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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 동향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는 국어교육학 분야 6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16년 발행분까지 수록된 논문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련 논문 138편을 상으로 정량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1978년 처음 련 연구가 

게재되었지만 오랫동안 연구가 단되었다가 2002년부터 연구활동이 늘어나 2013년-2015년 사이에 가장 

많은 논문이 출 되었다. 독서 로그램 유형별로 보면,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

육) 련 연구가 44.9%로 가장 많았다. 학교도서  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흥미유발 로그램

에 한 연구는 었다.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에 한 향후 연구 방향으로 국어교육학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제간 융합연구, 장의 문제 을 반 하는 실증  로그램 개발, 학교도서 의 교육기능 강화를 한 교육과

정 연계 로그램 연구의 내실화를 제안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school library reading programs. 

Articles on school library reading programs were searched in four maj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and two journals specialized in reading, which resulted in total 138 papers. 

First article was published as early as in 1978, and after a long lull period, researches began 

to mushroom in 2002 and proliferated between 2013 and 2015. To identify reading programs 

by type, research on curriculum-linked programs including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ccounted for 44.9%, whereas programs for promoting library 

use and reading interest provoking came up with a small research volume.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involv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ields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s, more concern for developing useful school library reading programs and curriculum-linke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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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한 개인이 평생에 걸친 독서흥미와 독서능력

을 개발하는 데는 그가 겪은 학교도서  경험의 

양  는 질  수 이 기본  향 요인이 된

다. 학교도서 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

과 자발 인 독서 태도를 기르고, 스스로 독

서 자료를 선택하고 다방면에서 독서 흥미를 발

달시키며, 이해력과 감상력을 높이고, 이를 통

해 발 인 사고 능력과 실생활에서 실천할  

아는 능력”(손정표 2010, 91)을 길러주기 해

서 좋은 독서 로그램을 계획하고 운 하면서 

독서교육에 힘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김  2011; 김종성 2013a; 변

회균 2013)은 우리나라에서 독서 련 연구가 

2000년 에 들어서서 특히 2003년부터 양 으

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학입시

에서 논술 비  확 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

에 한 응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김

 2011, 31; 변회균 2013, 57)와 그 시기에 

늘어나기 시작한 어린이도서  설립 상과 그

해부터 시작된 교육정책당국의 ‘학교도서  활

성화 사업’ 시행 등이 독서 련 연구가 늘어나

는 결정  기가 되었다는 견해(김종성 2013a, 

104-105)가 있다. 어느 쪽이든 모두 독서에 

한 학술  심 증가가 학교도서  장의 발

과 깊게 연계되어 있음을 말해 다. 

학교도서 에서 진행하는 독서 로그램의 

요성과 교육  의의를 고려할 때 지 까지 이

루어진 련 연구 성과를 통시 으로 면 하게 

살펴서 정리하고 그 의미와 향후 발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는 학교도서  운 의 내실을 다

지기 한 쓸모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

구 동향을 문헌정보학이나 국어교육학 등 련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심으로 분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다각

도로 살펴서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의 

경향과 시사 을 찾아내려고 한다. 구체 으로

는 연구자들이 심을 갖고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해온 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아보고, 이를 통해 독서 로그램 유형별로 연

구의 미비 을 검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련 연구 동향을 

악하기 한 연구방법으로 이 연구는 분석 

상 논문들을 선정한 후 상 논문집단의 기

본  사항에 한 정량분석과 함께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내용분석법은 분석 상 범

주에 해당하는 논문들의 “주제간 계성을 설

명하지 못한다”(조재인 2011, 66)는 비 을 받

는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상 주제인 ‘학교

도서  독서 로그램’은 그 범 가 상당히 세

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것으로 단한다.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에 한 연구 성과

는 단행본, 학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지에 수

록된 학술논문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그 에서 학술논문을 분석 상

으로 삼는다. 학술논문은 학술지에 발표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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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동료평가를 거치므로 어느 정도 논문의 품

질을 담보할 수 있고, 동시에 시의성을 통해 연

구동향을 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분석 상 학술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 추출한다. 

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

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학교도서  로

그램’, ‘학교도서  독서’, ‘학교도서  정보활

용’, ‘도서  수업’의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들을 

검색하고 그 가운데 본 연구의 범 에 해당되

는 련 논문을 추출한다. 이 때 논문의 시간  

범 는 2016년 말까지로 하고, 편집과정에서 

동료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제

외한다. 이 게 1차 검색으로 추려낸 논문들이 

게재된 학술지 6종, 즉 독서연구 , 정보 리학

회지 ,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 한국독서교

육학회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각각을 창간호부터 부 목차를 검

토하여 련 주제를 다룬 논문의 락 여부를 

확인하고 원문을 확보한다. 1차 검색과 2차 확

인을 통해 수집한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조사하

여 검색에서 락된 련 논문을 추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련 논문들을 상으로 생산시기  

학회지별 논문발표 황, 연구자, 연구방법 등

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통계 으로 악하고, 

독서 로그램의 세부 유형별로 내용을 검토한

다. 이때 학교도서  이용자층인 어린이와 청

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학교도

서 이 아닌 다른 기 이나 공공도서  등 다

른 종을 상으로 행해진 연구는 분석 상에

서 배제한다. 

이 게 얻어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

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의 시  변화 양상

과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석 

상을 6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하

기 때문에 학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 다른 형

태의 연구 성과는 물론 일부 학술지 수록 논문

들도 분석에 반 될 수 없으며, 학교도서  독

서 로그램 운 에 유용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해당 논문이 학교도서 을 직  다루지 않은 경

우 분석에서 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3 선행연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역사가 60년을 

이어오는 동안 축 된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경향을 악한 일련의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독서’ 련 연구 동향을 

악할 수 있는 주요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 다

음과 같다. 정재 과 박진희(2011)는 2000년

부터 2009년까지 10년 간 정보 리학회지 ,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 한국문헌정보학

회지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에 수록된 논문 

2,166편  도서 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향

을 제시하는 ‘ 장연구’로 단한 691편을 분석

하 다. 상 논문들을 10개 주제로 분류하 을 

때 ‘도서 운 ’ 분야가 47.5%로 압도 이고, 

‘독서교육’은 4.1%로 5 , ‘독서치료’는 1.7%로 

8 다. ‘독서교육’을 다룬 논문 28편은 1편을 

제외하고 공공도서 (15건)과 학교도서 (12건) 

장에 련된 것이다. 강미희와 김정 (2014)은 

1974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

지 에 수록된 1,365편의 논문을 다각도로 분석

하 는데, 주제별로 볼 때 ‘독서지도’를 다룬 논

문은 ‘문헌정보학 일반’, ‘자료조직’, ‘정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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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정보학’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서은

경 외(2016)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에 수록된 논문들을 같

은 기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 리학

회지 에 수록된 논문들과 계량정보학 으로 비

교 분석하 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에서 많

이 다루어진 연구 역은 ‘공공도서 과 독서’, 

‘ 학도서 과 장서 리’, ‘학교도서 과 정보

활용’ 역이며, ‘학교도서 ’과 ‘독서교육’ 련 

연구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와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에 비교  많이 게재되었음을 확인

하 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 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 (2011), 김종성(2013a), 

변회균(2013)의 연구가 있다. 김 (2011)은 

먼  1935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국내 연속

간행물 기사 1,465편을 분석하여 독서  독서

교육 분야 연구의 생산성을 악한 후, 2000년

부터 2011년까지 학술지에 수록된 독서 련 논

문 652편을 상으로 자 로 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지  구조를 분석했다. 그는 교육학, 

문헌정보학, 한국문학의 세 학문분야에서 주로 

생산되는 독서  독서교육 련 연구가 2000년

 이후 양 으로 성장했는데 시간이 지날수

록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이 분야 연구를 주

도하는 상이 뚜렷해졌음을 밝혔다. 이는 세부 

주제 면에서 실제 인 응용 연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이론 연구는 다소 축되는 경향을 보

인다는 분석 결과와 연결되어 시사 을 드러내

다. 김종성(2013a)은 한국도서 ․정보학

회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에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수록된 독

서 련 논문 총 191편을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경향을 밝히고 과제를 도출

하 다. 그는 2003년 이후 증 상을 보이는 

독서 련 연구의 비 이 독서방법과 략을 

다루는 독서 로그램 역에 집 되는 문제

을 지 하고 독서이론 연구와 독서 련 사회

 이슈를 민감하게 반 하는 연구의 확 와 

연구방법론 개발을 주장했다. 변회균(2013)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문헌정보학, 한

국문학, 교육학 분야 자 에 수록된 독서 

련 논문 1,574편을 상으로 키워드 로 일

링 기법으로 분석하 다. 그의 분석 역시 2004년 

이후 논문건수가 증하 으며 문헌정보학 분

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해주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와 함께 독서 련 연구의 

한 축을 이루는(김  2011, 40) 교육학 분

야의 에서도 연구동향 분석이 이루어졌

다. 이순 (2011)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한국독서학회의 학술지 독서연구 와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이 발간하

는 Reading Research Quarterly에 각각 게재

된 논문 141편과 160편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 

황을 정리하고, 연구 동향과 향후 망에 

한 문가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읽기 연구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 분석에 의하면 국내 학술

지에 많이 게재되는 연구주제는 ‘읽기의 이론과 

개념’, ‘문학작품 분석과 교육  함의’, ‘읽기 교

수법과 독서 활동 분석’ 등으로 ‘리터러시 실천’, 

‘읽기 기능, 략, 독해’, ‘매체  기술 리터러시’ 

등을 많이 다루는 국제  연구동향과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김민채와 김 환(2016)은 한

국연구재단 등재 혹은 등재후보학술지에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독서교육 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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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 에 따라 381편을 선정하여 다각

도로 분석하 다. 분석 상 논문의 주제별 분

석은 ‘독서교육 일반’, ‘독자’, ‘독서기   시설’ 

등 7개 역과 ‘기타’로 분류하여 이루어졌다. 

학교도서 과 련된 연구가 포함되었다면 ‘독

서기   시설’로 분류되었을 텐데 이 항목으

로 분류된 논문이 47편(12.3%)으로 ‘독서자료’, 

‘독자’, ‘독서평가’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 외에는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결국 교육학 분야의 독서 련 연구에서 학교도

서 은 심의 사각지 에 놓여있음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교도서  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

구는 김종성(2013b)이 있다. 그는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한

국비블리아학회지 , 정보 리학회지  창간호

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학교도서

을 다룬 209편을 추출하여 다각도로 분석하

다. 그에 의하면 학교도서  련 연구는 2000년

 이후 양 으로 에 띄게 늘어났고 학술지

에서 차지하는 비 도 높은 편이다.1) 세부주제

로 볼 때 운 로그램을 다룬 논문 13편  

반 정도(약 3%)가 독서 로그램에 한 것이

고 독서교육을 다룬 논문은 5편(2.4%)이다. 그

러나 세부주제별 분석을 더 이상 깊이 있게 하

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도서 의 독서 로그램 

연구가 어떠한 양상으로 축 되어왔는지 확인

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 까지 ‘독서’ 련 

연구동향 분석 연구는 수행된 이 있지만 학

교도서 에서 수행되는 독서 로그램에 한 

연구의 동향을 악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별

로 없는 것을 확인하 다. 평생에 걸친 독서 활

동의 기반이 학교도서 에서 완성된다는 에

서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동향을 분석

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의 의의

2.1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의 개념과 유형

‘IFLA School Library Guidelines’는 학교

도서 이 그 교육  사명을 다하려면 신 하게 

고안된 교수  서비스 로그램, 즉 ‘학교도서

 로그램(school library program)’2)을 통

해 교육공동체에 극 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그리고 유능한 사서교사가 수행

해야 할 핵심 로그램으로서 ① 리터러시와 독

서능력 증진, ② 미디어  정보리터러시 교육, 

③ 탐구기반 학습(inquiry-based learning), ④ 

정보기술의 통합  활용, ⑤ 교과교사의 문

성 개발, ⑥ 문학과 문화 감수성 향상을 제시하

 1) 조재인(2011)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 경향을 악하기 하여 주요 학술지들에 게재된 논문 1,752건의 표제를 

수집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기법을 용하 는데 ‘학교도서 ’ 단어의 출 빈도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을 범 로 잡았을 때 92회로 빈도순 가 4 지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2년간을 범 로 잡았을 

때는 13회로 빈도순 가 9 로 다소 하향하 음을 발견하 다.

 2) ‘IFLA School Library Guidelines’의 용어사 은 ‘학교도서  로그램’을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리터러시 

능력, 조사연구 능력, 독서능력, 디지털 능력 등 리터러시에 련되고 교과과정에 기반을 둔 여러 역량들을 개발

하기 해 설계된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에 따라 통합 으로 제공하는 것”(IFLA 2015, 55)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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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IFLA 2015, 38-45). 즉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은 학교도서 이 그 기본  존재 

이유인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해

서 핵심 으로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로그

램들  하나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독서 로그램 는 독서교

육 로그램3)은 “책과 독서에 련된 다양한 체

험활동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경험 으로 책과 

독서에 한 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독서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계획 이

고 의도된 활동”(소라 2012, 13) 는 “학생들

이 독서 활동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한 의도 이고 구체 인 계획표이

자 일정표”(공주 학교 학교도서 연구소 2015, 

15)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를 달하는 매체의 형태

가 다양해지면서 독서의 개념은 책을 읽는 행

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이해하고 활

용하는 행 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 되고 있다. 

독서를 “문화를 수용하고 창조하는 문화 활동

의 일종으로 다양한 독서매체를 활용한 여러 가

지 활동”(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2006, 8)이

라고 볼 때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의 목 은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자신의 수 에 맞

는 책을 골라 자발 인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통 인 독서지도를 포함하여 그들이 지식

과 정보의 탐색과 근, 분석, 종합, 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미디어  정보활용능

력 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을 

학생들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능력 향상

을 목표로 하여 학교도서 이 실시하는 의도

이고 계획 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한다. 

도서 에서 수행하는 독서 로그램은 그 성

격과 범 의 폭이 넓은 만큼 그 유형을 구분하

는 기 이 여러 가지로 제시된 바 있다.

황 숙과 김수경(2012)은 국내외 공공도서

 독서 로그램 황 조사 결과를 토 로 집

형, 단기형, 기형, 장기형, 선택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표 1> 참조). 

이경화(2007, 201-237)는 독서교육 로그램

을 목 과 상  활동내용에 따라 발달  독

서 로그램, 교정  독서 로그램, 치료  독서

로그램, 임상  독서 로그램, 독서요법 로

그램, 상황 독서 로그램으로 구분하 다. 발

달  독서 로그램에는 활동 내용에 따라 쓰기 

심 독서 활동, 그리기와 만들기 심 독서 활

동, 연극 심 독서 활동이 포함된다. 교정  독

서 로그램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읽

기 문제를 가진 학생을 돕기 한 로그램을 

말한다. 치료  독서 로그램은 교정  독서

로그램 상자보다 더 발달이 지체된 학생에게 

필요한 로그램이며, 임상  독서 로그램은 

그보다 더 심각한 독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상을 한 것이다. 독서요법 로그램은 임상

효과를 지닌 치료 수단의 하나로 시작되어 독

서 지도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독서와 토론을 통해 성장의 갈등을 

해결한다. 상황 독서 로그램은 독자가 책을 

읽거나 읽고자 할 때의 특정 상황에 알맞은 책

을 읽을 수 있도록 상황별로 한 독서 목록

을 심으로 읽는 것이다. 

 3) 학교도서 의 ‘독서 로그램’은 학교도서 의 교육  기능을 고려할 때 ‘독서교육 로그램’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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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유형 사례 내용

집 형

다양한 

독서활동

도서 이용법, 자료선택법, 독서감상문, 독서감상화, 북토크, 

아침독서, 쓰기, NIE, 북아트 등

7일 내외로 하여 매일 하루에 4-5시간 집  

운 되는 로그램

주제
환경, 인체탐험, 지구사랑, 독서치료, 역사 등 한권의 책으로 

다양한 활동

체험 왕릉탐방, 오감으로 느끼는 식물 이야기, 자연탐구

학년별 1학년, 3학년/5학년, 등1반, 등2반, 4학년/5학년

문화 술 체험 심(1-2학년), 이해 심(3-4), 치유 심(5-6)

캠 도서 내 1박2일 독서캠 , 수련원 독서캠

단기형
어린이독서치료, 연령별 독서체험, 40일간의 독서여행, 과학

독서 로그램

방학 동안 매주1회, 매회 1-2시간 내외의 

로그램

기형 어린이독서치료, 연령별 독서체험, 문화 술연계 독서교실
학기 에 3개월 내외로 매주 1회씩, 매회 

1-2시간 로그램

장기형
독서일지/인센티 , 종이고리, 책릴 이, Readers are readers, 

Texas blue bonnet books

6개월-1년 동안 참여자들의 독서 생활화 

장려 로그램

선택형 동화로 보는 우리역사, Summer reading club
로그램 참여자를 일  모집하지 않고 참

여자가 선택 참여하는 개방형 로그램

출처: 황 숙, 김수경. 2012. pp.80-82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표 1> 공공도서  독서 로그램의 유형과 사례

공주 학교 학교도서 연구소(2015)는 학교

도서 의 독서교육 로그램을 다양한 기 에 

따라 유형화하 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이순 과 송정윤(2012)은 국의 등학교

도서  210곳을 시․도 단 로 유층 표집하여 

조사 분석한 독서 로그램 수행 황을 바탕으

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5개 역과 43개 

소 역( 로그램)으로 분류하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도서 에서 수행하는 

독서 로그램의 범 와 분류 기 은 다양하다. 

본 연구는 그 에서 학교도서 을 상으로 

한 공주 학교 학교도서 연구소(2015)와 이

순 과 송정윤(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로

그램의 목 과 내용을 기 으로 8개 역으

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실제 독서 로그램의 

종류를 기 으로 정리한 <표 4>를 기 으로 연

구 동향을 분석한다. 

2.2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의 의의

문화체육 부가 발표한 2015년 국민 독

서실태 조사 에 의하면 학생들의 독서시간은 

평일 45분, 주말 58.9분으로 성인보다 약 2배 

정도 많지만, 학교 이 올라갈수록 독서시간은 

어들었다(문화체육 부 2015, 80). 학생들

이 꼽은 책 읽기 방해 요인은 ‘공부 때문에 시간

이 없어서(31.8%)’, ‘책 읽기가 싫고 습 이 들

지 않아서(24.1%)’, ‘컴퓨터․인터넷․휴

화․게임으로 시간이 없어서(14.4%)’ 순이었

다(문화체육 부 2015, 93). 그런데 이 조사

에서 여겨 야 할 은 사회  독서환경 조

성이 독서력 향상을 견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다. 학생들의 경우 공공도서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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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형 세부유형

목
발달  로그램 특정주제 심, 교육과정 심, 학교행사 심

교정  로그램 독서능력 교정

기간
단기 로그램 1일, 주간, 월간, 계간, 연간

장기 로그램 평생교육 차원, 독서환경 개선 차원

상
학교 별 로그램 등학교용, 학교용, 고등학교용

참여규모별 로그램 개인, 집단

활동

독서행사 로그램 독서퀴즈(독서골든벨), 독서기행, 독서캠 , 작가와의 만남

독서흥미 유발 로그램 스토리텔링, 북토크, 서평쓰기,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동아리 로그램 학생, 학부모, 교사 독서 동아리

독서상담 로그램 독서자료, 독서생활, 독서흥미, 독서방법, 독서편향아상담

독서요법 로그램 개인 상황별 독서요법

학습독서 로그램 교과 연계 학습독서, 독서 략 심의 학습독서

인성교육 로그램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통합 로그램 창의  쓰기 로그램, 책쓰기 로그램, 개인 과제 연구

진로독서 로그램 자기 이해 활동, 진로직업 정보탐색 활동

출처: 공주 학교 학교도서 연구소. 2015. pp.15-17, 95-372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표 2> 학교도서  독서교육 로그램의 유형

역 소 역( 로그램)

도서  이용과 운
도서  이용 교육  체험 활동, 도서  신문․소식지 발간 활동, 도서  운  아이디어 

공모, 도서  련 도서 동아리 운 ,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이용 로그램

독서 흥미  

도서  이용 증진 행사

독서계획표(독서리스트) 작성 활동, 출자 이벤트(뽑기, 경품, 추첨), 독서캠페인, 도서  

열람실 개방과 이용 장려, 독서캠 (학생  학부모 상), 작가와의 만남 는 명사 청 

강연, 시화  행사, 시낭송 행사, 도서 시회 로그램, 윤독도서 운용 는 아침독서  

학 도서 활용, 다독 학 ․학생 시상과 사례 게시, 독서인증제 권장 행사와 홍보, 사제동행 

추천도서 함께 읽기, 추천도서 작성과 권장 활동

독후 활동

(책 내용 련)

책제목 련 활동(끝말잇기, 다행시 창작), 독후감상화․만화․마인드맵 표 활동, 북아트

와 독서노트 제작, 책에서 인상 깊은 구  찾기, 독서 신문 만들기, 독후감 쓰기 활동, 

동료에게 책 추천하기 활동, 자에게 편지쓰기  자 인터뷰하기, 책 홍보물 제작(표어, 

ucc, 고, 포스터), 책 내용 패러디․바꿔 쓰기, 독서퀴즈․독서골든벨(제목, 주인공, 내용), 

독서 토론  논술

교과학습
국어과 도서  활용 수업, 타교과 도서  활용 수업, 교과 학습 련 자료 수집  활용 

교육, 교과 학습 련 독서 략지도

기타

(독서 련 문화 활동)

외부 도서 이나 서  견학, 문학 기행, 독서 심리치료 로그램, 진로지도 련 독서 

활동, 뮤지컬․연극․ 화 람, 음악회․공연 개최, 각종 만들기 활동(책가방, 필기구 

등), 도서  화제

출처: 이순 , 송정윤. 2012. p.298. <표 4> 

<표 3> 유형별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수행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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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소 역( 로그램)

도서  이용 활성화

로그램

1. 도서  이용 교육

2. 도서  동아리 운 , 도서  소식지 발간 등

3. 외부기  력 로그램

4. 학부모와 지역주민 로그램

독서흥미 유발

로그램

일회

1. 독서캠

2. 작가와의 만남, 명사 청 강연

3. 시화 , 시낭송회, 도서 시회, 원화 시회 등 독서 행사

4. 북콘서트, 연극, 화, 문학기행, 견학 등 독서 문화 행사

지속

1. 독서릴 이

2. 독서쿠폰, 독서통장

3. 독서 인증제

4. 다독자  다독학  게시 는 시상

독서지도 

로그램

1. 책 읽어주기 활동

2. 윤독도서, 학 문고를 활용한 집단독서, 슬로리딩

3. 아침 독서, 수업  독서, 10분 독서, 사제동행 책 읽기

4. 독서 략을 활용한 독서지도 

5. 보드게임, 권장도서 등을 활용한 독서지도

6. 독서회(학생, 교사, 학부모 동아리)

독후 활동

로그램

1. 쓰기 심 - 독후감상문, 독서기록, 논술, 독서신문 등

2. 그리기 심 - 독후감상화, 독서 마인드맵, 독서 퍼즐 등 

3. 말하기 심 - 독서 토론, 북토크, 독서 방송, 스토리텔링 등

4. 통합 활동 - 독서 포트폴리오, 북아트 등

5. 체험활동 심 - 역할극, 독서골든벨, 독서퀴즈 등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

1. 도서  활용  력 수업,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 일반

2. 정보활용교육, ‘도서 과 정보생활’ 수업 

주제 심 독서

로그램

1. 진로 련 독서 로그램

2. 특정주제 심 독서 로그램(환경, 다문화, 역사, 문학 등)

3. 인성 독서 로그램 

독서치료

로그램

1. 독서상담

2. 발달  독서치료

3. 임상  독서치료

일반 독서교육  운  로그램 반에 한 연구 

<표 4> 연구 동향 분석을 한 독서 로그램의 유형 구분

에 따라 독서량이 2배 이상의 격차를 보 고, 

성장과정에서 책 읽어주기, 독서 권장 등 독서

에 한 심 정도가 재의 독서량을 결정하

는 요한 배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니

는 학교에 아침독서시간이 있는 경우,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독서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독서력 증진을 해서 “도

서  시설의 증설과 개선, 사서 배치, 장서량 증

, 독서 로그램 확  등 도서  활성화”가 필

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문화체육

부 2015, 206-207). 학업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

하고 독서보다는 자극 인 게임과 상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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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데 학교도서 이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몫이 

분명 존재한다. 학교도서 이 독서를 삶의 일부

로서 받아들이고, 도서  문화를 즐길  알고, 

올바른 독서 안목을 기르도록 조언하며, 독서

흥미를 유발하기 한 다양한 독서 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소  ‘4차 산업 명’과 ‘스마트사회’로의 환

기를 맞이하여 창의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 교육계  정부기  등이 2002년

에 공동 설립한 비 리기  Partnership for 

21
st
 Century Learning(P21)(2007)은  더 

복잡해지는 미래의 삶과 노동환경에 비하기 

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능력으로 동

(collabo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비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의 4C를 제시하 다.  ‘4차 산업 명’이라는 용

어의 진원지인 World Economic Forum(2015)은 

리터러시와 함께 창의성을 21세기 교육이 추구

해야 할 16가지 필수 능력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발표하 다. 구도 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

하는 시 에는 새로운 환경에 응하는 유연함

과 인공지능이 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창

의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IFLA School Library Guidelines는 학교도

서 을 “학교의 물리   디지털 학습 공간으

로서 독서, 질의, 조사연구, 사고력, 상상력, 그

리고 창의성이 학생들의 정보로부터 지식으로

의 여정과 개인 , 사회 , 문화  성장에서 

심을 이루는 곳”(IFLA 2015, 16)이라고 정의

함으로써 학교도서 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

하는 장소이며 성장을 돕는 거 임을 천명하

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도서 이 제공하는 독서

로그램을 통해 독서능력을 기르며, 독서능력 

향상은 창의력 증진과 정  상 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Ritchie et al. 2013; Wang 2012). 그러므로 

학교도서 이 독서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해서 매우 요

한 교육서비스인 것이다.

3. 연구설계

3.1 분석 상 논문의 선정 기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련 연구라는 본 

연구의 분석 상 범 를 결정하기 해서 독서 

연구의 역을 식별하고 범주화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김 (2011)은 KDC 5 과 단행본

을 검토하여 독서  독서교육 련 연구를 독서 

 독서교육 일반(독서론 포함), 독자, 독서자료, 

독서교육 방법  실제(독서교육 계획, 방법  

로그램, 평가, 지도자), 독서정책  독서운동, 

독서기   시설, 독서치료의 7개 역으로 구

분하 다. 김종성(2013b)은 독서 연구를 독서론, 

독서자료, 독서행태, 독서 로그램, 독서치료, 독

서진흥, 독서운동, 학교 독서교육, 독서평가, 독

서지도교육론의 10개 세부주제로 구분하 다. 

그러나  두 가지 사례는 모두 독서  독서

교육 반을 포 으로 분석하기 한 틀이기 

때문에 학교도서 의 독서 로그램으로 범 를 

한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그 로 용하기에

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분석 

틀을 참고로 하되 학교도서 의 특성을 반 하

여 학교도서  독서 연구의 역을 <표 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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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구분 주요 내용

1 독서론 독서의 역사, 철학, 이론, 독서교육의 필요성 등 총론

2 독서자료 독서목록, 자료에 따른 독서 효과 등

3 독자 독자의 독서태도, 독서실태, 독서 선호 등 행태 연구

4 독서지도자 독서지도자 양성(사서, 사서교사 등), 교육 방법, 역량

5 독서평가 평가도구, 독해력 측정 

6 독서 로그램 다양한 유형의 독서 로그램의 개발, 실행, 평가 

<표 5> 학교도서  독서 연구의 역 구분

이 독서론, 독서자료, 독자, 독서지도자, 독서평

가, 독서 로그램의 6개 역으로 범주화하

다. 그 에서 본 연구가 분석 상으로 삼는 독

서 로그램 역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다양

한 형태의 독서 로그램의 개발, 실행, 평가 등

이다. 

3.2 분석 상 논문의 수집 차

본 연구는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 동

향을 학술논문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키워드 

검색, 분석 상 학술지 검  원문 확보, 참고

문헌 조사의 단계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 다. 

1단계 키워드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2016년 

12월까지 게재된 국내학술지논문으로 제한하여 

실행하 다. 그 결과 1,157편이 검색되었는데, 그 

에서 우선 동료평가 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

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논문의 제목을 검토하

여 학교도서 의 독서 로그램을 다루고 있다고 

단되는 논문 189편을 가려냈다. 

 논문들이 한 건 이상 수록된 학술지 6종, 

즉 독서연구 , 정보 리학회지 ,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 한국독서교육학회지 , 한

국문헌정보학회지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각

각의 창간호부터 2016년 발행분까지에 수록된 

체 논문 5,822편의 제목을 다시 확인하는 동

시에 1차로 추출한 논문들의 상세목차와 록

을 검토하여 2차로 추출한 결과 모두 134편이 

본 연구동향 분석의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단계를 거쳐 원문을 확

보한 논문 134편의 참고문헌을 조사한 결과 

락된 논문 4편을 추가하여, 모두 138편을 최종 

분석 상 논문으로 확정하 다. 

4. 연구 동향 분석

4.1 정량분석

4.1.1 생산연도별 분석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에 하여 최 로 

발표된 논문은 고등학생들의 도서  이용능력

을 조사한 한윤옥(1978)의 연구로 악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논문은 그로부터 무려 14년이 

지난 1992년에야 나왔고, 이런 논문 빈곤 상

은 1990년  내내 지속되었다. 이는 1970년 부

터 1990년 까지 이어진 학교도서  침체 상

(김종성 2000)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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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논문 수는 2002년

부터 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선행연구에서 

밝 졌듯이 정부가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 

방안｣을 발표한 2002년을 기 으로 학교도서  

 독서에 한 논문 발표가 크게 늘어났는데,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에 한 연구의 증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도서  활성

화 사업’을 수행한데 이어 2008년에는 제1차 

｢학교도서  진흥 기본계획(2009~2013년)｣을, 

2014년에는 ｢제2차 학교도서  진흥 기본계획

(2014~2018)｣을 수립하 다. 그러나 학교도서

 장은 여 히 풀지 못한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서  독서 로그램에 한 연구는, 해마다 조

씩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체로 증가 추세를 

보 다. 그러나 18편이 생산된 2013년을 정 으

로 하여 2016년까지는 다시 약간씩 논문 편수가 

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1.2 학회지별 분석

분석 상이 된 논문 138편의 학술지별 게재 

황을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편수를 기 으

로 상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

국도서 ․정보학회지 로 44편이 수록되었다. 

이는 1974년 창간호 이후 2016년 말까지 수록

된 체 논문수 1,633편의 2.6%에 해당된다. 

2003년에 처음으로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에 한 논문이 게재된 이후 최근까지 매년 꾸

히 게재되고 있다.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해는 2007년으로 7편이 게재되었다. 

1970년에 창간하여 분석 상 6개 학술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에 게재된 논문은 41편(2.5%)으로 게재 편수

와 비율 모두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와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8년에 한윤옥의 

논문이 최 로 게재된 것을 비롯하여 련 논

문 생산량이 극히 었던 1990년 에 발표된 

모든 논문이 모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에 수

록되었고, 2016년까지 거의 매년 련 논문들

이 게는 1편부터 많게는 4편까지 꾸 히 발

표되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에는 29편이 게재되었

다.  두 학술지에 비해 편수는 지만 체 

<그림 1> 생산연도별 연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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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한국도서 ․정보

학회지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독서연구

한국독서교육

학회지
계

상논문수

(편)
44 41 29 5 1 18 138

상논문

비율(%)
2.6 2.5 3.5 0.3 0.2 43.0 2.3

총논문수

(편)
1,633 1,588 815 1,280 465 41 5,822

학술지
정보

(창간호~ 

2016년 
발행호)

창간호

(1974)

~
제47권 4호

총 101호

창간호

(1970)

~
제50권 4호

총 113호

창간호

(1972)

~
제27권 4호

총 60호

창간호

(1984)

~
제33권 4호

총 102호 

창간호

(1996)

~
제41호

총 41호

창간호

(2013)

~
제3권 1호

총 4호

421호

1974~1996 

(연1회 발행)
1997(연2회 발행)

1998(연3회 발행)

1999~ (계간) 

1970~1988 

(연1회 발행)
1989~1995

(연2회 발행)

1996~ (계간) 

1972~1999 

(연1회 발행)
2000~2008

(연2회 발행)

2009~(계간)

1984(연1회)

1985~1997
(연2회 발행)

1998(연3회)

1999~(계간)

1996~2002 

(연1회 발행)
2003~2013

(연2회 발행)

2014~(계간) 

2013

(연2회 발행)

2014, 2015
(연1회 발행)

<표 6> 분석 상 논문의 학술지별 게재 황

수록논문(815편) 비 비율은 3.5%로 더 높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3편의 논문이 꾸

히 게재되었으며 가장 많이 게재된 해는 5편이 

발표된 2011년이다. 

정보 리학회지 에 게재된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련 논문은 5편으로 창간 이후 수록

된 체 논문 1,280편  비율은 0.3%로 매우 

은 편이다. 그  3편이 2008년 한 해에 집

되었고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편이 발표되

었을 뿐이어서 련 논문이 매년 꾸 히 수록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다른 학술지들과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가진다. 이는 “정보기술 응용 활성

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서은경 2010, 8) 

정보학 분야 학술지라는 정보 리학회지 의 

성격을 반 한 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독서교육학회지 는 2013년 창간되어 

2015년까지 반년간 는 연간으로 모두 4호까

지 발행되었지만 2016년에는 발행되지 않았다. 

 비교 상이 된 다른 학술지들과 달리 한국

연구재단의 등재 는 등재후보학술지가 아니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상인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련 연구는 18편이 게재되었는

데, 이는 한국독서교육학회지 에 발표된 모든 

논문의 43%에 이르러 비교 상인 타 학술지

에 비해 압도 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독서교육 련 연구가 다수를 

이룬 이 학술지의 성격이 드러난다. 다만 2016

년에 발행이 단되고 본 논문을 집필하는 

재에는 학회 홈페이지도 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활동이 잠정 단된 것으로 보

인다.

한국독서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독서연구

는 1996년 창간 이후 2016년까지 465편의 논문

을 수록하 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련 논문은 단 한 편만 게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서와 연 되는 제반 

상을 조사 분석하고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독서

학 발 , 독서문화 향상, 독서교육 발 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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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4)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국어교육학 분야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한국독서학

회의 구성원들이 학교도서 에서 수행하는 독

서교육이나 독서 로그램에 해서는 크게 

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독서교육에서 

막상 학교도서 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학교도서 에서 운 하

는 독서 로그램과 그 교육 효과 검증에 한 연

구가 독서교육에서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가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는 이미 

한국독서학회 구성원 내부에서도 있었다(이순

, 송정윤 2012, 291; 이순  외 2015, 500). 독

서교육이라는 공통 심사를 가진 문헌정보학계

와 국어교육학계의 상호이해와 교류가 좀 더 활

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1.3 연구방법 분석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사례연

구 순이었다. 모형개발이나 질  연구, 리뷰연구

는 상 으로 매우 었다. 앞서 김종성(2013, 

83)은 문헌정보학 학회지에 게재된 학교도서

 련 연구의 약 80%가 문헌연구와 조사연

구에 집 되고 있음을 밝히고, 학교도서  

장의 다양하고 실 인 문제 상황을 심층 으

로 보여  수 있는 연구를 더 확 할 필요가 있

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역시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의 비 이 높았지만, 실험연구와 사례연구의 

비 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에 착

된 문제 상황을 실 으로 살펴보고 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 상의 시간  범

가 김종성의 연구는 2012년까지인데 비해 본 

연구는 2016년까지라는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

을 것이고, 본 연구가 분석 상으로 삼은 주제

가 ‘독서 로그램’이라는 실천 이고 제한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도 향을 주었을 것

으로 보인다. 

4.2 내용 분석

4.2.1 개요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선정한 138편의 논

문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표 4>에서 제시한 

8개 역으로 분류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도서 이 수행하는 다양한 독서

로그램들 에서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을 

연구방법 문헌연구 모형개발 사례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질 연구 리뷰연구 합계

논문수 44 4 22 40 30 2 1 143*

비율(%) 30.8 2.8 15.4 28.0 21.0 1.4 0.7 100.0

*한 논문이 둘 이상의 연구방법을 채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 상 논문수보다 많아짐

<표 7> 연구방법 활용 황 

 4) 한국독서학회. 학회안내: 창립 목   취지. [online]. [cited 2017.11.17]. 

<http://www.reading.re.kr/html/sub01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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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로그램 유형
해당논문

순
수 비율(%)

1 도서  이용 활성화 로그램 8 5.8 6

2 독서흥미 유발 로그램 6 4.3 7

3 독서지도 로그램 20 14.5 2

4 독후활동 로그램 14 10.1 3

5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 62 44.9 1

6 주제 심 독서 로그램 10 7.2 5

7 독서치료 로그램 12 8.7 4

8 독서 로그램 일반 6 4.3 7

<표 8> 독서 로그램 유형별 논문 분포

다루고 있는 논문이 62편으로 분석 상 논문의 

44.9%에 이르러 압도  다수를 이루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학교도서 에 

한 논문을 분석 상으로 한정하 다는 에

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학교도서 의 가

장 요한 핵심 기능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기능이기 때문이다. 

논문의 빈도수는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

의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역시 교육  기능

을 담고 있는 ‘독서지도 로그램’을 다룬 논문

이 20편(14.5%)으로 2순 를 기록하 다. 반

면에 ‘독서흥미 유발 로그램’과 ‘독서 로그

램 일반’을 다룬 논문들이 각각 6편으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4.2.2 독서 로그램 유형별 분석

1) 도서  이용 활성화 로그램 

도서  이용교육, 동아리(도서반) 운 , 외부

기 과의 력 로그램, 학부모  지역주민 

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학교도서 의 이용 활

성화 로그램 역을 다룬 논문은 8편으로 분

석 상 논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5.8%로 

낮은 편이다. 그 구체  내역은 <표 9>와 같다.

도서  이용교육 로그램에 한 논문은 3편

연번 소 역 게재년도 연구자 학술지명 연구내용

1

도서  이용교육

1978 한윤옥 문헌정보 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서  이용능력

2 2003 송기호 비블리아 학교도서  이용교육 개선 방안

3 2011 이만수 도서 ․정보 학교도서  이용자교육 운  방안

4 도서반 운 2013 조미아 도서 ․정보 고등학교 도서반 학생들의 활동

5
외부기  력 

로그램

2006 송기호 문헌정보 학도서  방문 로그램

6 2011 하은혜, 장윤 , 권나형 비블리아 청소년 독서진흥 로그램 

7 2012 노지 , 윤유라 도서 ․정보 학교도서  활용 독서 멘토링 활동

8
학부모․지역주민 

로그램
2009 조인숙, 김희숙 비블리아 등학교 학부모 멘토링 로그램

<표 9> 도서  이용 활성화 로그램 역 연구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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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각각 1978년, 2003년, 2011년에 다른 연구

자들에 의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어 어떤 방향

성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세 편  두 편

이 학교도서 의 이용교육 운  방안을 제안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출 년도가 늦은 

이만수(2011, 168)는 도서  이용교육이 “도서

 소개나 자료 탐색 교육에서 벗어나 정보활용

교육으로 발 하고 있다”고 진단하 는데, 이

는 후술하는 정보활용교육에 한 연구의 증가 

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지만 

학교도서  장에서 도서  이용교육이 정보

활용교육 차원에서 지속 이고 체계 으로 이

루어지기보다는 매년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는 

최근 조사 결과(박순종 2016, 34)도 있음을 유

의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 의 독서 로그램과 련해서 외

부기 과의 력을 다룬 연구 세 편은 각각 

․ ․고 학생들의 학도서  방문 로그

램, 학생 독서 멘토링 로그램, 청소년 독서

진흥 로그램을 주제로 삼고 있었다. 비록 편

수는 많지 않지만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을 

한 효과 인 력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연구들이었다. 

도서반 동아리 활동을 연구 상으로 삼은 연

구와 지역주민  학부모를 한 로그램에 

한 연구는 각각 한 편에 불과해서 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 한 동안 학교도서 의 지역사

회 개방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제도와 정책  

근이 주류를 이루었을 뿐 독서 로그램 등 서

비스 제공 측면에 한 심은 상 으로 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에 한 

부정  인식이 확 됨에 따라(교육부 2014, 4) 

최근에는 련 논의가 어든 것으로 보인다.

2) 독서흥미 유발 로그램

학생들이 독서에 한 흥미를 느끼도록 하기 

하여 학교도서 들이 많이 시행하는 로그

램의 사례로는 스토리텔링, 북토크, 독서표창, 

독서퀴즈, 독서게임, 독서감상문과 감상화, 서

평 쓰기 등을 들 수 있다(공주 학교 학교도서

연구소 2015, 111-114). 그것이 일회성 행사

이든 지속 인 로그램이든 학교도서  장

에서 실무  비 이 큰 데 비해서5) 이와 련

한 연구 논문은 6편에 그쳐서 가장 게 연구된 

역이 되는 괴리가 발생하 다. 다만 를 들

어 독서인증제처럼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이 독

자  연구주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학교도서

의 역할과 기능, 정책 등과 련하여 언 됨으

로써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되지 못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독서흥미 유발 로그램을 다룬 연구논문들

의 내역은 <표 10>과 같다. 도서 축제, 독서인

증제, 방학독서교실 등에 한 연구 성과가 축

되었으며, 미국 사례를 소개한 논문이 두 편

이나 있는 이 흥미롭다.

3) 독서지도 로그램

독서지도 역을 주제로 한 논문은 모두 20편

으로 14.5%의 연구 비 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11>은 그 내역이다. 

 5) 2011년 한 해 동안 국 72개 등학교의 학교도서 에서 실시된 독서 로그램의 유형별 비 이 ‘독서흥미  

도서  이용 증진 행사’(35%), ‘독후활동’(29%), ‘도서  이용과 운  로그램’(15%)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교과학습 련 로그램’은 9%에 그쳤다(이순 , 송정윤 201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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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게재년도 연구자 학술지 연구내용

1 2002 정연경 비블리아 미국 등학교 도서  특별 로그램

2 2005 최연미 도서 ․정보 미국 학교도서  독서흥미유발 로그램

3 2009 이만수 도서 ․정보 도서  행사 활성화 방안

4 2012 박 옥, 김양우 비블리아 등학교도서  축제 활성화 방안

5 2012 유연이, 강순애 비블리아 등학교 도서  독서인증제

6 2014 임성 도서 ․정보 경기지역 학교도서  방학독서교실

<표 10> 도서흥미 유발 로그램 역 연구의 내역

연번 게재년도 연구자 학술지 주요내용

1 2002 유소 문헌정보 독서지도, 팬터지

2 2006 장윤 비블리아 독서지도 로그램 활성화

3 2009 이승길 문헌정보 스키마 활성화를 한 수업모형 개발

4 2009 최 임, 한복희 문헌정보 학습만화 활용 독서지도

5 2011 백진환, 한윤옥 비블리아 학습만화 독서지도

6 2012 한윤옥, 조미아, 고정원, 백진환 문헌정보 성격유형 용 독서지도

7 2012 한수연, 조 양 비블리아 그림책 읽어주기

8 2013 김선경 독서교육 성격유형 용 독서지도

9 2013 이보라 독서교육 성격유형 용 독서지도

10 2013 장해숙 독서교육 성격유형 용 독서지도

11 2013 김수경, 유정림, 유순애 독서교육 다 지능이론, 독서 로그램

12 2013 윤보라 독서교육 책 읽어주기

13 2013 최나야, 정수정 도서 ․정보 그림책, 이야기구조도식 활용 로그램

14 2014 김명희 독서교육 수 별 독서자료 심 독서지도

15 2014 백진환, 한윤옥 문헌정보 애니어그램 성격유형 용 독서지도

16 2015 조 양, 한윤옥, 백진환 문헌정보 성장지향  도서 활용 독서지도

17 2015 강미진 독서교육 책 읽어주기

18 2015 박주 , 박경희, 이명규 독서교육 책 읽어주기

19 2015 허정희 독서교육 힐링스토리 로그램

20 2016 강선숙, 오의경 비블리아 독서교육 로그램

<표 11> 독서지도 로그램 역 연구의 내역

논문의 출 년도는 2002년부터 2016년에 걸쳐 

리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2013년과 2015년에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역의 

논문이 집 으로 게재된 학술지 한국독서교

육학회지 가 발행된 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다는 사실과도 연 되어 있다. 

연구내용 측면에서는 체로 2009년을 기

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 에는 

독해능력이나 문학작품에 을 맞춘 독서지

도 방법, 독서지도 로그램 활성화를 한 체

제 확립 방안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데 비

해서 그 이후에는 SQ3R 독서법, 학습만화 활

용, 성격유형 용, 다 지능이론, 이야기구조 

도식 활용, 책 읽어주기 등 구체 인 독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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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그 효과를 탐구한 논문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 사회구성주의

의 향으로 다양한 독서 사회에 한 연구로 

발 ”(김혜정 2016, 51-52)한 독서교육 이론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학교도서 이라는 구체  

독서교육 장에 용된 것의 반 이라고 볼 

수 있다. 

4) 독후활동 로그램

독후활동이란 “책을 읽고 난 뒤 발표 단계에

서 독서를 통해 얻은 반응을 내면화․확 하는 

과정이며, 그 책의 거리를 느낌이나 생각, 감

상, 의견, 비평, 인상 등을 심으로 다양하게 표

하는 독서 표  활동으로 독서지도의 요한 

분야”(이승혜 2007, 15)이다. 독후활동의 종류

를 나 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

후활동 로그램의 소 역을 쓰기 심, 그리기 

심, 말하기 심, 통합활동 심, 체험활동 

심 독후활동으로 구분하 다(<표 4> 참조). 

학교도서 을 기반으로 한 독후활동에 한 

논문은 모두 14편으로 10.1%의 비율이다. 그 

내역을 정리한 <표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서토론 등 말하기 심 독후활동과 쓰기 

심 독후활동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토론은 학  단 의 집단지도에 합한 활동이

기 때문에 학교도서  연구자들이 토론수업에 

한 고심을 상 으로 많이 했고, 한편으로

는 학교도서 에서 개별지도가 가능한 쓰기 활

동에 한 연구자들의 심이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학교도서 의 독후활동에 한 연구는 2005년

에 처음 나온 이후 2013년부터 활발해졌는데, 

최근에는 북트 일러 제작과 같은 상매체 활

용 등 학생들의 자발 인 독서와 자기주도 인 

독후활동에 효과 인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연번 게재년도 연구자 학술지 주요내용

1 2005 정종기 도서 ․정보 독서토론

2 2006 정종기 도서 ․정보 독서토론

3 2006 조미아 독서교육 쓰기와 말하기․듣기 독서지도

4 2007 강숙희 문헌정보 디지털 스토리텔링

5 2010 김종성 비블리아 책쓰기 교육 활동

6 2013 윤남미 독서교육 액션러닝 기법, 독서토의

7 2013 박정애 독서교육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8 2014 이보라 문헌정보 독서토론수업

9 2014 김규원, 조미아 비블리아 토론 심 독서교육

10 2014 변우열, 송기호 도서 ․정보 창의  쓰기, 읽기․쓰기 통합지도

11 2015 김은정, 송기호 비블리아 창의  쓰기

12 2015 김주상 독서교육 독서생활집, 독후활동

13 2015 최용훈, 조 양 문헌정보 북트 일러

14 2016 한윤옥, 최용훈, 오덕성 문헌정보 북트 일러

<표 12> 독후활동 로그램 역 연구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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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

독서 로그램의 역을 설정하면서 공주

학교 학교도서 연구소(2015)는 ‘학습독서 

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실제 사례

로 교과 연계 학습독서와 독서 략 심의 학

습독서를 시하 다(<표 2> 참조). 이순 과 

송정윤(2012)은 ‘교과학습’이라는 용어를 분

류명으로 사용하고, 그 하 개념으로 ‘국어과 

도서  활용 수업’, ‘타교과 도서  활용 수업’, 

‘교과 학습 련 자료 수집  활용 교육’, ‘교과 

학습 련 독서 략 지도’를 소분류명으로 제시

하 다(<표 3> 참조). 본 연구에서는 도서 활

용수업과 도서 력수업, 정보활용교육 는 

정보리터러시 교육, 정보활용 교과서 등의 개

념6)을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으로 함께 묶고, 

이를 다시 교과교육 수업과 연계된 로그램과 

학교도서 의 독자  로그램으로 나 어 해

당되는 논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 다(<표 4> 

참조). 그 결과 62편의 논문이 여기에 속하여 

44.9%의 압도  다수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의 독서역량은 학교교육의 성패를 좌우

하는 결정  요인  하나이며, 학교도서 의 

핵심 기능이 도서 활용수업 등 교과교육과 연

계된 로그램이나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학생

의 독서역량을 기르는 것이라는 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교육 수업과 연계된 로그램을 다룬 연

구논문들은 25편이 확인되었다. 이를 다시 도

서 력수업을 다룬 논문, 도서 활용수업을 

다룬 논문, 그리고 교과교육 연계 로그램 일

반을 다룬 논문으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학교도서 의 력수업 련 연구는 한윤옥

(1995)의 선구  논문 이후 무려 18년 동안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교도서 계

에서 력수업에 부여하는 의미의 무게에 비해

서 논문 성과는 어도 양 으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장에서 력수업 경

험이 아직 많이 축 되지 못한 실과 계있는 

상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지만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하면 국어, 국

어, 역사, 사회, 정보, 과학 등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한 실천 사례를 보고하고 있어서 매우 귀

한 연구 성과들이다.

도서 활용수업에 련된 연구는 15편으로 

력수업에 비해서 양 으로 3배가량 많다. 시

간 으로 보아도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거의 

매년 한 편 이상의 논문이 학술지에 꾸 히 게

재되고 있어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교육 연계 로그램 일반으로 분류된 논

문 일곱 편은 학교도서  로그램과 교과교육

을 연계하기 해 필요한 이론  근거나 략 등

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학술지 게재 시기도 1992년

부터 2000년  반에 집 되어 있어서 이후 

학교 장에서 도서 활용수업이나 력수업의 

실천 사례를 축 하고 그 성과를 학술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 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6) 문헌에서는 이밖에도 ‘정보이용교육’, ‘도서 교육’, ‘도서  로젝트학습’, ‘도서 활용교육’, ‘도서 동교수

로그램’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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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로그램

종류

게재

년도
연구자 학술지 주요내용

1

도서

력수업

1995 한윤옥 문헌정보 학교도서  동교수 로그램

2 2012 이덕주, 조미아 비블리아 고등학교 도서  력수업 사례

3 2013 기민진, 송기호 문헌정보 사서교사와 국어교사의 동수업

4 2014 조미아 문헌정보 PBL을 용한 력수업 사례

5 2014 최용훈 독서교육 학교도서  력수업 비활성화 요인

6

도서

활용수업

2006 김 석 비블리아 어린이도서를 학교 읽기수업에 활용하는 방안

7 2007 이승길 문헌정보 사서교사의 정보활용능력, 도서 활용수업

8 2008 노진 , 변우열, 이병기 문헌정보 일본 사회과 교과서 분석, 도서 활용수업

9 2008 송기호 비블리아 도서 활용수업 활성화 략

10 2008 이승길 문헌정보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한 학습태도

11 2009 정종기 도서 ․정보 인간수행공학, 도서 활용수업 해요인

12 2010 송기호 비블리아
도서 활용수업,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동수업 

향상, 교수설계 략

13 2011 서진원 도서 ․정보 구성주의, 학교도서  활용수업

14 2012 이승길 도서 ․정보 도서  로젝트학습

15 2013 강복숙 문헌정보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도서 활용수업 편익

16 2013 우윤희, 김종성, 이용구 비블리아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업

17 2014 권은경 도서 ․정보 학교도서  활용교육, 연구학교 보고서

18 2016 송기호 비블리아 도서  활용수업에 한 사서교사의 자기평가

19

교과교육

연계

로그램

일반

1992 김용철 문헌정보 교수매체 제작과 그 활용

20 2002 김병주 비블리아 학교도서  교수-학습지원 로그램

21 2005 이병기 문헌정보 학교도서 과 교육과정 통합 략

22 2006 변우열, 이병기 도서 ․정보 학교도서  독서교육 내용체계

23 2007 송기호 도서 ․정보 교과학습과 연계한 학습독서

24 2007 송기호 도서 ․정보 통합교육과정 개발

25 2012 서진원 도서 ․정보 학교도서  독서교육방법, 구성주의 학습이론

<표 13> 교과교육 수업 연계 로그램 역 연구의 내역

한편 교과교사의 참여가 없어도 학교도서

이 독자 으로 교과교육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로그램인 정보활용교육7) 련 논문은 37편이 

분석 상으로 추출되었다. 그  다섯 편은 정보

활용교과용 도서 문제를 다룬다. <표 14>는 그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정보활용교육과 련한 기 연구는 1990년

부터 발표되기 시작하 다, 이후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매년 련 논문들이 발표되었

고, 그 결과 소 역별로 가장 많은 37편의 논문

이 분석 상으로 추출되었다. 정보활용교육에 

한 연구는 이 개념이 등장한 기부터 비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이병기 2011; 김수정 2015)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활용교육을 다룬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학교

 7) 문헌에서는 이밖에도 ‘정보교육’, ‘정보이용교육’, ‘정보활용능력교육’, ‘정보문해교육’, ‘정보리터러시교육’ 등이 다양

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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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로그램

종류

게재

년도
자 학술지 주요내용

1

정보

활용

교육

1994 유소 문헌정보 정보교육

2 1997 유소 문헌정보 정보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통합  교수/학습

3 1999 함명식 문헌정보 컴퓨터, 정보이용 교육과정

4 2002 함명식 정보 리 정보검색  정보종합능력

5 2003 이병기 문헌정보 정보교육, 다 지능이론

6 2003 김종성 문헌정보 미국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7 2003 정진수 정보 리 정보 학습

8 2004 유소 문헌정보 정보이용능력 교육과정

9 2004 유소 도서 ․정보 정보이용능력기 , 정보처리 학습모형

10 2004 김지훈, 최 경 문헌정보 정보이용능력 교육과정

11 2005 이병기 비블리아 정보활용교육 범 와 계열

12 2005 박명규, 한상완 문헌정보 정보교과 교육과정

13 2006 김연례, 홍 진 도서 ․정보 정보활용능력 교육

14 2006 이병기 도서 ․정보 정보활동 심 도서 활용수업 모형

15 2007 이정연 도서 ․정보 정보활용교육의 효용성

16 2007 변우복 도서 ․정보 정보문해 서비스

17 2008 함명식 정보 리 정보이용교육 수행평가

18 2008 송기호, 김태수 정보 리 정보활용교육과정

19 2009 배경재 문헌정보 정보문제 해결능력

20 2009 노진 , 변우열, 이병기 도서 ․정보 정보활용교육 탐구수업모형

21 2010 이병기 도서 ․정보 정보활용과정모형 재구조화

22 2011 박명규, 이지원 비블리아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23 2011 이병기 도서 ․정보 정보활용교육 수행과제

24 2011 송기호 도서 ․정보 국가수 교육과정, 정보활용능력

25 2013 이승길 도서 ․정보 스마트러닝 수업 모형

26 2015 김소 비블리아 일본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 변천

27 2015 송기호 문헌정보 학교 사회, 정보활용과정 요소

28 2016 송기호 문헌정보 학교 세계사, 사서교사 교육정보서비스 요소 

29 2016 송기호 도서 ․정보 등학교 사회, 사서교사 교육정보서비스 요소

30 2016 이승길 문헌정보 정보문해능력, 자기조 학습 요소

31 2016 정진수, 김진묵 문헌정보 information seeking and use

32 2016 이경화, 송기호 비블리아 통합주제 심 정보활용교육 로그램

33

정보활용

교과용 

도서

2002 함명식 문헌정보 ․ 등학교 정보와 도서  교육과정

34 2007 이병기 도서 ․정보 국가수 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

35 2008 함명식 정보 리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

36 2011 김성 도서 ․정보 정보활용교육,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서 개발

37 2011 이병기 비블리아 백워드 설계 모형, 도서 과 정보생활 교수설계

<표 14> 정보활용교육 역 연구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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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활용교육 운

 황에 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2011년 

같은 해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병기(2011, 32)는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이 실제 개발되어 

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정 으로 평가한 반

면, Park & Lee(2011)는 조사 상 학교도서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반

에 못 미치고 실시하는 경우에도 도서  소개 

로그램 수 에 머물 다고 보고하 다. 어느 

쪽이든 도서 활용수업 련 논문이 다루는 내

용은 기에 개념 소개, 활성화 략 등이 주류

를 이루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도서  

장의 로그램 실행 경험에 한 분석이 늘어나

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활용교육을 한 도구로서 

교과용 도서는 2002년 정보와 도서 , 2008년 

도서 과 정보활용 , 그리고 2011년 서울특별

시교육감 인정도서 도서 과 정보생활  등 세 

차례 개발되었다. 각 시기별로 정보활용 교과용 

도서 개발  활용을 다룬 논문이 다섯 편 발표

되었다.

<표 13>과 <표 14>로 나 어 정리한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 련 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미세하지만 변화 패턴을 악할 

수 있다. 1990년 부터 2000년  후반까지는 도

서 활용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독서교육

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체계

를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반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서

는 학교 장에서의 실행 연구가 심이 되었으

며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조사 등을 통해 실  

문제 을 악하려는 시도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후 최근에는 특정 교과와 연계한 사서교사의 

로그램 운  등이 다루어지는 등 어느 정도 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 국 72개 등학교도서 의 독서

로그램을 유형별로 조사하니 독서 흥미  도서

 이용 증진 행사(35%), 독후활동(29%)에 비

해 교과학습 련 로그램은 9%에 불과하

다”(이순 , 송정윤 2012, 300)거나 연구학교보

고서에 나타난 독서 로그램이 특정 자료의 읽기

로 종결되는 경우와 독서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

고(권은경 2014, 153), 도서 이용교육이나 정보

활용교육이 낮은 수 에서 실시되고 있었다(권

은경 2014, 158)는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연

계 로그램 문제에서 학교 장과 논문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단을 하게 된다. 

6) 주제 심 독서 로그램

주제 심 독서 로그램은 특정 주제에 맞는 

독서와 독후활동 방법을 고안하여 개정 교육과

정의 방향에 맞는 통합교과 형태로 진행함으로

써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주안 을 두고 있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역에 해당

하는 논문은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10편이 

게재되었다.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에 비해서 

상 으로 단기간에 심이 높아진 역이라

고 볼 수 있다. 이 논문들을 통해 인성, 역사, 인

문고 , 민주시민의식, 진로성숙도 같은 주제들

이 주제 심 독서 로그램에서 주로 다루어졌

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활동을 통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행 ”(변우열 2009, 32)인 독

서교육이 곧 인문교양을 쌓는 일이며, 인문교양

은 “더 크고 넓은 세상과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

과 주 를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조망”(서경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385

연번 게재년도 연구자 학술지 주요내용

1 2009 이순옥, 장우권 문헌정보 주제 심 독서지도

2 2011 최 임 문헌정보 인성 련 다 지능 계발 독서교육

3 2013 이아 독서교육 인문고  독서교육

4 2013 주혜경 독서교육 주제 심 통합교과 연계 독서지도

5 2014 이아 독서교육 인문고  독서교육

6 2014 강주희 독서교육 역사 심 독서교육

7 2014 이병기 도서 ․정보 인성교육 

8 2015 서행민, 이병기 도서 ․정보 미래자서  쓰기

9 2015 임성 도서 ․정보 민주시민의식

10 2015 하혜란, 송기호 도서 ․정보 진로 탐색 보고서 쓰기

<표 15> 주제 심 독서 로그램 역 연구의 내역

식, 필드, 카토 2007, 177-179)할 수 있도록 만

들어주는 것이라면 학교도서  장의 주제

심 독서 로그램 련 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

하게 이루어지리라 측된다.

7) 독서치료 로그램

학교도서 을 기반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2편의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상세 내역은 <표 16>과 

같다. 연구 상은 등학생 는 학생이 

부분이지만 교사용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연구도 있었다. 독서치료 로그램 연구는 주

제의 특성상 문헌연구나 통계조사보다는 주로 

독서치료 로그램의 효과에 한 사례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한편 학교도서 의 독서치료 로그램을 다

룬 학술지 게재 논문의 비 은 낮지만, 독서치

료 로그램을 연구한 학 논문의 양은 상당하

연번 게재년도 연구자 학술지 연구내용

1 2003 한복희 문헌정보 독서부진아 독서치료 사례

2 2003 황 숙 비블리아 독서치료 활성화 방안

3 2005 남태우, 이원지 문헌정보 발달  독서치료 사례 연구

4 2006 최선옥, 한윤옥 비블리아 독서치료 사례 연구

5 2007 권은경 문헌정보 발달  독서치료 로그램

6 2007 김수경 도서 ․정보 교사용 독서치료 로그램

7 2007 이상애, 조 양 도서 ․정보 독서치료 로그램, 진로성숙도

8 2008 김성희, 김송이 도서 ․정보 독서치료 로그램, 사회성

9 2011 정수연, 이명규 비블리아 등학생 독서치료 로그램 동향

10 2013 임성 독서교육 교과연계 집단 독서치료 방안

11 2013 황 숙, 김수경, 김정화 비블리아 독서치료 로그램, 게임과몰입극복

12 2014 류지선, 조미아 비블리아 독서치료 로그램, 스트 스

<표 16> 독서치료 로그램 역 연구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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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게재년도 연구자 학술지 주요내용

1 2003 변우열 도서 ․정보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2 2008 이병기 도서 ․정보 독서 략 범주화

3 2009 송기호 도서 ․정보 학교 도서  로그램

4 2012 이순 , 송정윤 독서연구 학교 독서 로그램 황

5 2013 서진원 도서 ․정보 독서교육의 창의성 용

6 2014 오덕성 독서교육 탈북청소년을 한 학교도서  로그램

<표 17> 독서 로그램 일반 역 연구의 내역

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등학생 상 독서치료 로그램을 연구한 학

논문이 108편에 달하 고, 그 가운데 문헌정

보학 분야의 학 논문은 25편이었다(정수연, 이

명규 2011, 324-325). 이 조사가 등학생 연구

만을 상으로 했고 기간도 제한 으로 설정했

음을 감안하면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학

논문은 훨씬 많을 것이다. 그 배경은 독서치료 

분야 연구가 이론 정립과 도입 단계를 지나 성

숙기에 어들어 임상사례 심의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 되어 있기 때문이다. 

8) 독서 로그램 일반

마지막으로 특정 로그램 유형으로 구분하

기 어려운 논문, 즉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반에 걸친 활성화 방안, 다양한 독서 로그램 

황 분석, 탈북청소년을 한 학교도서  로

그램 등을 다룬 연구들 6편을 묶어 일반으로 분

류하 다. <표 17>은 그 내역이다. 

5. 결 론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은 학생들이 독서

의 즐거움을 깨닫고 도서 문화를 향유하는 평

생 독자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며 학교교육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비  사고력을 가

진 미래형 인간이 되도록 돕는다. 본 연구는 학

교도서  독서 로그램의 요성을 인식하고 

지 까지 축 된 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그 의미를 분석할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런 

노력이 향후 학교도서 의 독서 로그램 연구

의 발 방향을 탐색하고 어린이․청소년 독서 

연구에 도움이 될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라 기 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에 한 정량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은 1978년에 처음 발표되

었지만 오랫동안 후속 연구로 연결되지 않았다. 

1990년 에 소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2002

년부터 본격 으로 연구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

하 다. 이는 당시 정부의 학교도서  활성화 정

책의 향을 받아 학교도서  련 연구가 늘어

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히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학교도서

 장의 독서 로그램 활성화와 함께 2013년 

한국독서교육학회지  창간으로 발표지면이 늘

어난 것이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별로 보면, 게재 편수

로는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가 44편, 한

국문헌정보학회지 가 41편으로 많았다. 한국

비블리아학회지 에 게재된 논문수는 29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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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지만 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 은 

3.5%로 상 으로 높았다. 한국독서교육학

회지 에는 1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 학

회지 수록논문의 43%에 해당되어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이 독서교육학회지 의 핵심 주제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발행이 

단된 상태이다. 정보 리학회지 에는 5편이 게

재되어 향력이 미미했다. 국어교육학계가 주

축이 된 독서 련 문학술지인 독서연구 에

는 단 한 편의 연구가 게재되어 학교도서 에 

한 심이 조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에서 많이 사

용되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실행연구, 조사연

구, 사례연구 순이었다.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

하여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도서 활용수업과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 로그램 역을 다룬 논문이 62편(44.9%)

으로 압도 으로 많았고, 최근까지 활발하게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도서  

장에서 이루어지는 로그램 황과 연구논문 

내용 사이에 약간의 괴리 상이 있을지도 모른

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독서지도 로그

램과 독후활동 로그램, 독서치료 로그램을 

다룬 연구가 순서 로 발표논문 수가 많았다. 주

제 심 독서 로그램은 상 으로 최근에 연

구가 집 되었는데, 진로와 인성, 인문고 , 민주

시민의식 같은 주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학교 장에서는 독서흥미유발 로그램이나 도

서  이용 활성화 로그램을 많이 운 하고 있

지만, 그것이 학술  연구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연구자들이 심

을 기울여야 할 연구 과제와 연구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독서 로그램의 유형별로 연구생산량

을 비교해본 결과 학교도서  장에서 실제 운

되는 로그램의 비 과 연구논문 생산량이 

반비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학교도서 에

서 흔히 하는 도서  이용 활성화 로그램이

나 독서흥미 유발 로그램은 련 연구가 은 

편이었다. 학교도서  장의 여건을 반 하여 

이런 로그램들이 타성 이거나 소모 으로 

흐르지 않고 효과 으로 독서능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구체 이고 실용 인 방안이 연구

논문으로 제시되기를 기 한다.

둘째, 교과교육 연계 로그램은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 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수  높은 도서 활용수업과 정보활용교

육은 기 하기 힘든 실정이다. 학교 교과과정과 

효과 으로 통합된 독서 로그램을 계획하여 실

천하며, 학교도서 이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함양

과 정보격차 해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역에 

한 한층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독서’라는 공통 심사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학계와 문헌정보학계가 ‘학교도서 ’을 

고리로 소통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이 장에서 꽃

피우기 해서는 교육계와의 상호이해와 교류 

력이 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 인 것이 사실이다. 이 분야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 으로 바람직한 독

서 교육과 독서 문화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 을 

달성하도록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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