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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 은 지난 20년 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 동향을 2000년 와 2010년 로 나 어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 4  학회지에서 수집한 련 논문 489편의 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NetMiner4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첫째, 2000년 의 경우 ‘공공도서 ’,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 ’ 등이 빈도분석, 연결 심성, 매개 심성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의 경우 ‘독서교육’, ‘학교도서 ’, ‘어린이’, ‘청소년’, ‘공공도서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2000년 는 독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한 정책  제도 개선, 도서  인 라 구축, 독서운동을 통한 독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면 2010년 에는 2000년  노력과 연구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독서 연구와 다양하고 세부 인 

독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4차 산업 명 시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시  

요청에 부응하기 해 공공도서 , 학교도서  등 특정 종 도서  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연구와 문 이고 심도 깊은 학제  연구, 장과 학계의 활발한 공동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독서, 연구 동향,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심성, 매개 심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trend of reading research in Korea’s 

LIS Fields in the past 20 years, divided into the 2000s and 2010s, by establishing a keyword network. 

To achieve this purpose,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489 related articles in the four major journals 

in the LIS field sourced from the Korean Journal Citation Index (KCI) and then analyzed using NetMiner4.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2000s, ‘Public Library’, ‘Bibliotherapy’, 

‘Reading Education’, and ‘School Library’ showed high values of Frequency Analysis,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In the 2010s, ‘Reading Education’, ‘School Library’, ‘Children’, ‘Adolescents’, 

and ‘Public Library’ showed high values of the aforementioned measures. Second, in the 2000s, the 

establishment of library infrastructure for reading and reading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policies 

and systems, and reading research through the reading movement were actively conducted. In the 2010s, 

based on the work and research done in the 2000s, customized user reading studies and various detailed 

reading research were conducted. Third,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for the restoration of humanity 

with creativity and imagin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ading research and professional 

in-depth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various environments beyond public and school librarie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active joint research between the field and academia are needed.

KEYWORDS : Reading, Reseach Trends, Network Analysis, Keyword Network,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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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 명 시 의 도래를 선언하면서 인류체제 자체가 변할 것이라고 

고했다. 4차 산업 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발되는 연결 기반의 지능화 

명”이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0년, COVID-19으로 인해  세계가 사이버 세계로의 편입이 

물살을 타면서 4차 산업 명의 속도와 범 는 상상을 월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의 언이 이 게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슈밥은 앙일보와의 인터뷰(2017.4.27)에서 “4차 산업 명을 한 핵심기술은 인간다움”이라

고 언 했다. 4차 산업 명 역시 인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에서 인간 심의 명이 되도록 

이 시 에 필요한 창의 이고 비 이며, 문제해결력을 가지면서(신민식 2019, 153-154) 건강한 

정신과 윤리의식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하겠다.

슈밥은 이어서 인간다움을 함양하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은 독서와 술( 앙일보 2017.4.27)

이라고 강조했다. 아동발달학과 교수이자 독서와언어연구센터 소장인 매리언 울 는 독서에 해 

“주어진 정보를 뛰어넘어 아름답고 훌륭한 무한히 많은 사고를 창조하게 해 다”(Wolf 2009, 33)

고 말했다. 장령령과 홍 진(2014, 296)은 독서는 “단순히 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 뿐 아니라 

창의력, 상상력, 자기문제해결능력, 평생학습능력, 건강한 심리  정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다.”고 언 했다. 책 읽는 기계라고 일컬었던 앨빈 토 러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 도서

이었다며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독서에서 나온다고 한 빌 게이츠의 말은 유명하다.

독서의 요성을 알고 학교 체 혹은 학과 차원의 커리큘럼을 만든 곳이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의무교육 13년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자마자 도서 에 가서 책을 빌려 읽고 요약문을 제출

하면 사서교사는 해마다 학생의 독서리스트와 요약문을 통계내고 추천도서를 안내해 다.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은 독서능력은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황 숙 

2005b, 46). 미국의 독서 명문 세인트존스 학교의 커리큘럼은 4년 동안 인문고  100권을 읽고 

토론하며 독서노트 100권을 제출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한국 KAIST는 4차 산업 명 시  교육과 

인재양성에 한 국가  과제에 처하기 해 설립한 융합기 학부에서 교육실험에 나선다고 발표

했다. 2021년 1학기부터 학 을 없애고 졸업 요건으로 우주, 자연, 인간, 사회. 기술, 술 등에 

한 명  100권을 읽고 서평을 쓰거나 동 상을 제작하게 한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0.10.13).

이처럼 독서가 다시 한 번 요하게 부각되는 시 에 독서 분야 연구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김민채 김 환 2016, 7) 통 으로 책과 독서에 강한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 동향을 악하

는 것은 시의 하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는 1999년 12월 니엄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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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  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서 종합발 계획의 수립  시행을 직  지시한 이후(이재

경 2017, 1) 국가 으로 다양한 정책과 인 라를 구축하고 독서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양  

질 인 발 을 가져왔다. 

그동안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독서 연구 동향에 한 선행연구는 독서 분야 연구 동향(김  

2011; 2015; 변회균 2013; 김종성 2013; 정령령, 홍 진 2014)과 국내 독서치료,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등 독서분야 특정 역의 연구 동향이 있었다(황 숙 2005; 한복희 2007; 김소희, 

서혜란 2017). 이상의 선행연구들 부분은 체 학문 분야를 상으로 하거나 문헌정보학 분야

와 타 학문분야를 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경향을 분석한 경우는 

연구시 이 오래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도서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 폭발

인 지식 정보의 증가, 학문간 융합연구 등으로 변하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 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지난 20년 간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독서 련 연구를 10년 단 로 나 어 

자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시기별(2000년 와 2010년 )로 비교 분석하여 거시 이고 

총제 인 연구 동향과 함께 해당 시기 핵심 연구주제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Ⅱ. 선행연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로 한정하여 독서  독서 분야 특정 역 연구 동향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소희, 서혜란(2017)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국어교육학 분야 독서연구 경향을 정량분석  내

용분석을 통하여 비교하 다. 련 학술지 6개의 창간호부터 2016년까지 논문 138편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량 측면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많은 논문이 발표 고, 유형별로는 도서

활용수업과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 로그램 련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2015)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100년간(1914-2014) 국외 문헌정보학 분야 독

서  독서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 다. 문헌정보학 분야 표  학술 DB LISTA에서 검색한 

논문 2,115편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10년  이후 국외 독서  독서교육 연구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  어들면서 양  질  성장과 더불어 연구주제가 

확장되고 세분화되었다. 한 1990년  후반부터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지식습득  재생산 방향

으로 변화되었고 디지털 형식 자료에 한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향후 연구과제로 정보학 이론 

 기법의 용, 다양한 독자유형과 자책, 모바일 기기 등 새로운 자료 유형, 정보활용 측면의 

도서  서비스에 한 연구를 제시했다. 한 교육학, 심리학, 언어학 등 타학문분야 문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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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등을 분석 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 다.

장령령, 홍 진(2014)은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추출

한 독서 분야 학술지 논문 838편, 56개 키워드를 상으로 군집분석, 다차원척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용하 다. 그 결과 독서 분야는 독서운동, 독서교육의 이론, 독서요법, 독서교육 등 4개의 

큰 주제와 독서진흥, 독서운동, 독서정책, 독서능력, 독서본질, 독서자료, 독서론, 독서동기, 독서요

법, 자아존 감, 독서교육 등 11개 하  주제로 구분하여 나타났다. 한 독서분야 연구 동향이 

독서교육의 이론에서 독서 본질에 한 탐구, 독서 로그램  독서 운동 범 의 확장, 상과 

형식의 다양성 등 심도 있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종성(2013)은 정량분석  내용 근 방법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 경향을 연구

하 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등 문헌정보학 분야 

3  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독서분야 논문 191편을 상으로 연도별, 학회지, 연구형태

와 연구자 황, 주제별, 연구 방법 등의 기 으로 분석하 다. 발 을 한 과제로 독서이론에 

한 연구 확 , 독서의 사회  이슈의 연구에 한 주도성 강화, 정량  연구방법 일변도에 한 

연구 방법론의 실성 제고 등을 제안하 다.

변희균(2013)은 키워드 로 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독서분야 지 구조를 생성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은 DBPIA에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독서 키워드로 추출한 1,574건의 연속간행물 

 상  3개 학문 분야, 문헌정보학, 한국문학, 교육학 분야를 상으로 분야별 특징, 연구방향 

등을 분석한 후 교육학 분야와 공동연구,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독서 련 연구들을 도서 을 기반으

로 한 장에 용한 연구를 제안하 다. 

김 (2011)은 자 로 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독서  독서교육 연구 역  동향을 

악하 다. DBPIA와 RISS4U(RISS)에서 검색한 연속간행물 기사(1,465건:1935-2011)와 학

술지 논문(652건:2000-2011)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가 생산성과 다양성, 질  

측면에서 우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 독서이론 연구, 독서 자료 개발 

 용,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제안하 다. 

한복희(2007)는 국회도서 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장 학 논문을 상으로 청소년 독서치료 

로그램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총 53편의 논문을 상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 학교, 도서  등 

다양한 장에서 학제  주제의 독서치료를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생산성 측면에서

는 교육 학원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이어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많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숙(2005)은 국회도서  DB를 통해 검색한 단행본, 학 논문, 학술지 논문 153편을 상으

로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연도별, 학문 역별, 상자별, 연구유형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가 체의 47.7%로 가장 활발하고 이어 교육학 17.6%, 

유아․아동학 분야 15.7%, 상담심리학 분야 9.2% 순으로 수행되었다. 한 독서치료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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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이 57.6%, 청소년과 성인이 각각 21.2%로 연구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독서 분야  독서 분야 특정 역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부분 체 학문 분야를 상으로 하거나 문헌정보학 분야와 타 학문분야를 상으로 

비교 분석하 다. 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 역시 연구 시 이 오래되

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 간 다양한 도서   독서진흥정책 시행, 지식정보의 폭발

 증가, 연구 심의 학제 개편 등에 따라 변하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 동향을 악

하고 시기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도) 제목 연구 상 연구방법 

김소희, 서혜란

(2017)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문헌정보학분야와 국어교육학 분야 6개 

학술지 창간호-2016년 논문 138편 
정량분석  내용분석 

김

(2015)

국외 독서  독서교육 연구동향 분

석: 문헌정보학 분야를 심으로

학술DB LISTA 1914년- 2014년 100년간 

논문 2115편 
텍스트마이닝 기법 

장령령, 홍 진

(2014)

학술지 요도와 키워드 순서를 고

려한 단어동시출  분석을 이용한 

독서분야의 지 구조 분석

KCI 추출 2003년-2012년 10년간 학술지 

논문 838편 

단어동시출 분석(군

집분석, 다차원척도분

석  네트워크 분석)

김종성

(2013)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의 경향

과 과제

문헌정보학분야 3  학회지 창간호-2012년 

학술논문 191편

정량분석  내용 근

방법

변희균

(2013)

키워드 로 일링을 통한

분야별 국내독서 연구방향 분석

DBPIA 문헌정보학, 한국문학, 교육학 분

야 1998년-2012년 연속간행물 1574건
키워드 로 일링 기법

김

(2011)

자 로 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

내 독서 연구 역 분석

DBPIA와 RISS 추출 

연속간행물 기사(1465건:1935-2011), 

학술지 논문(652건:2000-2011)

자 로 일링 

한복희

(2007)

청소년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

연구

국회도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장 

학 논문  해당 주제 53편
내용분석

황 숙

(2005)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국회도서 DB 검색 단행본 학 논문, 

학술논문 등 153편
정량분석

<표 1>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독서  독서분야 특정 역 연구 동향 선행연구

Ⅲ. 연구 설계

1. 분석 상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 동향을 2000년

(2001-2010)와 2010년 (2011-2020)로 나 어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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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독서’를 입력하여 검색된 논문  문헌정보학 분야 4  학술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에 지난 20년 간 게재된 논문을 추출하 다. 그  자 키워드가 없거나 본 연구와 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고 총 489편의 논문과 1,461개의 자 키워드(2000년  논문 178편․ 자 키워드 

481개, 2010년  논문 313편․ 자 키워드 980개)를 최종 분석 상으로 삼았다. 분석 상 논문

의 연도별 편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논문 편수  추이 

연도별 논문 편수  추이를 보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는 도서   독서문화진흥정책

의 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시행된 학교도서 활성화종합방안(2003-2007), 
2009년부터 5년 단 로 동시에 시행된 도서 발 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정책,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 2011년  등독서활성화 방안 시행 등으로 논문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서 발 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정책,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의 2차 

정책이 시작되는 2014년에는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 논문 41편이 발표돼 역  최  생산량을 

기록하 다. 

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계

2000년 93 54 33 8 178

2010년 129 73 88 24 313

계 213 (43.5%) 127 (26.0%) 117 (24.0%) 32 (6.5%) 489(100)

<표 2> 학술지별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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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별 논문 수록 편수는 <표 2>와 같다. 학술지별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체 으로 한국도

서 ․정보학회지에 213편이 수록돼 있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독서 연구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시기별로 나 어 학술지별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2000년 에는 한국도서 ․정보

학회지 93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편, 정보 리학회지 8편 

등으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 2010년 에는 한국도서 ․정보학

회지 129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88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73편, 정보 리학회지 24편이 

수록되었는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게재율이 2000년  비 크게 상승했다. 학술지별 논문 수록 

황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서 분야 연구자의 투고 선호 학술지를 알 수 있다(김종

성 2013, 105). 

2. 분석 방법

국내 독서분야 학술논문의 자 키워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 부여한 각 논문의 자 키워드를 선정한다. 

둘째, 수집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정제작업을 거쳐 표 화한다.

1) 키워드 교정 작업을 한 후 모든 키워드는 띄어쓰기를 없애서 동일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로 

처리되는 것을 막는다.

2) 검색어로 사용한 ‘독서’는 분석 상에서 제외한다.

3) 특정지명이나 국가명은 분석 상에서 제외한다. ) 서울시, 성북구, 한국, 시애틀 리즈 등은 

분석 상에서 제외한다. 

4) 동일한 의미로 쓰인 유사어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한다. )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태도’, ‘자기주도학습’은 ‘자기주도학습’으로 통일한다. 

‘독서회’, ‘독서동아리’는 ‘독서동아리’로 통일한다. ‘독서진흥’, ‘독서문화진흥’은 ‘독서문화진

흥’으로 통일한다. ‘정보취약계층’, ‘지식정보취약계층’, ‘소외계층’은 도서 법 제43조에 의거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 통일한다. ‘독서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를 ‘정보리터러시’로 통일

한다. ‘지역사회독서운동’, ‘지역사회운동’은 ‘지역사회독서운동’으로 통일한다. ‘ 독서운

동’, ‘지역사회 독서운동’, ‘독서 화운동’은 ‘독서 화운동’으로 통일한다. ‘독서지

도’, ‘독서교육’은 ‘독서교육’으로 통일한다. 

5) 동일한 정책의 여러 표기들은 공식 명칭으로 통일한다. ) ‘한책, 한도시’운동,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한도시독서운동’ 등은 ‘‘한책한도시’독서운동’으로 통일한다. 

6) 이용자층의 경우 도서 발 종합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에 나오는 생애주기 용어로 

통일한다. ‘ 등학생’, ‘어린이’, ‘아동’은 ‘어린이’로 통일하고. ‘미취학 아동’, ‘유아’, ‘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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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로’ 통일하며 ‘ 학생’, ‘고등학생’, ‘여고생’은 ‘청소년’으로 통일하고 ‘ 년기’, ‘주부’, 

‘성인’, ‘ 년 여성’, ‘일반인’, ‘일반’은 ‘장년’으로 일치시킨다. ‘노년기’, ‘노인’, ‘어르신’, ‘고령

자’는 ‘노년’으로 통일한다. 다만 ‘청년’의 경우 학생 이외의 청년에 한 연구가 없기 때문

에 ‘ 학생’, ‘여 생’은 ‘ 학생’으로 통일한다. 

구분 작업 작업 후

삭제
∙독서

∙서울시, 성북구, 한국, 시애틀 리즈 등
∙삭제

유사어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태도, 자기주도학습

∙독서회, 독서동아리

∙독서진흥, 독서문화진흥

∙정보취약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 소외계층

∙독서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

∙지역사회 독서운동, 지역사회 운동 

∙ 독서운동, 독서 화 운동 

∙독서지도, 독서교육

∙자기주도학습

∙독서동아리

∙독서문화진흥

∙지식정보취약계층

∙정보리터러시

∙지역사회독서운동

∙독서 화운동

∙독서교육

공식명칭 통일 ∙‘한책,한도시’운동,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한도시독서운동’ ∙‘한책한도시’독서운동

이용자층 

∙미취학 아동, 유아, 아

∙ 등학생, 어린이, 아동

∙ 학생, 고등학생, 여고생

∙ 학생, 여 생

∙ 년기, 주부, 성인, 년 여성, 일반인, 일반

∙노년기, 노인, 어르신, 고령자

∙ 유아

∙어린이 

∙청소년 

∙ 학생

∙장년

∙노년

<표 3> 키워드 정제작업과 사례 

Ⅳ. 분석 결과

1. 빈도 분석

표 화 과정을 통해 분석 상으로 선정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자 키워드는 

2000년  논문 176편에서 추출된 총 481개이고, 2010년  논문 313편에서 추출한 총 980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00년  논문과 2010년  논문의 빈도분석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2000년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 ‘공공도서 ’이 46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이어 ‘독서치료’가 

36회, ‘독서교육’이 36회, ‘학교도서 ’이 29회, ‘어린이’가 18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을 통한 독서교육과 독서치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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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 ‘독서교육’이 60회로 출 빈도가 가장 높았고 ‘학교도서 ’이 

52회, ‘어린이’가 41회, ‘공공도서 ’이 36회, ‘독서치료’가 34회, ‘청소년’, ‘독서 로그램’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상으로 독서 로그램

을 통한 독서교육  독서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와 2010년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도서 ’,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 ’, ‘어린이’, ‘청소년’, ‘‘한책한도시’독서운동’, ‘독서문화진흥’, ‘사서교사’, ‘독서 로그

램’, ‘ 학생’ 등의 키워드가 동시에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들  ‘학교도서 ’, ‘어린이’, ‘청소년’, 

‘사서교사’는 2000년 보다 2010년 의 순 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에 보 던 ‘지역

사회독서운동’, ‘독서운동’, ‘도서 정책’ 등이 2010년  순 에서는 보이지 않고, 2010년  순 권

에 진입한 키워드는 ‘독서태도’, ‘장애인’, ‘독서문화’ 등으로 나타났다. 

순서 2000년 (2001-2010) 키워드 수 2010년 (2011-2020) 키워드 수

1 공공도서 46 독서교육 60

2 독서치료 36 학교도서 52

3 독서교육 36 어린이 41

4 학교도서 29 공공도서 36

5 어린이 18 독서치료 34

6 독서치료 로그램 10 청소년 30

7 청소년 9 독서 로그램 25

8 ‘한책한도시’독서운동 8 사서교사 25

9 독서문화진흥 8 독서태도 16

10 지역사회독서운동 7 독서문화진흥 12

11 사서교사 7 장애인 11

12 독서 로그램 7 성격유형 10

13 독서운동 6 ‘한책한도시’독서운동 9

14 학생 6 학생 9

15 도서 정책 6 독서문화 9

<표 4> 상  15개 출  키워드

2. 키워드 네트워크

2000년  논문의 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481개의 노드와 1,520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2010년  논문의 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980개의 노드와 1,652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2>, 

<그림 3> 참조).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명확하게 표 하고자 3회 이상 출 한 키워드(상  10%)

로 제한하여 <그림 4>, <그림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키워드 네트워크를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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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0년  체 키워드네트워크 <그림 3> 2010년  체 키워드네트워크

2000년  논문의 경우(그림 4), ‘공공도서 ’, ‘독서치료’, ‘독서교육’을 심으로 네트워크를 이

루고 있다. ‘공공도서 ’을 심으로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 등의 세부 역과 연결되어 

있고 ‘독서치료’를 심으로 ‘공공도서 ’, ‘ 학생’, ‘노년’, ‘장년’, ‘스트 스’ 등의 세부 역과 링크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생, 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용자를 상으로 한 독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독서교육’을 심

으로 ‘공공도서 ’, ‘어린이’, ‘독서정책’ 등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2000년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3회 이상 출 )

<그림 5> 2010년  키워드 네트워크 

(3회 이상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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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논문의 경우(그림 5), ‘독서교육’, ‘학교도서 ’, ‘어린이’의 키워드가 심이 된 네트워

크 구조를 볼 수 있다. ‘독서교육’은 ‘성격유형’, ‘청소년’, ‘어린이’로 연결되어 있고, ‘어린이’는 ‘어

린이도서 ’, ‘공공도서 ’, ‘독서교육’ 등과 연결되어 있다. 2000년 와 더불어 공공도서 을 심

으로 한 어린이 독서교육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 ’은 ‘사서교사’, ‘독서 략’, ‘청소

년’ 등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독서치료’와 련된 세부 역의 연구는 체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키워드 의 동시출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2000년  논문의 경우 ‘독서교육’과 ‘학

교도서 ’이 높은 연계성을 보 다. 체 키워드  상  빈도로 조사되었던 을 고려하 을 때, 

키워드 간의 연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  논문의 경우 ‘사사교사’와 ‘학교도서 ’ 

간의 동시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도서 에서 사서교사의 역할과 요성에 

한 연구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성격유형과 에니어그램 간의 출 빈도가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다양한 성격유형 검사  에니어그램에 편 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서
2000년 (2001-2010) 2010년 (2011-2020)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1 독서교육 학교도서 11 사서교사 학교도서 19

2 독서치료 독서치료 로그램 9 독서교육 학교도서 18

3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독서운동 6 어린이 독서 로그램 10

4 독서치료 공공도서 6 어린이 독서교육 9

5 어린이 공공도서 5 공공도서 독서 로그램 9

6 공공도서 독서치료 로그램 5 어린이 공공도서 8

7 공공도서 독서문화진흥 5 독서치료 독서치료 로그램 7

8 공공도서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5 청소년 독서교육 6

9 공공도서 지역사회독서운동 5 성격유형 독서교육 6

10 독서교육 독서치료 5 성격유형 에니어그램 6

11 독서교육 도서 5 독서교육 독서 로그램 6

12 학교도서 사서교사 5
‘한책한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독서운동 6

13 독서운동 공공도서 4 청소년 학교도서 5

14 공공도서 유아 4 독서교육 사서교사 5

15 공공도서 청소년 4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
어린이 4

<표 5> 노드 간의 동시출  빈도(Weight) (상  15개)

2000년 와 2010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구체  특성은 아래의 분석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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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

‘연결 심성’ 분석은 연결 심성 수치를 통해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얼마나 연결된 링크

를 갖고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로(임유

경 2020, 38; 이성신 2016, 392), 연결 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이 많고 다른 키워드에 미치는 

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은 3회 이상 출 한 키워드들의 연결 심성을 나타낸 것이고, 

이를 토 로 <그림 6>, <그림 7>과 같이 표 하 다. 연결 심성 값에서 노드의 크기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크고, 링크가 굵게 표 된 것은 노드 간의 연계 정도를 나타내는 Weight값이 높을수록 

굵게 표 된다. 노드가 크고 링크가 굵다는 것은 키워드 의 동시 출  빈도가 높다는 뜻이다.

순 2000년 (2001-2010)
Degree 

Centrality
2010년 (2011-2020)

Degree 

Centrality

1 공공도서 0.0375 독서교육 0.011236

2 독서치료 0.027083 어린이 0.011236

3 독서교육 0.014583 청소년 0.008172

4 학교도서 0.008333 학교도서 0.00715

5 독서경향 0.00625 성격유형 0.006129

6 독서 화운동 0.00625 독서 로그램 0.005107

7 도서 0.00625 독서치료 0.005107

8 독서치료 로그램 0.00625 공공도서 0.004086

9 장년 0.00625 정보활용교육 0.003064

10 어린이 0.00625 사서교사 0.003064

11 독자상담 0.004167 독서성향 0.003064

12 청소년 0.004167 독서문화진흥 로그램 0.003064

13 자아존 감 0.00416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0.003064

14 유아 0.004167 정보활용능력 0.002043

15 북스타트 0.004167 에니어그램 0.002043

<표 6> 키워드의 연결 심성 값 (3회 이상 출  상  15개)

(1) 2000년  논문의 연결 심성

2000년  논문의 연결 심성(그림 6)은 ‘공공도서 ’이 가장 높고 다른 키워드들과 가장 많은 

연결 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 연결 심성은 ‘독서치료’, ‘독서교육’ 순으로 높게 나타나 향력

이 높은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공도서 ’은 ‘독서문화진흥’, ‘독서운동’, ‘도서 정책’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00년  들어서 시행된 도서   독서문화진흥, 학교도서 에 한 

다양한 정책에 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인 논문으로 노동조(2007)

의 도서 발 종합계획(2003-2011)에 한 타당성 평가에 한 연구가 있다. 

노드 간 연결된 링크는 ‘독서교육’과 ‘학교도서 ’의 선이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표 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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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키워드 의 동시출  빈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표 인 논문으로 

이병기(2008)의 학교도서  심의 독서교육을 한 독서 략 범주화에 한 연구가 있다. 

한편, 상 으로 높은 출  빈도를 나타냈던 ‘‘한책한도시’ 독서운동’의 연결 심성은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책한도시’ 독서운동’이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

이 있음을 보여 다. 

(2) 2010년  논문의 연결 심성

2010년  논문의 연결 심성(그림 7)은 ‘독서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어린이’, ‘청

소년’, ‘학교도서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0년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는 어린

이, 청소년 상 독서교육이 가장 요한 연구주제 음을 보여 다. 노드 간 연결된 링크는 ‘독서

교육’과 ‘학교도서 ’,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의 선이 굵게 표시되어 있다. 이는 학교도서 에서 

다양한 독서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인 논문으로 서진원(2013)의 

학교도서 에서 독서 략들과 창의성 기법들을 유형화하여 독서교육에 융합한 연구와 변우열, 

송기호(2014)의 창의  쓰기를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용 학습독서 략개발에 한 연구

가 있다.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에 한 논문으로는 이연옥(2020)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사서교사 역할  자질에 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가 있다. 

<그림 6> 2000년  논문의 연결 심성 

네트워크 (3회 이상 출 ) 

<그림 7> 2010년  논문의 연결 심성 

네트워크 (3회 이상 출 ) 

2000년  논문의 연결 심성과 비교해 보면 ‘성격유형’, ‘사서교사’, ‘독서성향’ 등이 2010년 에 

새롭게 진입하 는데 이는 성격유형 혹은 독서성향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독서교육 연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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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으로 인지발달에 따른 학교도서  이용과 독서성향을 연구한 

이은경과 김기 (2017)의 논문이 있다. 한편, ‘장년’과 ‘ 유아’ 키워드가 2010년  순 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  연결 심성 값이 1 던 공공도서 이 2010년  연구에서 

8 로 하락한데서도 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상 공공도서  독서 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연구논문이 어든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

매개 심성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키워드들 사이의 개 역할”을 하는 ‘매개 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을 연결해 주고 서로 다른 하 주제로 확장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뜻이며, 

새로운 연구주제 탐색, 통섭  연구 주제선정 시 매개 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통해 쉽게 근할 

수 있다(이성신 2016, 395; 임유경 2020, 46). <표 7>은 키워드들의 매개 심성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토 로 <그림 8>, <그림 9>와 같이 표 하 다.

순 2000년 (2001-2010)
Node 

Betweenness 
2010년 (2011-2020)

Node 

Betweenness

1 공공도서 0.628342 독서교육 0.000247

2 독서치료 0.491087 어린이 0.000215

3 독서교육 0.245989 학교도서 0.000112

4 학교도서 0.115865 청소년 0.000102

5 독자상담 0.058824 독서 로그램 0.000061

6 자아존 감 0.058824 성격유형 0.00006

7 어린이 0.058824 공공도서 0.000055

8 정보서비스 0.000000 정보활용능력 0.000048

9 사회성 0.000000 독서문화진흥 0.000048

10 문화 로그램 0.000000 독서치료 0.000021

<표 7> 키워드의 매개 심성 값 (상  10개)

(1) 2000년  논문의 매개 심성

2000년  논문의 매개 심성(그림 8)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공공도서 ’으로 0.628342의 지수

를 보이며, 이어서 ‘독서치료’ 0.491087, ‘독서교육’ 0.245989, ‘학교도서 ’ 0.115865 순으로 나타나 

이들 키워드들이 서로 다른 하  주제로 확장하는 2000년  핵심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표 인 

논문으로 박 희와 정연경(2006)의 공공도서 의 어린이 독서치료 효과에 한 연구와 조미아

(2006)의 학교도서  독서교육이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친 향에 한 연구가 있다. 

한편, 2000년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비교  높은 순 의 빈도분석과 연결 심성 값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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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매개 심성 순 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 로, 체 키워드에서 낮은 빈도수를 보

던 ‘자아존 감’은 연결 심성과 함께 상 으로 매개 역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 감’이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와 련하여 서로 다른 하  주제들을 매개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독서가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으로 독서치료가 어린이의 사회성  자아존 감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김성희와 김송이(2008)의 연구가 있다. 

(2) 2010년  논문의 매개 심성

2010년  논문의 매개 심성(그림 9)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독서교육’으로 0.000247의 지수를 

보 고, 이어서 ‘어린이’ 0.000215, ‘학교도서 ’ 0.000112, ‘청소년’ 0.0001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결 심성도 높은 이들 키워드 ‘독서교육’, ‘어린이’, ‘학교도서 ’, ‘청소년’은 2010년  국내 문헌

정보학 독서 분야의 세부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매개하여 확장성이 큰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매개 심성 값에서 보이지 않았던 ‘청소년’의 경우 2010년 에는 일반 학생, 고등

학생뿐만 아니라, 쉼터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학교 부 응 청소년, 탈북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 상 독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8> 2000년  논문의 매개 심성 분석

(3회 이상 출 )

<그림 9> 2010년  논문의 매개 심성 분석

(3회 이상 출 )

2000년  매개 심성과 비교하여 에 띄는 변화는 ‘정보활용능력’이 순 권에 나타난 것이다. 

연결 심성 역시 높게 나타난 ‘정보활용능력’은 스마트 환경에서의 필수능력으로, 정보활용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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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역량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인 논문으로 송기호

(2017)의 정보처리모형을 이용한 등학교 도덕교과서의 수록 매체 분석과 정보활용능력 향상 

방안 연구와 박주 (2018)의 디지털 독서  정보리터러시 평가문항 분석을 통한 독서  정보서

비스의 방향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2000년 이후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독서 연구 

동향을 10년 단 (2000년 와 2010년 )로 나 어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범 로는 

한국학술지색인 KCI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  학술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서 독서 연구 489편을 상

으로 자가 부여한 키워드 1,461개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0년  논문의 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481개의 

노드와 1,520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2010년  논문의 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980개의 노드와 

1,652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2010년 로 어들면서 양  성장과 더불어 독서분

야의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경우, ‘공공도서 ’, ‘독서치료’, ‘독서교육’을 심으로 네트

워크를 이루고 있다. ‘공공도서 ’을 심으로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 등의 세부 역과 

연결되어 있고 ‘독서치료’를 심으로 ‘공공도서 ’, ‘ 학생’, ‘노년’, ‘장년’ 등의 세부 역과 링크

되어 있다. 이는 공공도서 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생, 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용자를 상으로 한 독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논문의 경우, ‘독서교육’, ‘학교도서 ’, ‘어린이’, ‘공공도서 ’의 키워드가 심이 된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독서교육’은 ‘성격유형’, ‘청소년’, ‘어린이’로 연결되어 있고, ‘어

린이’는 ‘어린이도서 ’, ‘공공도서 ’, ‘독서성향’ 등과 연결되어 있다. 2000년 와 더불어 어린이 

독서교육은 공공도서 을 심으로 한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빈도분석 결과 2000년  논문의 경우 ‘공공도서 ’,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 ’, 

‘어린이’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는 ‘독서교육’, ‘학교도서 ’, ‘어린이’, 

‘공공도서 ’, ‘독서치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와 2010년  논문의 빈도분석 결과를 비교

해 보면 ‘공공도서 ’,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 ’, ‘어린이’, ‘청소년’, ‘‘한책한도시’독서운

동’, ‘독서문화진흥’, ‘사서교사’, ‘독서 로그램’, ‘ 학생’ 등의 키워드가 동시에 높은 빈도를 나타

냈다. 이들  ‘학교도서 ’, ‘어린이’, ‘청소년’, ‘사서교사’는 2000년 보다 2010년  순 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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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에 보 던 ‘지역사회독서운동’, ‘독서운동’, ‘도서 정책’ 등이 2010년

 순 에는 나타나지 않고, 2010년  순 권에 진입한 키워드는 ‘독서태도’, ‘장애인’, ‘독서문화’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결 심성 분석 결과 2000년  논문의 연결 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공공도서 ’, ‘독

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 ’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을 통한 독서

치료  독서교육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 ’은 

‘독서문화진흥’, ‘독서운동’, ‘도서 정책’ 등 세부 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2000년  들어

서 시행된 도서   독서문화진흥, 학교도서 에 한 다양한 정책과 련된 연구들이 다수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 으로 높은 출  빈도를 나타냈던 ‘‘한책한도시’ 독서운동’의 연결

심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책한도시’ 독서운동’이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

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다. 2010년  논문의 연결 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독서교육’, 

‘어린이’, ‘청소년’, ‘학교도서 ’ 순으로 나타나 이들 키워드들이 2010년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

의 가장 요한 연구주제 음을 알 수 있다. 한 2010년  새롭게 진입한 연결 심성에는 ‘성격

유형’, ‘사서교사’, ‘독서성향’ 등이 있는데, 이는 성격유형 혹은 독서성향에 따른 맞춤형 독서교육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장년’과 ‘ 유아’ 키워드가 2010년  순 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는 2000년  연결 심성이 1 던 공공도서 이 2010년  연구에서 8 로 하락한데서도 

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들 상 공공도서  독서 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이에 한 연구논문이 어든 것에서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매개 심성 분석 결과 2000년  논문의 경우 매개 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공공도서 ’, 

‘독서치료’, ‘독서교육’, ‘학교도서 ’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빈도

와 연결 심성에서 순 에 있던 ‘청소년’은 매개 심성 순 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반 로, 체 

키워드에서 낮은 빈도수를 보 던 ‘자아존 감’은 연결 심성과 함께 상 으로 매개 역할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가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 주목해야 하는 

주제라는 것을 보여 다. 2010년  논문의 매개 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독서교육’, ‘어린이’, ‘학교

도서 ’,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연구의 연결 심성도 높은 이들 키워드 ‘독서교육’, 

‘어린이’, ‘학교도서 ’, ‘청소년’은 국내 문헌정보학 독서분야의 세부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매개

하는 즉 확장성이 큰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매개 심성 값에서 보이지 않았던 ‘청소

년’의 경우 2010년 에는 일반 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쉼터 청소년, 학교 부 응 청소년, 

탈북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주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 상 독서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  주요 변화로 연결 심성 역시 높았던 ‘정보활용능력’이 순 권에 나타난 것인데 이는 스마

트 환경에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독서역량을 배양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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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니엄을 앞두고 독서의 요성을 인식한 정부의 노력

으로 다양한 독서  도서  정책이 시행되었던 2000년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는 양질의 

독서  독서교육을 한 인 라 구축 등을 통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식을 고취하기 

한 독서운동 등에 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의 연구와 노력을 기반으로 

2010년 에 들어서는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독서연구, 특히 이용자  독자 심의 맞춤형 독서

교육 연구를 도서  기반 장에 용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 명시  AI기반 개인 맞춤형 독서교육과 효과성에 한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00년 의 경우 공공도서 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생, 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

에 걸쳐 다양한 이용자를 상으로 한 독서 연구가 에 띄지만 2010년 의 경우는 장년, 유아 

등이 순 권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을 상으로 하는 공공도서  독서 로그램이 장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 논문이 어든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계와 장의 공동연구를 통해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효과가 검증된 양질의 독서 교육을 

선순환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0년 와 2010년  두 시기에 걸쳐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이 빈도분석, 연결 심

성, 매개 심성 값 모두 최상 권에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연구는 

특정 종의 도서  심 특히  주도형 독서 연구 심이라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4차 산업 명 시  독서를 통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가진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시  요청에 부응

하기 해서 다양한 공간  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연구와 더불어 더욱 문성을 요하는 

학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동향 분석을 자키워드를 상으로 한 , 키워드 정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 이 다소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 문헌정보학 분야 4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상으로 하여 학 논문과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이 포함되지 않은  등과 같은 

제한 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국내 문헌정

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를 시기별로 비교하여 거시 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핵심주제와 확장성 

주제를 악해 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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