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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그림책의 서평의 변천과정을 공공도서관의 발달과 그림책 서평을 수록하고 있는 잡지의 등장시기, 
서평의 발행주체와 주요 작성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1980년대는 성인도서 위주의 전문서평지가 발간되기 
시작하며, 1990년대는 어린이도서연구회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2000년대 전반기는 독서관련 단체가 
계속 활발히 활동하며 신문사의 북 섹션과 출판사 발행 문학잡지 내에 그림책 서평을 활발히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공공도서관이 많이 건립되었으며 사서들이 서평 작성자로 등장한 것이 큰 특징이다.

키워드: 그림책 서평, 어린이 도서 서평, 서평자, 어린이 서비스

ABSTRACT

This article chronicles the development of picture book reviews in Korea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emergence of magazines that feature reviews of picture books, and 
characteristics of reviewers. During the 1980s, a new wave of specialized book review magazines 
emerged. 1990s witnessed the proliferation of civic organizations that cater to children's books and 
promotion of reading. During the first half of 2000's, a number of daily newspapers added book sections 
and literature journals began actively producing picture book review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increased significantly and librarians have emerged as picture 
book re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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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 도서 중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서에 대한 서평은 도서관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발달과 그림책 서평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어린이 도서 출판과 서평의 역사가 짧고 도서관의 

역사도 짧다. 미국의 경우 어린이 자료에 대한 전문서평지로 미국도서관협회에서 1905년부

터 반월간으로 발행하는 The Booklist, Horn Book사에서 1924년부터 격월간으로 발행

하는 The Horn Book Magazine, 1954년부터 월간으로 발행되는 School Library 

Journal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서평지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경우도 있고 초창기부

터 사서가 서평자로 활동하였으며, 도서관이 서평을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 제공자로서 도서

관과 사서의 역할이 미약한 상황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서평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행된 

관련 연구는 주로 어린이 도서나 인터넷 서평매체 분석, 어린이 자료 전문서평지 개발 및 공

공도서관의 서평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어린이 도서나 그림

책 서평의 변천과정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1980년대 국내 최초로 서평지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공공도서관 발

달, 어린이 도서 출판 및 독서환경에서 그림책 서평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국내 그림책 서평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나 단체는 누구이며, 도서

관과 사서의 역할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 도서 중 그림책을 

선택한 이유는 주로 영아와 유아가 이용하는 그림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도서 중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서평의 측면에서도 그림책에 

대한 서평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공정자 2014, 332)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다른 국내의 독서 환경에서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 향후 어린

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좋은 책을 선별하고 제공하기 위한 도서

관의 중추적인 역할과 서평 생산자로서 사서의 전문적인 영역을 확대하는데 전망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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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어린이 도서 출판 및 독서환경의 

흐름 속에서 그림책 서평의 시기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별로 그림책 서평의 

발행주체와 주요 작성자는 어떠하며, 그동안 생산된 서평량과 서평자의 직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그림책 서평을 수록하고 있는 매체의 시기별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나. 그림책 서평의 발행주체와 주요 작성자는 시기별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다. 주요 잡지에 나타난 그림책 서평의 양과 서평자의 직업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그림책의 특성 및 가치

그림책은 언어와 화재(畵材)로 이루어진 일체로, 글과 그림이 융합되어 그림책에 통일성과 

성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책에서의 언어와 그림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Smith 

1998, 155). 대부분의 그림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연속되는 그림들이 상대적으로 단순

한 글과 결합하거나 글 없이 정보를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려준다(Nodelman 2011, 7). 

글과 그림이 합쳐진 그림책은 어린이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최초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중요

하다. 새롭고 도전적이며 다양한 그림책들은 어린이들의 독서 생활에서 큰 역할을 한다

(Salisbury & Styles 2012, 86). 그림책은 어린이가 최초로 접하는 책으로 어린이의 상상

력을 개발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조화롭게 같

이 이야기하는 책으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독서자료이다.

2. 서평의 정의와 특성

서평은 대부분 신간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에 양질의 도서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전

문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평가한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서평이다(한윤옥 2009, 247). 서평은 도서의 가치에 대하여 권위 있게 요약

한 설명(Haines 1950, 124)이며,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도서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가치를 비판하는 일련의 행위이다(이천효 200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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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을 작성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Lukenbill(2002, 45-46)은 서평작성자를 중심으로 

출판사 서평, 독자 서평, 전문 서평으로 나누었다. 출판사 서평은 책을 팔기 위한 목적을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마케팅 도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독자 서평은 책이나 독서흥미를 고취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내용의 분량이 짧고 긍정적으

로 기술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 서평은 전문가나 사서를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선정도구로

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평은 전문 서평지나 각 주제 분야의 학술지에도 수록되

며, 보통 내용은 간결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좋은 서평자는 훌륭한 문학적 형식, 권위있는 논의, 포괄성,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Haines 1950, 107-108). 사서는 전문서평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서평을 생산할 수 있

는 위치에 있다. 서평자로서 사서는 새로운 작품에 대하여 첫 번째로 읽고, 평가하고, 다른 

사서에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Edson 2006, 209). 특히 어린이 사서는 끊임없이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어린이 도서를 평가하고, 이

에 대한 서평을 작성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서평매체는 신문, 잡지, 도서로 발행되는 인쇄서평 외에 TV나 

라디오에 소개되는 영상 및 음성서평, 인터넷 서점의 독자서평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

되는 인터넷 서평 등으로 확장되었다.

3. 그림책 서평의 내용

Dodson(1983, 92)은 그림 이야기책(Picture Story Book) 서평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문학적 요소인 배경, 구성, 등장인물, 주제, 시점, 문체, 미술적인 요소

인 매체, 예술적 스타일, 색, 명도, 형태, 전체적인 예술적 효과, 이외에 서평의 내용으로 같은 

저자의 다른 도서와의 비교, 같은 삽화가의 다른 도서와의 비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그림 이야기책의 각 서평요소를 서평자가 기술적 또는 평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 절차와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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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현재 우리나라에 그림책만 다루는 서평매체는 없으며, 주로 그림책 서평은 어린이 도서 서

평과 함께 기술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대상을 구분하였다.

첫째, 그림책 서평의 변천 시기는 1980년대부터 최근 2012년까지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발달과 그림책 서평을 수록하고 있는 잡지를 중심으로 매체의 등장 

시기별로 주요 특징, 그림책 서평의 발행주체와 주요 작성자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에서 국내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전반기, 2000년대 중

반에서 최근 2012년까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을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그림책 서평을 수

록하고 있는 잡지 13종을 분석하였다. 1980년대부터 최근 2012년까지 그림책 서평의 생산

량과 서평 작성자의 직업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대상에서 영상서평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서평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

한 것은 연구의 한계이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서평을 수록하고 있는 오래된 매

체이면서 정기적으로 서평을 제공하고 있는 간행물 중 특히 그림책을 포함하여 어린이 도서

의 서평을 제공하고 있는 잡지를 주요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잡지의 경우 신문과 인터넷 서평

보다 속보성이 떨어지지만 전문적인 서평자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서평을 다루고 있어 신뢰

성이 있는 매체 중 하나이다.

분석 대상 잡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국잡지협회에서 구축한 ‘한국잡지정보관’ 사이트

(http://museum.kmpa.or.kr)의 발행잡지 검색의 주제별 검색과 국내 전문 서평지와 어린이 

문학 관련 각종 자료를 통해서 그림책 서평을 게재한 잡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책 

서평을 분석하기 위한 잡지로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기획회의, 도서관이야기, 동화읽

는가족, 동화읽는어른, 라이브러리 & 리브로, 서평문화, 어린이와 문학, 어린이책 

이야기, 열린어린이, 창비어린이, 출판저널, 학교도서관저널,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등 14개의 잡지를 다음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선정된 잡지의 특성과 그림

책 서평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쇄된 잡지 외에 발행처의 홈페이지, 블로그, 웹진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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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발행주기 발행처 창간년도

출판저널 월간 (주)출판저널문화미디어 1987

서평문화 계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1

동화읽는어른 월간 (사)어린이도서연구회 1992

열린어린이 월간 오픈키드 2002

창비어린이 계간 창작과비평사 2003

동화읽는가족 월간, 계간 푸른책들 2003

기획회의 격주간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계간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2005

어린이와 문학 월간 월간 어린이와문학 2005

도서관이야기 월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7

어린이책 이야기 계간 아동문학이론과창작회 2008

라이브러리 & 리브로 월간 도서관미디연구소 2009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연간 경기도․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09

학교도서관저널 월간 (주)학교도서관저널 2010

<표 1> 분석대상 잡지 선정 현황

다음으로 본 연구는 <표 1>의 분석 대상 잡지에 수록된 그림책 서평량과 서평자 직업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책 서평 자료 수집 시 ‘새로 나온 어린이 책’ 등 100자 미만의 짧은 

서평은 제외하였다. 이 중 출판저널은 성인서 위주의 서평지로 어린이 도서나 그림책의 서

평은 짧은 분량이 대부분으로 제외하였다.

Ⅳ. 우리나라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 분석

1. 시기별 분석

본 연구에서 국내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전반기, 

2000년대 중반에서 최근 2012년까지로 구분하였다. 시기별 주요 특징으로 1980년대

(1981-1990)는 성인도서 위주의 전문서평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1991- 

2000)는 어린이도서연구회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2000년대 전반기

(2001-2005)는 독서관련 단체가 계속 활발히 활동하며 신문사의 북 섹션과 출판사 발행 

문학잡지 내에 그림책 서평을 활발히 발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2006-2012)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어린이전용도서관이 가장 많이 신축 개관한 시

기로 사서들이 서평 작성자로 등장한 것을 큰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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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0년대 (1981년∼1990년)
어린이 도서 출판은 198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러스트레이션이 독

립된 장르로 대접받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무렵부터이다. 경제가 발전하며 구매력이 있는 

독자가 등장했고 출판 산업도 자본력을 갖추는 등 외적 조건이 성숙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에는 대형출판사가 등장하며 제작비가 높은 그림책 출판이 혁신적으로 가능해졌으며 대형서

점이 문을 열었고 단행본 그림책이 판매될 수 있는 유통망도 생겨났다(한미화 외 2013, 56).

1980년에 시민단체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창립되었다. 어린이 책 문화운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주축이 되어 국내 창작동화와 좋은 어린이 도서를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였

으며, 1980년대에 독서안내 자료집 어린이와 책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서평지로 가장 오래된 출판저널은 1987년 7월 20일에 창간되었으며 

한국출판문화협회에서 발행하였다. 성인서 위주의 서평지로 창간 당시부터 ‘어린이 책 들춰

보기’, ‘새로 나온 어린이 책’, ‘어린이 책서가’ 등 그림책을 포함한 어린이 도서를 짧은 분량의 

신간도서 안내로 싣고 있다.

1990년 말 기준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231개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부터 운영되어 온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1개관이 있었다. 

나. 1990년대 (1991년∼2000년)
1990년대는 1994년부터 대학입시를 수능시험과 본고사로 개편하면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김은하 2003. 2), 어린이 전문 출판사의 

등장과 어린이 도서의 출판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전문서점이 성장하였다. 

2000년 말 기준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420개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어린이도서관은 2개관

이었다.

전문서평지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991년에 창간된 서평문화는 성인 

도서를 위주로 서평을 해 오다가, 1998년 겨울호(제32집)에서부터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

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그림책에 대해 서평을 수록하였다. 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경영, 

사회, 과학, 예술, 교양, 아동 부분으로 나누어 서평을 싣고 있다. 어린이 도서 서평은 주로 

아동학과와 문예창작과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교사, 아동문학가 등이 작성하였다. 

이 시기 어린이 독서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와 사단법인 한

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를 들 수 있다. 두 기관은 전혀 이질적인 출발과 성격을 가진 독특한 

기관이지만 독서지도자를 양성하고, 아동도서를 모니터하여 양질의 아동도서를 선별해서 집

중적으로 독서지도 자료로 선택하는 공통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두 기관 모두 전국적인 

망을 가진 독서지도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도서를 유통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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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였다(최지훈 2010, 110).

어린이도서연구회는 1997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어린이

도서연구회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을 때, 그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단체이다(이권우 2002, 

160). 1992년부터 동화읽는어른회지와 1995년부터 좋은 어린이 책을 골라 ‘학년별 권장

도서목록’을 발간하여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어린이 관련 단체 등에 본격적으로 배포하였다

(김은하 2003, 65). 동화읽는어른은 1992년부터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동화비평’, ‘어린이 책 비평’으로 어린이 도서에 대한 소개 글을 싣고 있다. 어린

이도서연구회 회원인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여 그림책, 동화, 동시, 위인, 옛 이야기, 청소년 

대상 신간도서를 안내하고 있다. 

1990년 출범한 사단법인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나,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로 어린이 독서교육시장이 커지자 독서지도사 양성과 어린이 

독서지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교육기관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사단법인이면서 동시에 

독서교육 관련 사기업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지닌 단체가 되었다. 또한 자체 연구실을 통해 

선별된 책을 권 당 1,500부에서 12,000부 정도 일괄 구매하는 어린이 책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집단이 되었다. 1999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학년별로 100권씩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해 책자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김은하 2003, 50).

이 외에 신문사에서는 신간이나 주요 서적만을 소개로 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서평

의 비중을 높이면서 북 리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김진아 2004). 1996년 1월부

터 문화일보 북 리뷰가 등장하였으며, 1999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2000년부터 

중앙일보에서 북 리뷰 섹션이 등장하며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도 같이 소개되기 시작하

였으며, 대부분 신문사의 기자가 서평을 작성하였다.

<그림 1> 1980년대∼1990년대 신규 발행된 서평 제공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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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0년대 전반기(2001년∼2005년)
2000년대 전반기에는 출판사와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어린이 도서 서평지를 발행하기 시

작하였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터넷 서점의 독자서평 블로그가 운영되기 시작하였

다. 신문사의 북 섹션 발행이 보편화된 것도 이 시기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작

은도서관이 신규 건립되어 도서관의 발전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005년 말 514개관이었으며, 2004년부터 정부지원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5년까지 25개관이 조성되었다. 어린이도서관은 16개관으로 이 중 8개관이 기

적의 도서관이다. 그림책의 출판 측면에서 1990년대가 그림책이란 매체에 대한 열정적인 관

심과 한국 그림책의 정체성에 대한 의욕적인 탐구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던 시기였다면, 2000

년대는 우리나라 그림책이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그림책으로 발돋움한 도약기라

고 할 수 있다(조은숙 2011, 6).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이 시기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사서 대상 독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도서에 대한 권위 있는 기관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갔다. 한우리독서운

동본부도 학년별 권장도서목록을 배포하며 어린이도서연구회와 같이 국내 어린이 도서에 대

한 영향력을 미쳤다. 2001년에 책읽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책읽는사

회만들기국민운동을 결성하였고, 2003년에는 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북스타트 코리아를 설립하여 2003년부

터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2년부터 MBC 느낌표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함

께 ‘기적의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방송과 신문이 적극적으로 독

서운동에 참여해서 우리 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

(신종락 2009, 218-219).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적의도서관은 8개관이 개관되었다.

이 시기 그림책 서평을 제공하기 시작한 주요 잡지로는 열린어린이, 창비어린이, 동
화읽는가족, 기획회의, 어린이와 문학,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잡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서점 오픈키드에서 발행하는 열린어린이는 2002년 12월부터 1권 내지 3권의 그

림책을 포함한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을 꾸준히 수록하고 있다. 열린어린이는 좋은 어린

이 책을 고르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어린이 책 비평 문화의 대중화와 양질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평 작성자는 주로 그림책 평론가나 작가, 오픈키드나 열린어린

이 서점 및 잡지사 직원들이다. 그림책과 동화에 대한 서평이 가장 많으며 과학, 역사, 예술, 

동시 등의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도 제공하고 있다.

창비어린이는 2003년 여름 호부터 창작과비평사에서 발행하는 아동문학계의 전문 비평

지이다. 서평 작성자는 아동문학 평론가, 작가, 시인,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문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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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3년에 6월에 창간한 동화읽는가족은 푸른책들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창간 후 동화

를 위주로 한 내용에서 2004년 10월호부터 동화뿐 아니라 동시, 청소년소설, 옛이야기 등 

다양한 아동문학 작품을 수록했으며, 월간으로 2005년 6월까지 발행하다가 2005년 가을부

터 계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동화읽는가족은 첫호부터 ‘서평’을 게재하였으며, 지면

을 확대하여 ‘전문가 서평’, 6개월간 출간된 어린이 도서 중 ‘이달의 추천도서’에 대해 500자 

서평을 제공하였다. 

2004년 7월에 창간한 기획회의는 송인서적에서 5년 넘게 꾸준히 발행한 송인소식을 

인수하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다. 기획회의는 서평뿐만 아니라 책의 미

래, 출판업계 쟁점 등을 다루며 출판과 관련된 담론을 생산하는 잡지를 표방하며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서평은 분야별 도서 전문가 리뷰를 통해 문학, 인문, 예술, 경제경영, 자기계

발, 아동, 청소년, 만화 등의 분야로 나누어 게재하며, 출판사 서평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2005년 8월에는 어린이와 문학이 월간 어린이와문학에서 창간되었다. 어린이와 문학
은 동시인, 작가, 평론가 등이 주로 참여하는 어린이문학 전문잡지이다. 주로 동화 위주의 서

평과 동시, 청소년 도서, 그림책 서평을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을 고래가숨쉬는도서관에서 창간하였다.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은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및 관련단체에 새로운 책에 대한 정

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주로 독서활동 내용과 독서 프로그램 소개 및 서평 등

을 수록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사서, 전문서점 운영자, 어린이도서관 활동가, 아동문학 평론가 

등이 참여하여 그림책, 동시, 동화에 대한 서평을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신문사의 서평으로 2001년부터 한겨레신문이 북 섹션을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외에

도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등이 신문지면을 통한 서평을 활발히 제

공하였다. 

이외에 이 시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인터넷 서점의 독자서평 블로그가 운영되어 어린이 도

<그림 2> 2000년대 전반기 신규 발행된 서평 제공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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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그림책에 대한 서평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알라딘은 2003년 7월부터 ‘알라딘 

서재’, YES24는 2003년 11월부터 ‘YES 블로그’, 교보문고는 2004년 1월부터 ‘북로그’, 인
터파크는 2007년 8월부터 ‘북피니언’ 등을 운영하고 있다(김인숙 2008, 23-27).

라. 2000년대 중반 이후 (2006년∼2012년)
2006년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국내

외 어린이․청소년 자료의 수집․제공,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집 발간, 국제 심포지엄, 어

린이담당사서 계속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

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도서관에서 발행되는 잡지에서 서평이 등장하고 

사서들이 본격적으로 서평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서대상 서평교육이 국립어린이청소

년도서관에서 2007년부터 ‘어린이 책 서평’ 과정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2009년부

터 ‘경기도 사서 서평교육’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2005년말 514개관이었던 공공도서관 수가 2010년 말에는 759개관, 2012년 말에는 828

개관으로 급증하였다. 정부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44개관이 조

성, 지원되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2005년말 16개관에서 67개관이 증가하여 

2012년 기준 83개관이며, 2006년에서 2011년까지 기적의 도서관은 3개관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에 그림책 작가가 새롭게 많이 등장하였으며, 2004년 이후 국내 작가의 그림책이 국

외의 그림책 상을 꾸준히 수상하고 있다. 그림책 서평 매체는 도서관이야기, 어린이책 이

야기, 라이브러리 & 리브로,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학교도서관저널이 있

으며, 각 잡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이야기는 2006년에 개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2007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국내외 도서관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서평, 테마가 있는 책 이야기 등 도서

관 그리고 책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매월 발행하고 있다. 도서관이야기에 수록된 

‘서평’과 ‘테마가 있는 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책 소개 : 사서 추천도서’에 수

록된 내용을 정리하여 2년마다 서평자료들을 모은 단행본 책 이야기를 2권으로 발행하고 

있다. 책 이야기의 서평은 그림책, 동화, 동시, 청소년 문학, 문학 외의 장르로 구분된다. 

서평자의 직업은 작가, 아동문학 평론가, 사서, 사서교사, 교수, 아동문학가 등으로 다양하다. 

2012년 1월호부터 ‘사서 추천도서’에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 등 각 4권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와 공공도서관 사서가 집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

지 어린이 도서 서평 253편 중 그림책 서평은 18편을 차지하였다.

어린이책 이야기는 2008년 봄에 창간된 계간지로 발행자는 아동문학이론과 창작회이다. 

아동문학 연구자들이 공부하며 펴내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서평잡지로, 어린이 책의 홍수 

속에서 좋은 책을 부지런히 찾아내어 평하고 문제가 있는 책을 거침없이 비판하고자 하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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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발간하고 있다. 어린이 책 중심 서평잡지로 지난 분기에 나온 신간을 검토하여 주목할 

만한 책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한 연구자나 작가가 서평을 한다. ‘어린이 책 

서평’을 중심으로, 동시, 그림책, 동화, 아동소설, 청소년 소설로 나누어 서평을 수록하고 있

다. 매호 2편 내지 3편의 그림책 서평을 수록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록된 

그림책 서평은 40편이었다. 

2009년 7월 라이브러리 & 리브로가 도서관미디어연구소에서 창간되었으며, 책의 마중물

로 도서관계와 독자를 잇고자 하여 도서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알찬 책 정보만을 전하고자 서

평전문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성인도서 위주의 서평이 제공되고, 출판평론가, 교사, 문학평론가, 

서평가 등이 참여하여 서평을 작성하고 있다. 2011년 5월부터 전문서평코너를 운영하였으며, 

그림책 서평은 8편이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새 책 서가’에서는 문학, 인문․사회, 경제·경영, 

실용․기타, 아동․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새 책 정보를 100자 미만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경기도 서평교육과정을 실시한 후부터 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참여하여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서평가 그룹으로서의 사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서평교육도 실

시하며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서평자로 모집한다. 신간 도서에 대한 서평은 아니

지만, 공공도서관 사서가 직접 쓴 서평으로 그림책, 동화, 정보책 등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

을 통해 사서들이 좋은 책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2

편의 어린이 도서가 서평되었으며, 그림책 서평은 71편으로 50%를 차지하였다. 813.8 사

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서평을 작성하였다면,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주로 서평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평지가 2010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3월부터 (주)학교도서관저널에서 발행하는 학교도서관저널은 학교 현장의 사서

교사와 담당교사, 교육운동가, 독서운동 종사자, 출판전문가, 평론가, 작가 등이 참여하여 어

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달 도서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이달

의 새 책’은 어린이 문학, 그림책, 인문·사회, 자연·과학·환경·생태, 예술·문화·체육·

기타,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신간도서에 대한 서평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 사서

교사나 사서가 주로 서평을 작성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다른 

서평지보다 가장 많은 서평을 생산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동잡지에 수록된 어린이 도서 885편

의 서평 중 그림책 서평은 311편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인터넷 서점의 독자서평 블로그들이 서평단을 모집하여 본격적으로 독자서평을 제

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교보문고는 2006년 6월부터, YES24는 2007년 6월부터, 알라

딘은 2007년 10월부터, 인터파크는 2008년 10월부터 독자 서평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김인숙 20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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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규 발행된 서평 제공 잡지

2006년 이전에 등장하였던 서평잡지들의 이 시기의 활동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저널은 2009년 4월부터 주식회사 출판저널문화미디어로 전환해 발행되고 있으며 신

간목록란에 인문․학술, 소설, 시․에세이, 정치․사회, 종교, 건강․실용, 청소년, 어린이․육아로 주

제를 구분하여 100자 미만의 짧은 분량의 신간을 소개하고 있다. 서평문화는  2008년 겨

울 호(통권 72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서평문화에서는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아동분야에서 114권의 도서가 서평되었으며, 그림책 서평은 17편이다. 동화읽는 어른
은 2008년부터 ‘새로 나온 책’에서 서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평의 길이도 길어

지고 서평자를 명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림책 서평은 95편이었다. 열린어린이가 2002년

부터 2012년까지 게재한 총 504편의 어린이 도서 서평 중 그림책 서평은 215편으로 42%를 

차지하였다. 서평 작성자는 초기에는 그림책 평론가나 작가였으나 2009년부터는 대부분 오

픈키드나 열린어린이 관련 서점 및 잡지사 직원들이 서평을 작성하고 있다. 창비어린이는 

2009년 여름부터 ‘서평’란을 별도로 운영하며 그림책, 동화, 동시, 청소년 도서에 대한 서평

을 생산하고 있다. 아동문학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전망을 모색하는 비

평의 장이 되어 아동문학 평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2009년

부터 2012년까지 어린이 도서 총 80편의 서평 중 그림책 서평은 9편을 수록하였다. 동화읽

는 가족은 2007년 겨울호(통권 35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록된 249편의 어린이 도서 서평 중 그림책은 6편을 생산하였다. 아동과 함께 

성인에 대한 서평을 제공하고 있는 기획회의는 2004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어린이 도서 

171편의 서평 중 그림책 서평 57편을 생산하였다. 어린이와 문학은 2006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어린이 도서 196편의 서평 중 그림책 서평 97편을 생산하였다.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은 2005년 9월부터 2012년까지 어린이 도서 103편의 서평 중 그림책 서평은 21편

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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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책 서평의 양적 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1980년대부터 최근 2012년까지 서평매체에 실린 어린이 도서 서평 

중 그림책 서평 수, 서평자 직업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1987년부터 성인서 위주의 서평지 출
판저널이 발행되기 시작했지만, 실제 그림책 서평의 등장은 199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 그림책 서평 수

그림책 서평은 대부분은 어린이 도서 서평에 포함되어 생산된다. 서평매체에 실린 그림책 

서평 수는 <표 2>과 같이 총 924편이다. 동화읽는어른의 경우 1993년에 ‘그림동화 비평’ 
으로 그림책 서평 2편 이후 오랫동안 동화를 위주로 한 서평에서 2001년부터 다시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서평이 나타났다. 2001년부터 동화읽는모임, 2002년부터 열린어린이, 
2004년부터 기획회의가 그림책 서평을 꾸준히 생산하였다. 2010년 창간된 학교도서관저

널에 수록된 그림책 서평량은 다른 서평 잡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열린어

린이, 기획회의가 많았다. 

잡지 중 서평문화, 동화읽는가족과 같은 발행이 중단된 잡지도 있지만,  2006년 이후 

최근 2012년까지 그림책 서평을 수록한 잡지 수도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서평의 생산량도 

많아졌다.

　연도
잡지명(창간년도)

소계 199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평문화(1991) 17 　 1 　 1 2 5 3 3 2 　 　 　 　

동화읽는어른(1992) 95 2 1 3 　 7 11 3 　 12 8 11 20 17

열린어린이(2002) 218 　 　 　3 39 37 23 17 21 21 17 14 12 14

창비어린이(2003) 9 　 　 　 　 　 　 　 　 　 1 1 3 4

동화읽는가족(2003) 6 　 　 　 　 　 5 　 1 　 　 　 　 　

기획회의(2004) 97 　 　 　 　 5 11 12 11 12 11 12 12 11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2005) 21 　 　 　 　 　 　 　 4 3 2 4 2 6

어린이와 문학(2005) 13 　 　 　 　 　 　 　 1 5 2 1 2 2

도서관이야기(2007) 18 　 　 　 　 　 　 　 　 1 3 5 5 4

어린이책 이야기(2008) 40 　 　 　 　 　 　 　 　 7 9 7 8 9

라이브러리 & 리브로(2009) 8 　 　 　 　 　 　 　 　 　 　 　 4 4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2009)

71 　 　 　 　 　 　 　 　 　 20 15 14 22

학교도서관저널(2010) 311 　 　 　 　 　 　 　 　 　 　 100 107 104

합계 924 2 2 6 40 51 55 35 41 63 73 170 189 197

<표 2> 매체별 그림책 서평 수의 연도별 현황



우리나라 그림책 서평의 변천과정 분석  15

- 179 -

나. 서평자 직업 

매체별로 서평을 작성하는 직업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평매체의 발행성격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서평자 직업에서 서평매체에 가장 골고루 참여한 직업은 아동문학 평론

가이다. 서평문화는 교수와 아동문학 평론가, 동화읽는어른은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열린어린이는 오픈키드나 열린어린이 직원과 그림책 작가, 동화읽는가족, 기획회의, 
어린이와 문학, 어린이책 이야기, 라이브러리 & 리브로는 아동문학 평론가가 가장 많

았다.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은 아동문학 평론가, 사서나 사서교사가 많았으며, 813.8 사

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는 사서나 사서교사가 100%이었다. 학교도서관저널은 사서나 사

서교사가 작성한 서평이 48%로 가장 많았고 교사, 교수나 대학강사, 독서클럽 회원 등 다양

한 직업의 서평자가 골고루 활동하였다.

서평자 직업 중 사서나 사서교사의 경우는 2007년 이후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도서관 

이야기,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학교도서관저널이 발행되면서 늦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직업

잡지명(창간년도)
소계

사서
(교사)

교사
교수나 
대학
강사

주부나 
학부모

기자
그림책 
작가

아동
문학 

평론가

어린이
책 

편집자

독서
클럽 및 
단체 
회원

동화
작가

기타

서평문화(1991) 17 1 7 1 7 1

동화읽는어른(1992) 95 95

열린어린이(2002) 218 16 25 23 146 3 5

창비어린이(2003) 9 1 1 1 2 2 1 1

동화읽는가족(2003) 6 6

기획회의(2004) 97 97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2005)

21 6 2 1 7 2 3

어린이와 문학(2005) 13 1 1 2 9

도서관이야기(2007) 18 5 3 1 3 2 4

어린이책 이야기(2008) 40 4 4 32

라이브러리 & 리브로
(2009)

8 8

813.8 사서, 어린이책
을 말하다(2009)

71 71

학교도서관저널(2010) 311 161 85 25 11 5 1 20 3

합계 924 243 113 40 12 1 37 194 149 115 8 12

<표 3> 매체별 서평자 직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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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책 서평의 변천상 주요 특징 

지금까지 그림책 서평을 담고 있는 서평매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그림책 서평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는 성인도서 위주의 전문서평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말 기준 전국

의 공공도서관은 231개관이었다. 

1990년대는 그림책 서평이 어린이도서연구회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어린

이 도서의 출판량이 증가되고 관심이 고조되면서 신문사와 단체에서 서평활동이 시작된 시기

이다. 어린이 도서의 출판량이 증가되고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린이전문서점이 성장하고 어린

이책 전문 출판사가 등장하였다. 2000년말 기준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420개관이었다. 

2000년대 전반기는 출판사와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어린이 도서 서평지를 발행하기 시작

했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터넷 서점의 독자서평 블로그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신

문사의 북 섹션 발행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신규 건립되어 도서관

의 발전도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 어린이도서연구회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사서 대상 독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도서에 대해 권위있는 기관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갔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005년 말 514개관이었으며, 2004년부터 정부지

원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5년까지 25개관이 조성되었다. 어린

이도서관은 이시기에 건립된 기적의 도서관 8개관을 포함하여 16개관이었다.  

2006년 이후 시기의 주요 특징은 2006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개관과 더불어 우리

나라 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도서관에서 발행되는 잡지에서 서평이 등

장하고 사서들이 본격적으로 서평을 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수가 2012년 말 

828개관으로 급증하였으며, 정부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44개관

이 조성, 지원되었다. 어린이도서관은 83개관이었다. 그림책 서평을 다루고 있는 서평 매체는 

전문서평지, 문학지가 제일 많았으며, 신문사의 북 섹션은 서평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인터넷

의 발달로 인터넷 서점을 통한 블로그 운영과 독자가 참여하는 서평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서평은 성인서를 위주로 하다가 어린이 도서와 그림책에 대한 서평이 나중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시민단체나 출판사, 문학잡지에서 그림책 서평을 먼저 발간하기 시작

했다. 아직까지 그림책 전문 서평지는 없고 어린이 도서 내 그림책 서평을 발간하는데 대표적

으로 2001년부터 동화읽는어른과  2002년 12월부터 열린어린이가 꾸준히 그림책 서평

을 생산하였다. 출판 관련 잡지로는 기획회의가 2004년부터 성인서와 함께 그림책 서평을 

포함한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학교도서관저널은 다른 매체에 

비하여 2010년에 창간되어 늦은 출발을 보였지만, 서평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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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을 작성하는 주체는 시민단체, 출판사, 신문사, 서점, 문학단체, 도서관 등이며 아동문학 

평론가, 작가, 기자, 사서,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의 서평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 중 아동문학 

평론가는 그림책 서평의 주요 참여자로 꾸준히 활동하였다. 어린이 도서나 그림책 서평을 다루

고 있는 매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 이후부터 최근 2012년까지는 공공도서

관과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건립된 시기이면서, 도서관 발행의 서평매체와 사서나 

사서교사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도서관이야기,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학교도서관저널과 같은 도서관과 사서의 서평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띈다.

Ⅴ. 결론 및 제언

100년 전부터 어린이 도서에 대한 전문 서평지가 발달한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그림

책 서평의 역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좋은 책을 어린이에게 제공하고자 

‘어린이도서연구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추천도서와 서평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이후 문학단

체, 출판사, 신문사에서 그림책 서평의 주도적 주체로 활동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발달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활발해졌고, 그동안 그림책을 포함한 어린이 도서 정보제공의 핵심기

관으로 도서관과 사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도서관과 사서가 주

축이 된 서평의 전문가 그룹과 달리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사서 주도의 서평은 2007년 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공정자 2014, 349).

국내에서 도서관과 사서 주도의 서평은 비교적 늦게 나타났지만, 사서는 서평 작성자로 독

자의 요구와 수준을 가장 잘 이해하며, 저자나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많은 사서들이 담당분야에서의 오랜 실무경험과 재교육을 통해 주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김상호 1994, 254-255). 무엇보다 책을 안내하고 비평하는 활동은 도서관

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며 사서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일(조월례 2013, 29)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과 사서들이 서평가 그룹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서가 그림책 서평을 통하여 정보 생산자로

서 전문영역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아동문학 평론가

가 그림책 서평의 생산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우수한 서평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학

적, 미술적 배경지식과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사서가 우수한 그림책 서평을 생산하기 위하

여 문헌정보학과 내에 어린이 자료와 서평에 대한 교과과정, 현직 사서의 서평에 대한 계속 

교육과정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과 사서가 중심이 되어 그림책 서평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평매체의 서평 생산량은 학교도서관저널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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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나 아직까지 도서관 신간도서 수서 시 출판량에 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서평량이 부족

하다. 자료 수집 시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폭넓은 주제와 도서를 대상으로 

서평이 더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 주도의 서평 정보를 사서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도서관 주도의 서평매체라도 서평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는 도서관이야기, 학교도서관저널 등 각 서평매체를 개별적으로 검색하여야 한다. 국립중

앙도서관 같은 기관의 주도로 각급 도서관의 사서가 참여하며 공유할 수 있는 서평전문지가 

발행되고, 웹상에서 수시로 사서들이 서평자료를 공유할 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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