석에 있어서 사 에 토픽 수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출된 

토픽에 한 합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Griffiths와 Steyvers(2004)가 제

안한 로그우도 추정치를 사용하여 최 의 토픽 수를 산출하 고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총 498건의 문헌에 한 토픽 수 25개∼40개에 한 로그우도 추정치 값이다. <그림 2>의 결과에

서 로그우도 추정치는 토픽 수 26개부터 29개까지 안정 인 값을 보이며, 토픽 수 33개, 34개일 

때 최 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된 논문 498건을 상으로 실제 LDA 토픽모델링 

수행에 용함에 있어서 토픽 수 26, 27, 33개를 모두 용하여 토픽 결과를 비교한 결과 완만한 

그래  형태를 그리고 있는 27개 토픽이 체 주제를 잘 정리하고 있어 합성이 높다고 단되었

고 최종 27개 토픽 수를 선택하 다.

<그림 2> 토픽 수에 따른 로그우도 추정치

3. 토픽모델링 결과

<표 3>은 학교도서  498개 논문의 록을 상으로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서 추출된 27개 

토픽 결과이다. 각 토픽별 상  10개의 단어와 해당 토픽을 표할 수 있는 토픽 주제명을 정리하

다. 토픽의 주제명은 토픽모델링 결과 도출된 상  1, 2  단어들을 기반으로 선정하 고 학교도

서  선행연구들에서 언 된 주제명을 검토하여 가능한 반 되도록 결정하 다. 토픽모델링 련 

선행연구에서 토픽 수에 한 연구자의 임의 선정으로 인한 연구자의 주  개입이 많이 발생했

다면, 본 연구는 산출된 로그우도 추정치를 바탕으로 합한 토픽 수 선정을 통해 연구자의 주

 개입을 가능한 배제하려고 했다는 이 장 이다. 토픽모델링 결과 27개의 토픽들이 주제별로 

잘 묶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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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상  10개 단어 토픽 주제

T1 학교, 수 , 학생, 상, 결과, 내용, 고등학교, 제안, 체계, 고등학생 학교수

T2 교육, 교육과정, 내용, 정보, 정보활용교육, 도서 , 제시, 법, 일본, 학교 정보활용교육 

T3 학습, 정보, 매체, 능력, 활용, 요소, 지식, 교과서, 자료, 사회 학습정보매체활용

T4 독서, 독서교육, 태도, 학생, 지도, 략, 등학생, 경험, 지속, 텍스트 독서교육 

T5 장서, 자료, 검색, 항목, 개발, 사용, 분류, 이용자, 리, 국내 장서개발

T6 사서교사, 문, 과정, 문헌, 양성, 실습, 제안, 역량, 바탕, 학 사서교사 양성

T7 지역, 사회, 공공도서 , 환경, 정책, 문화, 제공, 학교, 활성, 주민 지역사회 공공도서

T8 모형, 제시, 단계, 과정, 개발, 문제, 략, 교수, 설계, 수업 모형 개발

T9 도서 , 력, 학도서 , 공공도서 , 지원, 운 , 황, 학교, 학, 방안 도서  력

T10 기 , 평가, 미국, 제시, 한국, 도구, 국가, 규정, 발 , 지침 국가기 평가

T11 논문, 도서 , 디지털, 주제, 국내, 정보, 자, 기법, 문헌, 학회지 도서 연구

T12 정보,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교육, 시스템, 학교, 구축, 기반, 방안, 제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T13 평가, 사업, 지표, 정책, 개발, 교육청, 결과, 인력, 추진, 개선 평가지표개발

T14 로그램, 독서, 운 , 개발, 과학, 참여, 학부모, 역, 교실, 청소년 로그램 운

T15 책, 운동, 어린이, 등학교, 학년, 효과, 참여, 실험, 고찰, 사람 책 연구

T16 학교도서  사서, 자원, 업무, 사, 활동, 상, 지원, 실시, 악, 만족 학교도서  사서 업무

T17 도서 , 이용, 인식, 향, 이용자, 서비스, 결과, 만족도, 필요, 설문 도서 이용․이용자서비스

T18 교육, 학생, 학교, 학업, 효과, 방법, 결과, 성취도, 진로, 로그램 교육효과․교육방법

T19 도서 , 문화, 로그램, 사회, 이해, 개방, 기 , 통합, 진행, 공공도서 도서 문화 로그램

T20 향, 요인, 결과, 집단, 실시, 변화, 검증, 검사, 인지, 활동 향요인

T21 도서, 학생, 이용, 결과, 행태, 유형, 인식, 데이터, 자료, 시기 도서이용행태

T22 목록, 방안, 문제 , 독서교육, 규칙, 용, 기술, 서지, 코드, 측면 목록규칙방안

T23 정보, 학교도서  사서, 문헌, 정보서비스, 역량, 리터러시, 미디어, 분야, 핵심 정보서비스

T24 사서교사, 배치, 교사, 방안, 직무, 문, 결과, 자격, 역할, 제도 사서교사 배치

T25 공간, 교사, 운 , 인식, 시설, 필요, 구성, 역할, 요소, 요 공간․시설

T26 청소년, 활용, 도서 , 제시, 서비스, 방안, 자료, 마 , 모델, 어린이 청소년 도서 서비스

T27 교과, 교사, 수업, 학습, 학생, 사서교사, 활동, 연계, 도서 활용수업, 통합 도서  활용수업

<표 3> 학교도서  논문 토픽모델링 결과  주제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27개 토픽을 보다 효과 으로 분석하기 해서 김종성(2013), 박자 , 

송민(2013), 송기호(2012), 오세훈(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학교도서  주제 역을 8개 역

(일반, 제도․체제, 건물․설비, 운 ․경 , 자료조직, 서비스, 교육, 기타)과 하  22개 역으로 

구분하고 27개 토픽을 매칭하여 분석하 다. 오세훈(2005), 박자 , 송민(2013)은 문헌정보학 

체 분야의 주제를 총망라하여 문헌정보학 기 , 도서  건물  설비, 도서  체제, 도서  경 , 

도서  서비스, 자료조직, 정보학, 서지학, 출 , 기록 리학으로 정리하 고, 김종성(2013)은 학교

도서  연구 역을 일반, 제도 행정, 운 , 교육, 기타로 나 고 주제를 세부항목으로 정리하 다. 

송기호(2012)는 서 학교도서  운 의 실제에서 학교도서  운 에 해 비 과 사명, 운 , 

시설, 장서 리, 인 자원, 산, 정보 사, 홍보․마 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도서  8개 주제 역과 토픽모델링 결과 추출된 27개 토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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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핑한 결과이다. 가장 큰 분포를 보인 연구 역은 교육(28.91%)이다. 교육 역은 교육방법․

모형, 독서교육, 활용수업, 학습매체, 정보활용 등 5개의 하 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교육방법․

모형에 교육효과․교육방법(T18)과 모형개발(T8)이 매칭되었고, 독서교육에 독서교육(T4), 활

용수업에 도서  활용수업(T27), 학습매체에 학습정보 매체활용(T3), 정보활용에 정보활용교육

(T2)이 해당된다. 

그 다음 연구 역은 운 ․경 (20.68%)이다. 운 ․경  역에는 인력자원, 장서, 로그램, 

시스템, 력 등 5개의 하 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력자원에 학교도서  사서 업무(T16), 장서

에 장서개발(T5), 로그램에 로그램 운 (T14)과 도서  문화 로그램(T19)이 매칭되었고, 

시스템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T12), 력에 도서  력(T9)이 해당된다. 

세 번째 연구 역은 제도․체제(16.67%)이다. 제도․체제 역은 법․제도, 정책, 기 , 평가 

등 4개의 하 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제도에 사서교사 배치(T24), 정책에 사서교사 양성(T6), 

기 에 국가기 평가(T10), 평가에 평가지표개발(T13)이 해당된다. 

네 번째 연구 역은 서비스(14.06%)이다. 서비스 역에는 정보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이용 행

태 등 3개의 하 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보서비스에 정보서비스(T23), 이용자서비스에는 도서

이용․서비스(T17)와 청소년 도서 서비스(T26)가 매칭되었고 이용 행태에 도서이용행태(T21), 

학생 연구(T1)가 포함되었다. 

다음 연구 역은 일반(9.64%)이다. 일반에는 체를 포 하는 연구와 연구효과로 분류하 고 

연구에 도서  연구(T11)와 향요인(T20)이 연구효과에 책 연구효과(T15)가 매칭되었다. 건물․

설비(3.61%)에는 공간․시설(T25)이, 자료조직(1.61%)에는 분류․목록에 목록규칙방안(T22)

이 해당되고, 기타(4.82%)에 지역사회․공공도서 (T7)이 매칭되었다.

역 주제 해당 토픽 문헌 수 분포(%)

교육

교육방법․모형
T18 교육효과․교육방법 20

28.91

T8 모형개발 12

독서교육 T4 독서교육 21

활용수업 T27 도서  활용수업 35

학습매체 T3 학습정보 매체 활용 26

정보활용 T2 정보활용교육 30

운 ․경

인력자원 T16 학교도서  사서 업무 13

20.68

장서 T5 장서개발 21

로그램
T14 로그램 운  17

T19 도서  문화 로그램 10

시스템 T12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19

력 T9 도서  력 23

<표 4> 학교도서  주제 역별 토픽 분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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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와 학교도서  련 연구동향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학교도서 을 연구한 김종성(2013)에서 2003년부터 학교도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주

제는 사서교사와 정보활용능력, 도서  운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하 는데 재까지 

사서교사 배치(T24), 사서교사 양성(T6) 등의 주제는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꾸 하

게 연구되고 있었다. 학교도서 의 특성상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므로 정보활용교육(T2)을 

비롯하여 도서  활용수업(T27), 도서  로그램 운 (T14) 등도 계속 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로 볼 수 있다. 

학교도서 의 독서 로그램에 한 연구를 한 김소희와 서혜란(2017)에서 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 련 연구가 많았음을 보고하 는데 재까지도 도서  활용수업(T27)이 35편, 

정보활용교육(T2)이 30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용가  자 로 일링으로 가장 최근에 학교도서  련 연구를 진행한 이재윤(2020)의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연구를 6개의 군집으로 나 고 핵심어를 제시하 는데 군집1에 학교도서

 평가  활성화, 공공도서 과 력은 본 연구의 토픽 주제 평가지표개발(T13), 도서  력방

안(T9), 지역사회 공공도서 (T7)으로 연  지을 수 있다. 군집2의 사서교사 문성, 독서교육, 

분류법은 토픽 학교 사서교사 배치(T24), 독서교육(T4), 목록규칙방안(T22)과 련이 있으며, 

역 주제 해당 토픽 문헌 수 분포(%)

제도․체제

법․제도 T24 사서교사 배치 27

16.67
정책 T6 사서교사 양성 17

기 T10 국가기 평가 12

평가 T13 평가지표개발 27

서비스

정보서비스 T23 정보서비스 11

14.06
이용자서비스

T17 도서 이용․서비스 22

T26 청소년 도서 서비스 12

이용 행태
T21 도서이용행태 13

T1 학생연구 12

일반
연구

T11 도서  연구 21

9.64T20 향요인 13

연구 효과 T15 책 연구 효과 14

기타 련단체 T7 지역사회 공공도서 24 4.82

건물․설비 공간․시설 T25 공간․시설 18 3.61

자료조직 분류․목록 T22 목록규칙방안 8 1.61

합계 49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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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3은 사서교사 양성 교과목은 토픽 사서교사 양성(T6)과 련이 있다. 군집4의 사서교사와 

수업은 토픽의 도서  활용수업(T27), 학습정보 매체 활용(T3), 군집5의 교수-학습에서 학교도

서 과 사서교사의 역할은 토픽 교육효과․방법(T18)으로 군집6은 독서  정보 행태로 토픽 

책 연구 효과(T15), 도서이용행태(T21)와 연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토픽모

델링으로 추출된 27개의 주제는 이재윤(2020)의 군집 6개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학교도서  

연구 상  31명 자 심으로 추출된 군집 외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연구(T11), 향요인

(T20), 책 연구 효과(T15), 국가기 평가(T10), 공간․시설(T25), 학교도서  사서 업무(T16), 

장서개발(T5), 로그램 운 (T14), 도서  문화 로그램(T19),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T12), 

정보서비스(T23), 도서 이용․서비스(T17), 청소년 도서 서비스(T26), 정보활용교육(T2) 등

의 주제 역이 추가 으로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 주제 토픽 내용 이재윤(2020) 김종성(2003) 오세훈(2005)

일반
연구

T11 도서  연구

T20 향요인 총론 문헌정보학 기

연구 효과 T15 책 연구 효과

제도체제

법․제도 T24 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 문성 법규

도서  체제
정책 T6 사서교사 양성 사서교사 양성 정책

기 T10 국가기 평가 기

평가 T13 평가지표개발 학교도서  평가  활성화 장학

건물설비 공간․시설 T25 공간․시설 공간․시설 도서  건물 설비

운 경

인력자원 T16 학교도서  사서 업무 인력

도서  경

장서 T5 장서개발 자료

로그램
T14 로그램 운

T19 도서  문화 로그램
로그램

시스템 T12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정보시스템

력 T9 도서  력 공공도서  력 력

자료조직 분류․목록 T22 목록규칙방안 분류법 자료조직

서비스

정보서비스 T23 정보서비스

도서  서비스
이용자서비스

T17 도서 이용 

T26 청소년 도서 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이용 행태
T21 도서이용행태 

T1 학생연구
독서  정보 행태

교육

교육방법․모형
T18 교육효과․방법 

T8 모형개발

교수-학습에서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의 역할

독서교육 T4 독서교육 독서교육 독서교육 도서  서비스

활용수업 T27 도서  활용수업 사서교사와 수업 활용․ 력수업

학습매체 T3 학습정보 매체 활용 사서교사와 수업

정보활용 T2 정보활용교육 정보활용능력

기타 련단체 T7 지역사회 공공도서 공공도서 과 력 련 단체

<표 5> 학교도서  주제 역 비교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1권 제3호)

- 116 -

Ⅵ. 결 론

학교도서  련 문헌정보학 분야의 4  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 리학회지의 199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국내 연구논문 498건의 록

을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학교도서  연구주제를 살펴보고 학교도서  연구동향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큰 분포를 보인 교육의 역에는 총 144개의 문헌에 28.91%가, 그 다음으로 운 ․경 에

는 총 103개의 문헌에 20.68%가 세 번째로 제도․체제에는 총 83개 문헌에 16.67%가 나왔다. 

서비스에는 총 70개의 문헌에 14.06%로, 일반에는 총 48개의 문헌에 9.64%로 분포되었다. 단일항

목인 기타에 24개의 문헌 4.82%를 차지하 고, 건물․설비에는 18개의 문헌에 3.61%를, 자료조

직에 8개의 문헌에 1.61%로 조사되었다.

27개 토픽의 주제에 따라 제목을 부여하고 문서 수를 기 으로 제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도서  활용수업(T27)이 35편, 정보활용(T2)에 한 연구가 30편이 있고, 20편 이상의 

연구는 평가지표개발(T13), 학교 사서교사 배치(T24), 학습정보매체 활용(T3), 지역사회 공공

도서 (T7), 도서  력방안(T9), 도서  이용인식(T17), 도서  연구(T11), 독서교육(T4), 

장서개발(T5), 교육효과․교육방법(T18)이 있었다. 그 외 10편 이상의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T12), 공간․시설(T25), 로그램 운 (T14), 사서교사 양성(T6), 책 연구 효과(T15), 학교도

서  사서 업무(T16), 향요인(T20), 도서  문화 로그램(T19) 연구들이 있고, 목록규칙방안

(T22)이 제일 은 8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의 학교도서  연구주제와 연구동향을 

악할 수 있었다. 

토픽모델링을 통한 주제는 27개의 토픽을 8개 학교도서  주제 역(일반, 제도․체제, 건물․

설비, 운 ․경 , 자료조직, 서비스, 교육, 기타)으로 구분하여 매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역에는 체를 포 하는 연구와 연구효과가 포함되는데 도서  연구(T11), 향요인

(T20), 책 연구 효과(T15)가 해당된다. 제도․체제 역은 법․제도, 정책, 기 , 평가 등의 하

역을 포함하며, 사서교사 배치(T24), 사서교사 양성(T6), 국가기 평가(T10), 평가지표개발

(T13)이 해당된다. 건물․설비에는 공간․시설(T25)이, 운 ․경  역에는 인력자원, 장서, 

로그램, 시스템, 력 등의 하 역을 포함하며, 학교도서  사서 업무(T16), 장서개발(T5), 

로그램 운 (T14), 도서  문화 로그램(T19),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T12), 도서  력(T9)

이 해당된다. 자료조직에는 분류․목록에 목록규칙방안(T22)이 해당되고, 서비스 역에는 정보

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이용 행태 등 하 역을 포함하며 정보서비스(T23), 도서 이용․서비스

(T17), 청소년 도서 서비스(T26), 도서이용행태(T21), 학생 연구(T1)가 포함되었다. 교육 역

은 교육방법․모형, 독서교육, 활용수업, 학습매체, 정보활용 등 하 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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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교육방법(T18), 모형개발(T8), 독서교육(T4), 도서  활용수업(T27), 학습정보 매체활용

(T3), 정보활용교육(T2)이 해당된다. 기타에는 지역사회․공공도서 (T7)이 해당된다.

본 연구를 해 수집한 학교도서  498건에 한 토픽모델링 결과, 학교도서 을 실질 으로 

구성하고 있는 자료조직(T22)에 한 연구는 8편이 있을 뿐이었다. 담인력이 부족한 재의 

경우에 내실 있는 장서의 구성은 더욱 필요하고 요성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연구가 더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실히 요구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는 정보서비스(T23) 에서 단 3편에 불과했으며 2019, 2020년에 한 연구자에 의해 쓰 다.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 학교도서 의 주체인 사서교사(T6, T24)와 독서교육(T4), 

정보활용교육(T2), 도서  활용수업(T27)에 한 것이 많았으나 융합 교육에 한 논문은 4편

만 있어 학교도서 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융합 교육에 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교육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 청소년 등에 한 탐구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학교 포함 연구는 10편 있었으나 이용자의 연구가 아니며 학교 별이나 발달단계의 

연구는 부족하므로 해당 연구도 필요하겠다. 최근 심사인 소셜 네트워크, SNS에 한 연구는 

3편, 도서 마 에 한 연구는 2편 등으로 장의 실제 인 연구가 더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  연구동향 악에 있어서 국내 4  문헌정보학 련 학회지만을 상으로 

비교하 기에 그 외 학회지와 학술 회 등에서 발표된 학교도서  련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후보지 이상, 30년 이상 정기  발행을 유지

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4개 학회지에서 199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발행된 국내 학교도서

 련 연구의 모든 록이 분석 상이 되었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  하나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는 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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