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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 독서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연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191편을 분석하였다. 학회지, 연도, 연구자, 연구비, 주제, 연구방법 등을 기준으로 논문 현황을 분석하였고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논문 분석을 토대로 독서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독서론 연구의 확대, 사회적 독서 이슈에 대한 연구 주도성 강화, 연구 방법론의 적실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독서, 독서지도, 독서교육, 연구경향, 독서프로그램, 독서치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reading research in Korea. A total of 191 

research articles were selected from 3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ticles were 
analyzed in the aspects of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uthor types, and research funds. 
The writer discussed the problems shown in the articles and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ad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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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만큼 통 인 주제를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고래로 독서는 문헌

정보학의 교육과 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큰 부침 없이 자리를 지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낡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다른 면에서는 ‘쉬운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도 하다. 그런데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소비 패턴이 바  정보기술의 시 에도 독서는 세상의 심

과 학문  주목에서 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욱 더 다양한 심과 탐구의 상

이 되기도 한다. 이 게 보면 독서는 결코 ‘낡은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여 히 ‘새로운 

것’이며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의 이런 성격을 반 하기라도 하듯이 독서와 련한 연구는 최근에 무척 활발하게 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양 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연구의 주제나 근 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 의 발  과정과 연계되어 독서에 한 심이 증가하기도 

하고, 교육이나 문화 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독서에 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 

정보통신 매체 환경의 격한 변화에 따라 독서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런 

복합 인 사회  상황 속에서 독서 문제를 다루는 학문  근은 더욱 더 확장되고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독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 발 인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는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 을 표방하 다. 첫째는 우리나라 문헌정보

학 분야에서 수행된 독서 연구의 황과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짧지 않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의 역사에서 독서라는 주제는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어떤 연구 성과를 거두었는지 구체 으로 데이

터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 발 에 기여하는 독서연구의 과제와 방

향을 탐구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 발 을 해 수행되어야 하는 

독서 연구의 주제나 근 방법 등에 해 살펴보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본 으로 

독서라는 주제를 하는 문헌정보학  인식과 실천의 실을 검하고 발 을 한 방향을 탐색하

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독서를 주제로 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생산된 학술 논문만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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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에 한 연구는 교육학, 국어교육학, 문학, 아동학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역에서 수행

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상 논문의 내용을 분석 으로 검토해야하는 이 연구의 성격상 모든 분야

의 독서 연구를 다루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분야로 제한하 다.1) 그리고 비교  일정

한 형식과 내용  수 을 확보한 학술논문을 통해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고 단하여 학 논문은 제외하 다. 이러한 은 이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련 학술논문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표  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

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상으로 하 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다른 학회지에도 독서 련 논문이 게재되기도 하 지만 그 수가 극히 미미하여 제외하

다. 일차 으로 연구 상 논문을 추출하기 하여 3개 학회지를 창간호부터 2012년 호까지 직  

조사하여 독서 련 논문의 목록을 작성하 다. 그리고 DBPI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락된 

논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부분의 논문은 기본 으로 제목이나 내용을 통해 독서를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단하는데 어

려움이 없었다. 다만 일부 논문은 쉽게 정하기 어려워 지 않은 고민을 하기도 하 다. 가령 제

목에 독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용은 독서 로그램이나 독서 운동에 계된 논문

과 북스타트 로그램이나 한 도시 한 책 운동을 다룬 논문 등을 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도서나 

서평 매체를 다룬 연구의 경우 독서행태 등과 련된 연구는 포함하 지만 도서 자체나 서평매체 

자체를 다룬 경우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이런 논문을 독서 련 연구에 포함하는 문제와 

련하여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이나 서평매체에 한 연구는 기본 으로 

독서 활동을 제로 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사례는 이 연구의 신뢰성에 향

을 미칠 정도로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구 상으로 추출한 논문은 모두 191건이다. 최종 으로 추출된 191건의 학

술 논문을 학회지, 발표 연도, 주제, 연구방법, 자, 연구 기반 등의 기 에 따라 황을 조사하

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과 근 방법 등의 경향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반 인 연구의 문제를 

탐구하 고 독서 연구의 발 을 한 과제를 탐구하 다.

김 의 연구에서는 독서 련 단행본의 목차 체계를 참고하여 체 하  주제 역을 독서  

독서교육 일반, 독서자료, 독서교육 방법  실제, 독서정책  독서운동, 독서기   시설, 독서치

료 등의 7개 역으로 구분하 다.2) 하지만 이 구분은 단행본의 내용 체계에 따라 주제를 분류하

1) DBPIA 데이터 검색을 통해 1900년부터 2011년까지 학술지, 잡지 등에 게재된 독서 련 기사를 자 로 일링 

기법으로 분석한 김 의 논문에서는 독서 련 기사가 모두 1,465건으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독서 련 기사를 키워드 로 일링 기법으로 분석한 변회균의 논문에서는 독서 련 기사가 모두 

1,574건으로 나타났다. 김 , “ 자 로 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독서 연구 역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4호(2011. 12), pp.21-44; 변회균, “키워드 로 일링을 통한 분야별 국내독서 연구방향 분석,” 한국독서

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2013. 6),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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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이 연구에서 그 로 차용하기에는 다소 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단하 다. 이런 

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연구 상 논문의 주제를 먼  추출한 후 주제를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모두 10개의 하  주제 역을 설정하 고, 그에 따라 논문을 구분하 다. 성격의 구분이 어려

울 정도로 유사한 주제가 있고 에 따라 상하 계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지만 체 연구 경

향을 효과 으로 들여다보기 해 10개 주제로 설정하 다. 

주제 구분 주요 내용
독서론 독서의 역사, 독서의 철학, 독서 이론 등
독서자료 독서목록, 자료에 따른 독서 효과 등
독서행태 독서태도, 독서실태, 독서 선호 등
독서프로그램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독서치료 이론과 사례, 연구동향, 목록개발 등
독서진흥 정책, 외국 사례, 장애인 독서진흥 등
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운동, 북스타트 운동 등
학교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독서교육 수업, 학습독서 등
독서평가 평가도구, 독해력 측정 등
독서지도교육론 독서지도자 양성, 교육 방법 등

<표 1> 연구를 위한 주제 구분

3. 선행연구

이 연구는 기본 으로 한 학문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 형식과 체제에서 선행연

구의 성과들에 의지하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 안에서 특정 주제 분야의 연구경

향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3) 

이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주제 역인 독서 역에서 연구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도 찾을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김 의 연구와 변회균의 연구를 들 수 있다.4) 이 연구들은 로 일링 기법

2) 김 , 게논문, pp.24-25.

3) 김정 ,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1970~2010,”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149-164; 

설문원, “기록분류에 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2권, 제3호(2012. 9), pp.203-232; 유사

라,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6), pp.404-425; 윤희윤, “한

국 도서 경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9), pp.25-44; 이소연, “국내 

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망,”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1권, 제2호(2011. 6), pp.8-31; 장윤미․정연경, 

“분류에 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1호(2013. 3), pp.24-44; 최재희,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망,”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1권, 제1호(2011. 3), pp.7-22; 한복희, “이용자 연구에 

한 연구동향 분석,” 도서 학, 제23권(1992), pp.107-125; 공정자, “문헌정보학 분야의 어린이 서비스 련 연구경

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pp.303-325;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연구

의 황과 과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6), pp.51-75;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  연구

의 황과 과제에 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2013. 6),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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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독서 분야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 독서 연구의 체 인 지형을 보여

다. 이 두 연구 모두 문헌정보학 분야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의 독서 련 기사를 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독서 련 연구의 체 지형 속에서 문헌정보학의 치를 이해하게 한다는 

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술 논문과 기타 연속간행물의 기사를 동일하게 평가

한 문제나 다른 매체에 게재된 동일한 논문이 복 으로 계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독서 련 

담론의 지형을 정교하게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와 키워드의 

로 일링을 이용한 거시 인 근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독서 연구의 내면 인 실제를 들여다

보기에는 한계를 지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독서 연구 논문들을 좀 더 미시 으로 

들여다보는 근법을 통해 거시 으로 근한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고 노력하 다. 이

런 면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독서 주제를 모두 포 한 것은 아니지만 독서치료 분야를 상으로 하여 연구경향을 조사한 황

숙의 연구도 이 연구와 련이 있는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5) 황 숙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4년까지 발표된 모든 독서치료 연구를 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독서치료 연구의 

역사와 개과정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 성과이다. 특히 단행본, 학 논문, 학술논문 등을 모두 포

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생산된 성과물도 포함하고 있어 한 주제 분야에 

한 완 한 연구 지형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할 만하다. 이 연구는 독서치료를 독서 역에 포함하

여 다루었다는 에서 차이가 있지만 황 숙의 연구도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Ⅱ. 연구 추이와 형태

1. 연도별 연구 현황

연도별 연구 황을 정리한 <표 2>를 보면 독서와 련한 연구논문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에 체 13편의 독서 논문이 발표되어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넘어섰다. 그 이후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10편 이상의 독서 논문이 생산되었고, 그 

 다섯 해는 연간 20편 이상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이 시기에 독서 논문이 증가한 것은 체 학술논문의 증가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3>을 통해 2003년부터 독서 논문이 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 논문에서 차지

하는 비 도 격하게 늘어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이 까지는 체 학술 논문에서 

4) 김 , 게논문; 변회균, 게논문.

5) 황 숙,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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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회지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비율
(%)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4 1 1 3 4 5 5 9 6 6 3 7 5 59 30.9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6 2 1 8 5 7 6 9 16 10 9 5 12 96 50.3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4 ․ 1 2 ․ 1 10 3 ․ ․ 2 9 4 36 18.8

계 14 3 3 13 9 13 21 21 22 16 14 21 21 191 100

비율(%) 7.3 1.6 1.6 6.8 4.7 6.8 11.0 11.0 11.5 8.4 7.3 11.0 11.0 100

<표 2> 연도별 논문 현황

독서 논문이 차지한 비 은 2%를 넘지 못하 다. 그러던 것이 2003년에 갑자기 6.3%로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지속 으로 5%를 웃도는 비 을 차지하 다. 요컨  2000년  

이후 체 학술 논문이 증가한 흐름 속에서 독서 분야의 논문 증가 상은 더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후 독서 논문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김 은 이 시기 독서 련 연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을 국내 학입시에서 논술의 비 이 확 되면서 그에 한 사회  응과정에서 

독서에 한 연구도 같이 증가하 다고 설명하 고,6) 변회균은 김 의 설명을 인용하 다.7) 하

지만 이러한 설명은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입시에서 논술이 처음 시

행된 것은 1986년의 일이고, 2년 후 폐지되었다가 1994년 입수능시험과 함께 다시 도입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학별 형 방법으로 축소되어 재까지 존속되어 오기 때문이다.8) 

논술 시험을 심으로 하는 학입시의 변화가 2003년 이후 독서 연구의 확 에 향을 미친 

면이 있으나 그 배경은 더욱 더 총체 인 상황과 연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990년  이후 우리 

사회의 독서에 한 심이 반 으로 증폭되었고,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도서  서비스가 활발

해지고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독서 련 로그램의 요구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 인 맥락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독서와 련성이 많은 학교도서  분야

와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연구에서도 2003년부터 연구논문의 수가 크게 늘어난 사실이 이런 설명에 

힘을 실어 다.9) 정리하면 1990년  이후 독서와 어린이 서비스에 한 사회  심의 증 와 도

6) 김 , 게논문, p.31.

7) 변회균, 게논문, p.57.

8) 송 숙, “<신년기회- 학입시 장보고서 2013> 입 논술시험의 역사,” 경향신문, 2013. 1.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82212355&code=210100> [인용 2013. 8. 7].

9)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p.55-56;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  …,” p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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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비스의 확장 과정에서 어린이도서 의 설치,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의 시행 등 구체 인 

기가 만들어진 2003년부터 어린이서비스, 학교도서 , 독서 등의 주제와 련한 연구가 크게 늘

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
학회지     구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독서 논문 4 1 1 3 4 5 5 9 6 6 3 7 5 59

총 논문 수 437 47 59 56 59 59 75 70 78 67 68 74 62 1,211

비율(%) 0.9 2.1 1.7 5.4 6.8 8.5 6.7 12.9 7.7 9.0 4.4 9.5 8.1 4.9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독서 논문 6 2 1 8 5 7 6 9 16 10 9 5 12 96

총 논문 수 399 63 63 65 77 74 75 89 88 86 65 71 81 1,296

비율(%) 1.5 3.2 1.6 12.3 6.5 9.5 8.0 10.1 18.2 11.6 13.8 7.0 14.8 7.4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독서 논문 4 ․ 1 2 ․ 1 10 3 ․ ․ 2 9 4 36

총 논문 수 118 19 27 24 25 25 30 23 20 61 53 68 67 560

비율(%) 3.4 ․ 3.7 8.3 ․ 4.0 33.3 13.0 ․ ․ 3.8 13.2 6.0 6.4

계

독서 논문 14 3 3 13 9 13 21 21 22 16 14 21 21 191

총 논문 수 1,266 174 194 205 219 217 241 244 246 281 246 278 273 4,084

비율(%) 1.1 1.7 1.5 6.3 4.1 6.0 8.7 8.6 9.0 5.7 5.7 7.6 7.7 4.7

<표 3> 연도별 총 논문 수 대비 독서 논문 현황

 

학회지별로 독서 논문을 게재한 황을 보면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

된 것을 알 수 있다. 체의 반 이상이 이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체 논문 수에 한 비 에

서도 한국도서 ․정보학회지는 무척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후 체 

논문에서 독서 논문이 10% 이상을 차지한 해가 여섯 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한국

문헌정보학회지에는 10%를 넘어선 경우가 한 해밖에 되지 않아 독서 논문이 차지하는 비 이 상

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체 으로는 가장 은 논문이 게재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부터는 다른 학회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체 논문 수에 비교한 비율에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회의 정책이나 학회지 편집 방침에 따라 특정 주제의 논문을 유치하기 해 노력하지

는 않기 때문에 학회지에 따른 독서 논문의 게재 황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다만 연구자들이 

독서 논문을 투고할 때 선호하는 매체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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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형태와 연구자 현황

<표 4>를 통해 독서 논문의 연구 형태 황을 살펴보면 체 191편  149편(78%)은 개인연구

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42편(22%)은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학

교도서  연구경향(77.5%/22.5%)과 유사하지만, 어린이서비스 연구경향(58.4%/41.6%), 문헌정

보학분야 장연구 논문의 연구경향(69.7%/30.3%)과 비교하면 공동연구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개인연구로 수행된 논문 149편을 연구자의 신분에 따라 나 어 보면 교수가 가장 많은 109편

(57.1%)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서와 사서교사 등 장 인력이 19편(9.9%), 강사가 17편

(8.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학원생이 생산한 논문도 4편(2.1%)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로 생산된 논문 에서는 교수, 강사, 학원생 등 교육인력간의 공동연구가 교육인력과 

사서, 사서교사 등 장인력의 공동연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역의 성격상 장인력

과 교육인력이 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더욱더 좋은 연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향은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연구 에서도 장 인력에 의해 수행된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장에서 독서와 련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논

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장 인력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
구분    신분

독서론
독서
자료

독서
행태

독서
프로
그램

독서
치료

독서
진흥

독서
운동

학교
독서
교육

독서
평가

독서
지도

교육론
계 비율

(%)

개인
연구

교수 12 5 16 24 16 4 12 13 3 4 109 57.1

강사 2 1 1 1 7 1 1 1 1 1 17 8.9

대학원생 ․ ․ ․ ․ 2 ․ 1 ․ 1 ․ 4 2.1

사서, 사서교사 ․ ․ 4 6 7 1 ․ 1 ․ ․ 19 9.9

소  계 14 6 21 31 32 6 14 15 5 5 149 78.0

공동
연구

교육인력 간 1 2 3 5 6 3 ․ 3 ․ ․ 23 12.0

교육+현장인력 ․ ․ 3 7 8 1 ․ ․ ․ ․ 19 10.0

소  계 1 2 6 12 14 4 ․ 3 ․ ․ 42 22.0

합  계 15 8 27 43 46 10 14 18 5 5 191 100

비율(%) 7.9 4.2 14.1 22.5 24.1 5.2 7.3 9.4 2.6 2.6 100

<표 4> 연구 형태별 논문 현황

10)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  …,” p.76;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57; 정재 , 박진희, “한국 

문헌정보학의 장연구 황 분석,”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6),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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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보면 독서 로그램, 독서치료, 독서진흥 등의 분야에서 개인연구에 비해 공동연구 비율

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제 분야의 연구가 주로 장에서의 실행과 사례를 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과 련이 있을 것이다. 독서 로그램과 독서치료의 경우는 장 인력인 사서

와 사서교사에 의해 개인 으로 수행된 건수도 다른 주제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론, 

독서자료, 독서운동, 독서평가, 독서지도교육론 등은 교수진에 의해 개인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배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의 성격상 이론 인 경향이 강하고, 문헌에 기반을 두는 

연구를 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생산에 참여한 연구자를 조사한 결과 191편의 논문 생산에 참여한 연구자는 모두 107명으

로 나타났다. 독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변은 무척 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으로 이 분야를 공으로 한다고 하기 어려운 연구자들도 다수 독서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독서의 성격상 타 분야 연구자나 장 인력이 수행하기에 비교  용이하고 다양한 역에서 

심을 가지고 근할 수 있다는 특성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독서 

연구의 내용을 더욱 더 다양하게 해 주는 면이 있으며 궁극 으로 양과 질의 측면에서 발 을 자극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인연구와 공동연구를 합쳐 3건 이상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두 23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  연구자들의 높은 연구 유율도 어렵지 않

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연구논문을 생산한 K1의 경우 독서 연구에서 독보 인 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1, J1 등의 연구자들이 비교  최근에 학에 자리를 잡은 신진 

교수라는 에서 보면 이들이 향후 독서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축 할 것으로 기 된다. 

연구자
연구 참여 횟수

신분
연구
자

연구 참여 횟수
신분

개인 연구 공동 연구 계 개인 연구 공동 연구 계

K1 13 3 16 강사→교수 Y2 4 ․ 4 강사→교수
H1 4 7 11 교수 L5 1 3 4 교수
B1 9 1 10 교수 H2 2 2 4 교수
Y1 9 ․ 9 교수 K4 3 ․ 3 사서
J1 6 3 9 사서→교수 K5 1 2 3 교수
H2 6 2 8 교수 P1 ․ 3 3 사서
L1 7 ․ 7 교수 L6 3 ․ 3 교수
L2 5 2 7 강사 L7 3 ․ 3 교수
K2 6 ․ 6 교수 J2 2 1 3 교수
L3 4 1 5 사서교사→교수 C1 3 ․ 3 사서교사
L4 5 ․ 5 교수 C2 1 2 3 사서교사
K3 4 ․ 4 사서→교수

* 그 밖의 연구자 현황:개인연구 2건: 10명; 개인 1건+공동 1건: 7명; 공동연구 2건: 6명; 개인연구 1건: 20명; 공동연구 
1건: 41명

<표 5> 연구자별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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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독서론
독서
자료

독서
행태

독서
프로
그램

독서
치료

독서
진흥

독서
운동

학교독
서교육

독서
평가

독서
지도
교육론

계
비율
(%)

연구비

대학 교내연구비 2 ․ 7 16 4 2 3 3 1 3 41 71.9

한국연구재단 ․ ․ 1 ․ 3 ․ ․ ․ ․ ․ 4 7.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 1 7 ․ 1 ․ ․ ․ ․ 9 15.8

기타 ․ ․ ․ ․ 1 2 ․ ․ ․ ․ 3 5.3

소 계 2 ․ 9 23 8 5 3 3 1 3 57 100

학위 
논문

박사 논문 ․ ․ 1 2 6 ․ ․ ․ ․ ․ 9 69.2

석사 논문 ․ 1 ․ 2 ․ ․ ․ 1 ․ ․ 4 30.8

소 계 ․ 1 1 4 6 ․ ․ 1 ․ ․ 13 100

합 계 2 1 10 27 14 5 3 4 1 3 70

<표 6> 논문 생산 기반(연구비, 학위논문) 현황

체 논문 191편  70편(36.7%)은 연구비를 받아 연구과제로 수행되었거나 학  청구를 해 

생산된 논문으로 외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어 살펴보면 체 논문의 

약 29.9%(57편)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의 6.8%(13편)는 석사 

 박사논문에서 출발한 논문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를 받은 논문 57편 에서 71.9%에 해당하는 

41편은 학의 교내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

은 논문은 7%인 4편에 불과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으로부터 연구

비를 받아 수행된 연구는 체의 15.8%인 9편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서비스 분야에 비해서 보면 

크지 않지만 독서 연구에서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은 좋은 연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11) 

석․박사 논문을 기반으로 한 독서 련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실제 학원에서 생산되는 

논문 에서 독서 련 논문이 지 않은 데 비해 학회지에 투고되는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학회의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석․박사논문이 학술논문으로 발표되는 기회가 원천 으로 제한되는 

실과 련이 있을 것이다. 학 논문의 경우 장의 실제 인 사례를 담고 있는 연구가 많고 고유

성 있는 장 데이터를 포함하는 연구가 많다는 에서 학술논문의 유통 구조 속에서 그 성과를 

확산시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12) 이런 맥락에서 학 논문도 학회지를 통해 

발표될 수 있도록 학회지 논문 투고  심사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연구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체 연구비 수주 논

문 44편의 반인 22편으로 나타났다.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60.

12) 최근에 창간된 한국독서교육학회지에는 학원(졸업)생과 장 사서들에 의해 생산된 독서 련 논문이 다수 

게재되었는데 무척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 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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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주제와 방법 현황
 

1. 주제별 연구 현황

독서 연구에서 주제별 연구 황을 보면 특정 주제 분야에 연구가 집 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독서치료와 독서 로그램 역이 독보 으로 많은 논문이 생산되는 분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그 뒤를 독서행태 역이 잇고 있다. 이 세 역을 합하면 체 논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역은 모두 10% 미만의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독서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심이 가장 집 되는 분야는 독서치료, 독서 로그램, 독서

행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독서치료 역도 독서 로그램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우리 문헌정

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에서 가장 일반 으로 다루어지는 테마는 도서  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로그램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지에 따른 주제별 연구 황의 차이는 에 뜨일 정도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서행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독서론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독서자료는 한국비블리아

학회지에 상 으로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학회지의 성향이나 연구

자의 학회지에 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도

학회지

독서
론

독서
자료

독서
행태

독서
프로
그램

독서
치료

독서
진흥

독서
운동

학교
독서
교육

독서
평가

독서
지도

교육론
계

비율
(%)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1 1 15 14 16 3 6 3 ․ ․ 59 30.9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11 2 12 20 22 5 7 11 2 4 96 50.3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3 5 ․ 9 8 2 1 4 3 1 36 18.8

계 15 8 27 43 46 10 14 18 5 5 191 100

비율(%) 7.9 4.2 14.1 22.5 24.1 5.2 7.3 9.4 2.6 2.1 100

<표 7> 주제별/학회지별 논문 현황

<표 8>을 통해 시간  흐름에 따라 주제별로 특징 인 경향이나 추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반 으로 2003년 이후부터 연구 논문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 는데 가장 비

이 높은 독서치료와 독서 로그램에서 이러한 경향이 그 로 나타나고 있다. 독서치료의 경우 

2003년부터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의 논문이 지속 으로 생산되었으며, 독서 로그램 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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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간의 편차를 보이면서 지속 으로 생산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역이 지난 10여 년간 

독서 분야 연구의 외형  성장을 이끌어 온 심 주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진흥 역

과 독서행태 역의 논문은 2000년  반 이후에 주로 생산되었고 독서운동 역의 논문은 주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운동 역의 경우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독서운동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여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이 있어 시간  흐름에 따른 변

화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독서교육 역의 연구도 2000년  반 이후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도서  활성화의 흐름을 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
주제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비율
(%)

독서론 4 ․ 1 ․ 2 ․ 1 1 3 1 ․ 1 1 15 7.9

독서자료 2 ․ 1 ․ ․ ․ 2 ․ 1 ․ ․ 2 ․ 8 4.2

독서행태 2 ․ ․ 1 1 ․ 3 5 3 3 2 4 3 27 14.1

독서프로그램 2 2 1 3 1 4 2 5 5 3 3 5 7 43 22.5

독서치료 2 1 ․ 4 3 6 5 5 5 3 4 4 4 46 24.1

독서진흥 ․ ․ ․ ․ ․ 2 ․ 2 ․ 2 ․ 3 1 10 5.2

독서운동 ․ ․ ․ 2 2 1 2 1 3 2 ․ ․ 1 14 7.3

학교독서교육 1 ․ ․ 3 ․ ․ 4 1 2 1 2 1 3 18 9.4

독서평가 1 ․ ․ ․ ․ ․ 2 ․ ․ ․ 1 1 ․ 5 2.6

독서지도교육론 ․ ․ ․ ․ ․ ․ ․ 1 ․ 1 2 ․ 1 5 2.6

계 14 3 3 13 9 13 21 21 22 16 14 21 21 191 100

비율(%) 7.3 1.6 1.6 6.8 4.7 6.8 11.0 11.0 11.5 8.4 7.3 11.0 11.0 100

 <표 8> 주제별/연도별 논문 현황

주제별 연구 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서 연구의 경향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독서론 

역은 체 15편의 논문 에서 독서의 철학에 해 탐구한 논문이 7편으로 가장 많고 독서의 역

사에 해 연구한 논문이 4편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독서철학은 이만수, 변우열, 김수경 등이 

주도하고 몇 몇 연구자가 참여하는 구도인 반면 독서역사는 4편 모두 윤 선 한 연구자에 의해 발

표되었다. 윤 선은 기본 으로 문헌정보학을 배경으로 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문헌정보학 분야 이

외의 매체에 발표한 독서사 논문을 포함하여 독서사 연구에서 집 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독서의 연구경향, 독서의 사회학  상, 독서의 일반  가치와 의미 등이 독서론 역에서 

연구되었다. 

체 으로 논문이 많이 생산되지 않은 독서자료 역에서는 특별히 집 되는 주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만화, 자책 등 특정 형태의 도서가 가지는 독서효과를 검토하거나 일반 인 독서자

료의 효용을 검증하는 연구가 있으며 필독서목록이나 책과 상자료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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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독서행태 역에서는 특별히 집 되는 연구 테마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행태와 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체 27편  독서자료의 선택경향이나 선호경향(3편), 독서부진아(2편), 

독서태도(3편), 반복독서(3편), 성격유형에 따른 독서행태(2편), 성장시기별 독서행태(2편), 독서

행태에 따른 독서효과(2편) 등의 연구가 반복 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독서행태와 련한 연구가 

산발 으로 이루어졌다. 

독서 로그램은 가장 일반 인 연구 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서 로그램의 다양성 만큼이나 

연구 테마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 읽어주기(2편), 독서교실(3편), 독서캠 (4편), 독서

토론(3편), 독서회(2편), 북스타트(3편), 어독서(2편) 등 일반 으로 도서 에서 많이 개설되는 

로그램에 한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공공도서 , 학교도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등 도서

(종)에 따른 독서 로그램 연구, 청소년, 소외어린이, 시각장애아 등 상에 따른 독서 로그램 

연구도 간간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과 략으로 독서 로그램의 방법과 효과를 제시

하는 연구가 독서 로그램 역의 연구에 포함되었다. 

독서치료 역은 2000년  이후 독서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자들이 풍성한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있다. 독서치료 역의 논문은 노화, 마음 상함, 비

행청소년, 사회성 발달문제, 스트 스, 역기능 가정, 우울증, 읽기부진아, 자아 문제, 자존감, 정서, 

치매, 진로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그 상도 주부, 학생, 교정시설 재소자, 

등학생, 년 여성, 일반 성인, 조기퇴직자, 년 남성, 노인, 청소년, 독서부진아 등 무척 다양하

다. 거의 모든 형태의 독서치료 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 밖에도 

독서치료의 연구동향(4편), 일반 이론(5편), 목록 개발(3편) 등에 한 이론  연구도 풍부하게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역답게 그 다양성과 포 성이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진흥 역에서는 특정한 연구 테마의 집 이나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로 온라인

을 통한 독서진흥 방법, 장애인을 한 독서진흥 시스템, 외국의 독서진흥 정책, 일반 인 독서진흥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독서운동 역에서는 체 14편의 논문  한 도시 한 책 운동에 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9편의 논문에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과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거의 반반씩 포함되었다. 한 도시 한 책 운동에 한 연구를 반복 으로 수행한 

연구자는 윤정옥과 이용재이다. 특히 윤정옥은 미국의 독서운동을 소개하는 논문을 포함하여 독서

운동에 한 논문만 7편이나 발표하여 이 주제의 연구에서 독보 인 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독서운동 역 연구에는 공공도서 의 일반 인 독서운동에 한 연구, 독서운동 단체에 한 연구

가 있으며 독서운동으로서 북 스타트를 다룬 연구는 한 편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 스타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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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주로 도서 에서 시행되는 북스타트 련 유아 로그램으로 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독서교육 역의 연구는 주로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의 독서교육 활동과 련이 있는 논문

들이다. 학교도서  독서교육의 다양한 국면들과 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한 다양한 방법과 

략을 다루는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학교 독서교육 정책이나 독서 수업 등 일반 공공도서

의 독서와는 성격이 크게 다른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평가 역에는 독서평가를 한 도구의 개발이나 평가도구에 한 소개 등을 다룬 연구가 

있으며, 독서지도교육론 역에는 독서지도자로서 사서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독서지도사 

자격증 등에 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 두 역 모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역

이지만 독서 문화의 발 을 해서는 가벼이 할 수 없는 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현황

연구의 심 근방법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을 토 로 볼 때 독서 분야의 논문은 부분 단일

의 연구 방법을 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체 논문의 96%는 단일의 연구

방법을 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문헌연구방법으

로 체의 약 30%가 이 방법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는 조  못 미치지만 조사연구방법을 

용한 논문도 26.2%로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 분야나 학교도서  분야와 비교해 

보면 독서 분야에서는 연구방법을 복합 으로 용한 비 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리고 실행연구(14.1%)와 실험연구(11.0)의 비율도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로그

램과 독서치료에 한 연구가 높은 비 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실행연구와 실험연구가 많은 것과 

계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연구와 실험연구를 용한 논문을 보면 독서 로그램 역

은 43편  12편, 독서치료 역은 46편  24편으로 무척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 분야나 학교도서  분야와 비교해 보면 독서 연구 분야에서는 실험연구와 실행연구

의 비 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4) 독서 분야의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가 실제 로그램을 기반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이론  연구의 성격을 지니는 독서론 역은 부분 문헌연구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서치료 

역에서도 문헌 연구의 비 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치료 역에서 일반 이론, 목록

개발, 연구동향 등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 과 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복합연구방법의 비 이 어린이서비스 분야에서는 11.6%, 학교도서  분야에서는 14.5%로 나타났다. 김종성, “문

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63;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  …,”, p.84.

14) 실험연구와 실행연구의 비 은 어린이서비스 분야에서는 9.8%, 학교도서  분야에서는 1.4%로 나타났다. 상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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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연구방법

독서론
독서
자료

독서
행태

독서
프로
그램

독서
치료

독서
진흥

독서
운동

학교
독서
교육

독서
평가

독서
지도

교육론
계

비율
(%)

단일 
방법

문헌연구 13 3 4 2 15 3 6 8 1 2 57 29.9

조사연구 ․ ․ 19 23 2 1 1 3 ․ 1 50 26.2

내용분석연구 2 2 ․ 2 3 3 1 3 ․ ․ 16 8.4

사례연구 ․ ․ ․ 1 1 ․ 1 1 ․ ․ 4 2.1

실행연구 ․ 1 7 14 ․ ․ 2 3 ․ 27 14.1

실험연구 ․ 2 4 5 10 ․ ․ ․ ․ ․ 21 11.0

온라인자료분석 ․ ․ ․ 2 ․ 2 3 ․ 1 1 9 4.7

복합 
방법

문헌+조사연구 ․ ․ ․ ․ ․ 1 1 1 ․ ․ 3 1.6

문헌+사례연구 ․ ․ ․ ․ ․ 1 ․ ․ ․ 1 0.5

문헌+내용분석연구 ․ ․ ․ ․ ․ ․ ․ ․ ․ 1 1 0.5

사례+실행연구 ․ ․ ․ 1 1 ․ ․ ․ ․ ․ 2 1.0

계 15 8 27 43 46 10 14 18 5 5 191 100

비율(%) 7.9 4.2 14.1 22.5 24.1 5.2 7.3 9.4 2.6 2.6 100

<표 9 > 연구방법별 논문 현황

Ⅳ. 발전을 위한 과제

 1. 독서론 연구의 확대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에서 독서에 한 일반 인 이론과 철학을 다루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에 한 방법과 략을 다루고 있는 로그램 연구의 비 이 무척 

높은 것에 비해 독서에 한 기본 인 탐구와 논의를 다룬 연구가 드문 것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서문화를 고양하고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한 방법과 

략도 기본 으로는 독서에 한 철학 이며 역사 인 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의 방법을 탐색하기 이 에 그 일의 기본 방향과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일반 으로 독서론에서 포함하는 분야는 독서에 한 철학  논의, 독서의 역사, 사회문화  

상으로서의 독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논문에서 이와 련된 주제를 다룬 

연구가 없진 않았다. 오래 부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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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주제의 범 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욱 더 확 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에 한 철학  논의와 역사  논의, 그리고 사회문화  근은 독서를 인문학의 토 로서 자

리 잡게 하는 데 요한 작업이 될 것이며 독서를 사회  상의 할 갈래로서 다루어 사회 변화의 

여러 국면들을 체계 으로 이해하게 해  것이다. 

앞에서 언 하 듯이 독서의 역사를 다룬 윤 선의 논문들은 독서론 연구의 한 가지 좋은 사례

를 보여 다고 할 만하다. 독서운동의 맥락에서 시 에 따른 독서의 사회사를 다룬 일련의 연구로

서 우리 사회의 독서 역사를 잘 이해하게 해 다.15) 윤 선의 논문들은 그 이 에 생산되었거나 

다른 분야의 매체에 게재된 연구와 함께 우리 독서문화사를 통합 으로 재구성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 로 다양한 토론과 추가 연구를 통해 우리 독서의 역사와 독서운동

사를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과 역사  시각으로 독서 문제를 통시 으로 엮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교육, 경제, 정치, 문화, 미디어 등 제반 사회 

역과 독서문화의 향 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을 제공해  것이며, 도서 과 독서 

문화의 발  과정을 풍부하게 보여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상황의 변화 속에서 독서의 본질과 독서의 변화를 탐구하는 연구도 독서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속하게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독서에 한 요구는 다양

한 형태로 표출되고 그것이 그 사회의 독서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은 독서 연구의 소임

을 가지고 있는 학문 집단에서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논의하여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역에서 독서의 사회  변화와 그 문제를 심층 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많지 않지만 

몇 몇 연구는 좋은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우선 1990년  이후 확 되던 독서에 한 심이 교육

과정과 입시제도의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사교육화 되는 상을 탐구한 이연옥의 연구를 들 수 있

다.16)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독서에 한 사회  욕구는 날로 증 하고 있으나 사회의 공공 역에

서 그에 하게 응하지 못해 사  역에서 거 한 독서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독서문화의 왜곡 상을 경계하 다. 이와 같은 독서 사교육화 상의 부작용을 분석하여 그에 

한 응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독서의 사회학  근을 

보여주는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서 문제를 련 역의 변화와 환경 속에서 

찰하고 독서 사교육 상의 부정  측면들을 깊이 탐색하는 연구자의 안목이 두드러진다는 에

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15) 윤 선, “독서 화 운동 연구: 1960년 를 심으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p.271-294; 

윤 선, “1990년   독서 화 운동과 독서교육,”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3), pp.377- 

407; 윤 선, “2000년  독서운동과 독서경향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67-297; 

윤 선, “민족  에서 본 경성도서 의 사회교육과 독서운동 실태  의의,”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375-407.

16) 이연옥, “독서의 사교육화 상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9),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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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독서가 왜곡되는 상을 검토하면서 좋은 독서 로그램의 사

례를 제안하는 김수경의 연구도 언 할 만하다.17) 이 연구에서 김수경은 독서교육이 그 목 의 왜

곡, 폐쇄 인 독서 교과서, 독서 상의 제한 등의 문제를 표출하면서 왜곡되었다고 진단하고 즐거

움, 자율성, 무상성을 지향하는 독서 로그램을 제안하 다. 독서가 지나친 교육  의도와 결합되

면서 나타나는 변질과 편 을 다양한 자료와 의견들을 토 로 비 하고 주체 이며 행복한 책읽기

를 심으로 하는 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독서문화를 확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 독서 문제에 

한 연구자의 성찰과 깊이 있는 탐구가 돋보이며 독서교육에 한 철학  이해를 제공하는 에서 

이 연구는 많은 시사 을 다.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독서가 교육과 학습의 동기로 인해 왜곡되는 상황이 건강한 독서

문화를 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연구는 무척 소 한 작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

리고 독서에 한 연구자들의 심이 이와 같은 사회문화  상황과 연계될 때 학술 연구의 깊이와 

지평이 더욱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소개한 일부의 논문처럼 독서의 가치와 본질, 그리고 사회문화  상황을 탐구하고 미래를 

망하는 연구들은 독서 연구의 성과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독서의 사회  치를 튼튼하게 

해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문헌정보학의 학문  지평을 넓  학문 발 과 상 제고에도 크게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2. 독서 이슈의 연구 주도성 강화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에서 독서 문제의 사회  이슈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독서와 련한 정부의 정책이나 로그램 등과 련하여 사회 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

이 일었던 주제나 토픽과 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독서 문제와 련한 

사회  이슈는 기본 으로 그 사회의 독서 문화를 직 으로 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 연구에

서 다루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회 독서 문화의 심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런 에서 사회 으로 첨 한 이슈가 된 독서 문제에 한 연구가 소홀

하다는 것은 연구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에만 해도 독서 문제와 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지 않게 

거론해 볼 수 있다. 2000년도 반기에 독서능력에 따라 등 을 매기고 독서를 시험으로 평가하겠

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던 독서인증제와 학생들의 독서이력을 으로 기록하여 입시에 반 하

17) 김수경, “독서의 본질과 독서 로그램 운 ,”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235-263.

- 115 -



18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독서교육지원시스템) 등의 사

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방송사가 등학생들을 상으로 지정된 책을 읽게 하고 독서퀴즈

회를 열어 방송 로그램으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여 사회 으로 장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한 군 장병들에게 특정한 책을 읽지 못하도록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사회 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 불온도서의 사례도 독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독서에 한 이해와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동시에 독서를 진흥하고 독서문화를 발 시키려는 사회  방법의 일면을 보여 다. 요컨  독서와 

련한 우리 사회의 지  수 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독서문화의 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 문헌정보학의 독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이슈에 해 하게 참여하고 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건강한 독서문화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학문의 사회  

책무와 역할을 완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극 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슈

이고 주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논문 에서 사회 으로 이슈가 된 독서 정책이나 로그램을 다룬 연구가 

몇 편 있다. 우선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운  황을 살펴보고 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는 변

우열의 연구와 경기도의 한 지역 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독서인증제에 해 보고한 유연이․강순

애의 연구를 들 수 있다.18) 교육 장과 독서교육 당국에서 요하게 추진하는 독서 정책의 한 부

분이면서 독서운동을 개하는 시민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독서지원시스템과 독서인증제를 다루

었다는 에서 주목을 하게 된다. 이 연구들에서는 기본 으로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진흥하고 학

교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 실제 인 문제 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사회 인 논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에서 보면 이와 같은 연구는 필요하고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서지원시스템으로 인해 ‘독서는 암기와 시험이 되어 학생들에게 독서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가져다  수 있으며, 교육의 정의 인 측면이 배제되어 독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

인 시각이 있다’19)는 언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문제에 한 부정 인 인식과 그 배경에 해

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와 련하여 사회 으로 논란이 된 이슈를 포 하여 더욱 더 비 으로 검토한 한 논문을 

통해 이런 연구의 요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독서인증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권장도서목록 등

을 포함하여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문제를 집 으로 탐구하여 안을 도출한 이연옥의 연구는 

18) 변우열,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구성요소 설정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3), 

pp.295-318; 유연이․강순애, “경기도 가평지역 등학교 도서 의 독서인증제 운 에 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제23권, 제1호(2012. 3), pp.235-255.

19) 변우열, 게논문,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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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운동을 개하는 시민사회에서 논의되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포 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자의 

입장에서 한 안을 제시하고 있어 좋은 연구의 사례를 보여 다.20)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독서교육 문제의 핵심을 리하게 정리하고 있어 학교 독서교육 정책과 련되어 있는 

정책 당국자, 시민사회, 학교 장 등의 계자들에게 좋은 참조가 될 만하다고 평가한다. 한 문

헌정보학이 독서 문제와 련 있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독서 문제와 련한 사회 인 활동이나 

발언에서 충분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에서 볼 때 부차 인 유익도 지 않은 연구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으로 이슈가 되거나 복잡한 문제로 두되는 정책에 해 문헌정보

학의 독서 연구 역에서는 더욱더 극 이며 활발한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학문의 입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연구 방법론의 적실성 제고

앞서 살펴본 연구방법 황에서 가장 많이 용되는 단일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서 역의 연구에서 가장 일반 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정량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연구, 실험연구, 실행연구 등을 용한 부분의 연구에서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

여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이다. 독서 로그램과 독서치료를 다룬 연구가 가장 

많은 실에서 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의 논리  구조상 정량 인 데이터를 

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 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근 방법은 문제가 없는가? 정량 인 데이터를 심으로 연구 내용을 다루는 것

이 연구 문제를 충분히 부각시키고 결과를 효과 으로 보여주는데 무리는 없는 것인가? 개별 논문

에서 채택하는 연구방법과 근 략의 타당성에 해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

심스럽지만 독서 연구에서 용되는 정량  근법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독서 로그램이나 독서치료의 성과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주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참

여자의 의견을 수량화하여 결과를 제시하거나 독서실태를 조사하여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독

서의 선호도나 행태에 해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의 경우 그 정량 인 데이터가 과연 얼

마나 사실 으로 독서의 효과나 실태를 보여  수 있을 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량 인 

데이터를 요시하는 모든 분야의 연구에 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독서라는 

역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독서 로그램을 통해 독서 의욕이 고취되었다거나, 독서 태도가 바 었다고 할 때, 혹은 독

서치료 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문제가 개선되었거나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고 할 때 그 상태나 정

20) 이연옥, “학교 독서교육 정책에 한 비  고찰,”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2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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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수량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한 연구들은 

체로 기계 인 구조와 논리를 강하게 노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결과를 미리 정해 두고 로

그램의 과정을 맞추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독서치료에서 짧은 기간에 

몇 권의 책을 읽고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는 실행연구의 경우 그 로그램에 해 신뢰를 하

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마음의 문제가 그 게 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황 숙이 언 하 듯이 ‘독서치료는 단 시일에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풍부

한 독서자료로 구체 인 독서치료 지도안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만 효과 인 독서치료가 이

루어질 수 있는 것’21)이라고 한다면 연구를 한 규격화된 로그램은 진정한 의미의 독서치료로

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독서라는 주제의 성격과 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독서는 기본 으로 

내면의 활동이며 개별화되어 이루어지는 행 이다. 그러므로 독서 활동을 규격화, 정량과, 객 화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독서 문제의 깊은 부분을 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 문제를 연구할 때는 더욱 더 다양한 근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복합 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독서치료의 결과를 제시하

는 경우에도 양  데이터와 함께 질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여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독서 로

그램 참가자의 만족도와 로그램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양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성 데이

터도 같이 활용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좀 더 실제 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독서 연구의 많은 사례들이 연구자의 축 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조롭고 획일

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연구 성과의 집 을 방해하는 배경이 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실성 

있는 연구방법론에 한 고민과 실천은 무척 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기계 이고 단선 인 구조의 연구를 넘어서 연구자의 의식이 반 된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에서 연구방법론의 타당성과 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통해 독서 연구의 성

과를 더욱 더 확 할 수 있을 것이며 장과 이론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의 행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독서연구의 발 을 한 과제는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요한 한 가지는 독서 

자료에 한 연구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기본 으로 건강한 독서는 방법이나 기술에 의지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양질의 독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서 자료로서 다양한 책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연구의 성과를 통해 도서 의 장서를 충실하게 만들어 독서 자원

의 기반을 풍부하게 조성하는 략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독서 자료에 한 연구의 과

제는 학교도서 과 어린이서비스의 연구 역에서도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된 바 있다.22)

21) 황 숙, 게논문, p.128.

22)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어린이서비스 …,” pp.64-66; 김종성, “우리나라 학교도서  …,”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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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의 황과 과제를 살펴보기 하여 문헌정보학분야 3개 학회지에 창간

호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191건의 논문을 분석하 다. 학회지, 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주제, 연구

비 등에 따라 연구의 황과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독서 연구의 발 을 한 과제를 제시하

고 논의하 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2003년 이후 독서 연구가 크게 늘었으며 한국도서 ․정보학회지를 통

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연구가 크게 늘어난 시 은 학교도서 이나 

어린이서비스 등 련 분야의 연구가 늘어난 시 과 맞물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도서  서비스와 독서에 한 사회  심이 크게 확 되었으며 그에 한 

도서 계와 학계의 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무척 다양하고 활발하게 새로운 연구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런 에도 연구를 이끌어가는 그룹이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더욱 더 다양한 심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독서 연구가 풍성

해 질 것으로 측하 다. 연구기반에 의한 연구 황을 보면 연구비 에서는 학교 내부연구비

를 지원 받은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도 다소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별로 보면 독서 로그램과 독서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양한 독서 로그램의 효과나 만족도, 독서치료 로 로그램의 사례 연구 등이 가장 많은 경

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연구주제의 경향은 연구방법에도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연

구와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은 다른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 지만 실행연구와 실험

연구의 비 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은 독서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독서 연구에서 나타나는 반 인 연구 경향과 행을 통해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 다. 우선 

독서의 철학과 역사  논의를 다루고 사회문화  변화와 연계하여 독서를 다루는 독서론의 확 가 

필요하다. 특히 변하는 사회 상황과 련하여 독서의 건강한 방향을 탐색하고 독서의 가치를 구

하기 해서는 독서론에 한 연구가 더욱 더 확 되고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와 련한 사회  이슈와 과제에 더욱 더 민감하게 근하고 연구를 활성화 할 필요

성을 제시하 다. 독서교육이나 독서정책에 한 사회 인 논란이나 논쟁에 해 극 으로 심

을 가지고 연구의 과제로 다루고 건강한 독서문화가 정립되도록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노

력을 통해 효과 으로 독서 역에서 문헌정보학의 입지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독서라는 주제의 성격에 맞는 연구방법론의 탐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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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고 단조로운 연구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연구 주제와 테마에 합한 과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독서 연구의 역량이 확 될 것이고 이론과 장을 견인하는 

연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 논문만을 상으로 하여 독서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 기 때

문에 많은 후속연구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학술 논문 이외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포 하는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의 체 지형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서라는 주제가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국어교육학, 문학, 아동학 등의 역에서도 활발하게 수행되기 때문

에 다른 분야의 독서 연구와 비교하여 통합 인 독서 연구의 경향을 탐색하는 것도 요한 과제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외국의 독서 연구 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 간 독서 연구의 

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사회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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