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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교수매체로써 그림책을 탐색하고자 하는 등학교 교사들의 근 에 한 요구를 악하고 

학교도서  DLS(Digital Library System)의 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해 먼  국내외 

7개 도서  온라인목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근 을 조사하 다. 그리고 등학교 교사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으로 220개의 응답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림책의 

근 은 주제, 학년/연령, 내용, 교과/단원, 범교과학습주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근 을 DLS의 목록 코드에서 제공하고, 통제어휘집을 개발하고, 시스템의 

기능이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그림책에 한 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lementary school teachers’ needs for access points 

when searching for picture books to be used as teaching media, and suggest ways to improve 

DLS(Digital Library System) in school librarie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d 

the access points provided by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 systems in seven domestic 

and foreign libraries. In addition, it conducted an online survey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a total of 220 responses were finally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most needed access 

points were topic, grade/age, content, subject/chapter, and cross-curricula learning topics, etc.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roviding the most needed access points in DLS, 

developing controlled vocabulary tools, and improving system functions or the interface to 

enhance accessibility to pictu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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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등교육 장에서 그림책은 학년에 걸쳐 

친숙하고 효용성이 높은 교육 매체로 리 활

용되고 있다. 이는 그림책이 교수․학습자료로

써 언어, 인지, 사회성 등 아동의 인  발달에 

정 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

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교육 역에 용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어, 사회, 도

덕 등 교과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요구

를 반 하여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역사교육 등

의 역으로 그림책의 활용이 확 되고 있고, 아

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언어치료, 상담

치료, 독서치료 등 상담․치료의 도구로도 그림

책이 활용되고 있다(이순아, 임성만, 2021). 

한편, 한국그림책연감(원주시그림책센터 일

상 술, 2021)에 따르면 그림책 출 량은 매해 

증가 추세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출 된 국내 

그림책은 724종, 번역서는 824종에 이른다. 한

국도서 회에서는 학교도서 의 균형 있는 장

서 구성을 해 등학교 도서 의 장서  그

림책의 비율을 15%로 권장하고 있다(한국도서

회 한국도서 기 특별 원회, 2013). 이는 

문학(25%)과 역사(16%)에 이어 세 번째로, 자

연과학(13%), 사회과학(8%), 술(5%)보다 높

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등학

교 도서 에서는 그림책 장서를 입수하기 해 

재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게 그림책의 출 량이 증가하고 교수매

체로써의 활용 역이 확 됨에 따라 등학교 

교사들이 교육 목 에 합한 그림책을 선정하

고 근하는 일이 더욱 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림책의 선정과 근을 지원하는 표 인 도

구인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온라인목록시

스템은 어린이청소년자료 검색을 한 근 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이 꾸 히 

제기되어 왔다(유재옥, 2009; 정진수, 2009; 변

우열, 이미화, 2017; 강 숙, 정 미, 2019). 이는 

도서  검색시스템이 주로 서명, 자명, ISBN 등 

서지사항을 심으로 근 을 제공하면서 이용

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그림책은 부분 

서명을 통해 내용과 주제를 짐작하기 어렵고, 목

차를 제공하지 않으며, 장르나 형태 인 면에서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에 한 

근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근 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청소년자료나 학교도서  자료

를 심으로 근 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었으

나 부분 도서  온라인목록시스템의 사례조사

(유재옥, 2009; 정진수, 2009), 도서 자체 내용 

분석(장지숙, 2006), 혹은 사서(교사)의 의견(변

우열, 이미화, 2017; 강 숙, 정 미, 2019)을 바

탕으로 온라인목록시스템의 근 에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용자 집단의 요구를 

악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수매체로써 그림책을 활

용하는 등학교 교사들의 그림책 근 에 

한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업무지원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 이하 

DLS)의 근  확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도서 , 공공도서 , 어

린이 문도서  등의 온라인목록시스템 근

 개발이나 인터페이스 설계에 참고자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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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련 있는 선행연구들은 크게 어

린이 자료의 근 에 한 연구, 소설의 근

에 한 연구, DLS 시스템 기능 개선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어린이 자료의 근 에 한 연구로 

유재옥(2009)은 어린이청소년자료를 검색하고

자 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반 한 근 이 

온라인목록 구축에 반 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

설하면서 기본 인 검색 근  외에 이용자구

분, 자료유형, 장르, 주제․테마, 교과연계, 소재

지정보, 권장도서목록․서평․수상작 등 7종류

의 검색 근 을 온라인목록시스템에 필수

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 다. 노지 (2010)은 

문학 자료와 어린이 자료의 비 이 높은 공공

도서 이나 학교도서  이용자들의 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으로 장르 분류의 용

을 제안하 다. 이를 해 북미 공공도서 의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장르 분류의 용양상

과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살펴보았고, 

특히 어린이 자료에 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주제와 자료의 특성, 연령이나 독서수  등으

로 장르의 범주를 세분화함으로써 도서  이용

자들의 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

냈다. 정진수(2009)는 어린이 자료를 서비스하

는 미국 서지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근 의 

종류와 근 의 제공방식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자료의 내  근 ( : 서명, 자명)과 

외  근 ( : 이용자 구분, 문학상 수상작

품)을 모두 지원하고,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인지  부담이 은 라우징과 하

이퍼링크를 통한 내비게이션 방식을 함께 제공

할 것을 제안하 다. 

소설의 근 에 한 선행연구들은 소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지사항 외에 내용  요소나 

감정의 측면에서도 근 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최석두(2001)는 통 인 서지사

항검색에 내용검색, 감정검색, 거리검색에 필

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포함한 소설검색

시스템을 설계하 다. 내용검색을 해서 장르, 

배경/무 , 시간, 장소, 주인공, 거리 주요어, 

자의 의도 등 7개 요소를 색인어로 추출하고, 

감정검색을 해서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기

, 놀램, 오 수용의 8개로 분류하 다. 최지

(2011)은 인터넷 독서동호회 회원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 장

르요소, 내용요소, 감정요소, 수상작,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신간소설 등을 소설의 근 으로 

제안하 다. 조혜 , 정연경(2018)은 학생들

의 소설 근성을 향상시키기 한 소설 분야의 

분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들은 학교도서

에서 사용되고 있는 KDC가 문학류의 자료에 

근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 하고, 학생들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

로 장르별 분류를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  자료 근의 요한 

도구인 DLS의 기능을 분석하면서 검색 근

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이병기(2009)는 교

육  맥락에 한 정보를 목록에 추가하는 학

교도서  목록 서비스를 제안하 다. 이를 

해 교수-학습 과정에 련된 맥락 요인을 분석

하고, 실제로 교육  맥락 요소를 제공하고 있

는 정보시스템의 사례를 분석하 다.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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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DLS에 추가로 기술해야 할 교

육  맥락 요소를 이용자, 수업 상황, 자료 내용 

유형, 독서 상황, 련 자료 등의 5개 요소로 제

시하 다. 변우열, 이미화(2017)는 DLS 문

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DLS의 황  문

제 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이 

 검색기능 향상을 해서는 목차/ 록, 수상

주기 등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검색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간 조합검색을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하 다. 강 숙, 정 미(2019)는 

DLS의 문학분야 장서 검색기능 개선  자료

의 근성 향상을 해 사서(교사)의 의견을 

조사하 다.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 의 자

료 근성 향상을 해 목록 코드에 근 을 

확  부여하고, 교과 혹은 장르로 주제색인어

를 부여하고, DLS 검색 기능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근성 부족 문제를 정보서비스로 보

완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 다. 

2. 이론  배경 

2.1 그림책의 가치  교육  활용 

그림책은 일반 으로 과 그림이 함께 제시

되며, 그림이 어도 펼친 면에 한 개씩 실려 

있는, 어린이를 상으로 한 도서로 정의된다

( 은자, 김세희, 2005). 그림책은 과 그림이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통합 으로 이야기를 

달하는 고유한 특성의 장르로서, 그림책에 

한 경험은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다양

한 역의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즉, 

그림책은 언어능력  시각 인 문해력(visual 

literacy)을 발달시키고(김상욱, 2006), 감정을 

조 하게 하는 정서를 성숙시키고 사회성을 길

러 주며(이지 , 2012), 지  기능이 발달하도

록 돕고, 미 이고 창의 인 경험을 통해 심미

감과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다. 

이러한 그림책의 가치를 인식하여 등학교 

교사들은 교육 장에서 그림책을 활발하게 활

용해 왔다. 등 환경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어(최건아, 2014), 어

(박수정, 배지 , 민수정, 2019), 미술(신백경, 

2008), 인성교육(이기향, 2017), 환경교육(신보

람, 2021), 장애이해교육(정다연, 2021), 다문화

교육(이지 , 2012)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그림책의 활용이 학생들의 교과에 한 지식 향

상은 물론 자아존 감, 친사회성, 환경소양능력, 

장애수용태도, 다문화 인식 등을 정 으로 변

화시키는데 효과 인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 게 그림책이 효과 인 교수매체

로 활용되기 해서는 우선 한 그림책 자료

가 선정되어야 한다. 신보람(2021)은 학년별로 

성취기 과 요구되는 환경교육의 내용이 다른 

을 감안하여 학년별 특성에 맞는 환경그림책

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같은 맥

락에서, 이기향(2017)은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해 련된 그림책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

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인성 주제별 

그림책 도서목록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연령

별, 인성 발달 단계에 맞는 목록이 개발되어 

학교 장에 보 할 것을 제안하 다. 결론

으로, 등학교 교사들은 그림책의 다양한 교

육  활용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교

육에 필요한 그림책을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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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 과 온라인목록시스템

문헌정보학 용어사 에서는 ‘ 근 ’(Access 

point)을 축 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

되는 모든 용어나 코드로, 컴퓨터 정보축   

검색에서 코드나 일에 근할 수 있도록 지

정된 필드로 정의하며, 표 인 근 으로 이름, 

키워드, 용어, 발행처명, 고유번호 등을 들 수 있다

고 정의하고 있다(한국도서 회, 2010). 이 정

의에 따르면 근 은 일반 으로 검색시스템 

내에서 탐색을 한 수단을 일컫는다. 그러나 

강 숙, 정 미(2019)는 학교도서  DLS 목록

의 자료 근성에 해 논의하면서 검색 측면의 

자료 근성과 라우징 측면의 자료 근성을 

함께 논의하 다. 라우징을 통한 근이란 분

류를 통해 같은 주제나 같은 활용 목 을 해 

그룹화된 자료에 해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 

신 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자료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진수(2009)도 넓은 의미에서 “시스템의 인

터페이스 상에서 자료 근을 가능하도록 안내

하는 모든 요소”를 근 으로 보았다. 그는 국

외 서지정보시스템을 분석하면서 ① 온라인목

록시스템 내에서 이용자가 직  키워드를 입력

하는 키워드 근 ( : 자명)과 라우징 

옵션을 제공하는 근 ( : 20개의 언어 리스

트  라우징하여 하나를 선택), ② 검색결과

화면에서 제공되는 근 , ③ 검색된 특정 도

서에 한 서지정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근

을 모두 조사하 다. 

도서  온라인목록시스템은 일반 으로 서

지사항을 심으로 근 을 제공하여 자료에 

근할 수 있는 다양한 을 표 하는 데 부

족한 면이 있다. 인터넷 서 과 지역 표 도서

의 온라인목록을 비교한 한승희(2016)는 탐

색과 디스커버리를 지원하는 모든 기능에서 인

터넷 서 이 도서  온라인목록보다 우수하고, 

특히 라우징과 우연한 발견 기능 측면에서 

인터넷 서 이 월등하다고 밝히면서, 알고 있

는 자료에 한 탐색 기능에만 집 해 온 도서

 온라인목록의 한계를 지 하 다. 

도서  온라인목록에 한 비 은 온라인목

록이 단순히 자 의 소장자료의 치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벗어나 자료에 한 다양한 근 

경로를 제공하고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동안 도서 계에서 차세  목록, OPAC 2.0 

등과 같이 온라인목록의 기능을 개선․확장하

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나 여

히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용자의 온라인목록 검색 행

태  요구를 분석하고 이용자 심의 근

을 설계하는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림책을 이용하는 등학교 교사

의 요구를 악하여 그림책 근  확장 방안

을 제안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이 국내외 도서  사례조사  등학교 교

사를 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국내외 도서 에서 제공하는 검색 

근 을 조사하 다. 국외의 경우, 미국 최 의 

독립형 어린이도서 을 오 한 팔로알토시립도

서 (Palo Alto City Library, 이하 PACL)1), 



23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3권 제1호 2022

자책 어린이도서 인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 

이하 ICDL)2), 일본의 국제어린이도서 (Inter- 

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이

하 ILCL)3)을 상으로 조사하 다. 국내 도서

으로는 국가 표 어린이청소년도서 인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 4), 우리나라 최 의 어

린이 용 도서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

도서 5), 그림책도서   장서 수가 가장 많

은 순천시립그림책도서 6), 그리고 G지역의 

학교도서  DLS를 조사하 다. 

둘째, 등학교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시행하 다. 설문문항은 최지 (2011), 노

지 (2013), 김나연(2018)의 설문지를 참고하

여 한 내용을 발췌하 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이 

크게 그림책 이용 황, 그림책 검색 행태, 학교

도서 에서의 그림책 검색에 한 인식, 그림

책 근  개선, 응답자 일반 사항 등 다섯 역

으로 구성하 다. 

설문 문항  자주 사용하는 근 , 각 근

의 유용성, 만족도  필요한 정도를 물어보

는 문항들은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① 서지사항, ② 내용, ③ 주제, ④ 범교과

학습주제7), ⑤ 교과/단원, ⑥ 학년/연령, ⑦ 수

상작, ⑧ 추천도서, ⑨ 감정, ⑩ 장르/테마, ⑪ 

외형, ⑫ 난이도/읽기 수 , ⑬ 베스트셀러/스

테디셀러의 13가지 근 을 도출하여 문항 구

성의 토 로 삼았다. 

설문은 구  설문지를 활용하여 작성하 고, 

등학교 교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

뮤니티인 인디스쿨8)의 게시 에 설문 참여 요

청 과 설문지로의 링크를 함께 업로드하 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역 문항 수(개)

Ⅰ  그림책 이용 황  5

Ⅱ  그림책 검색 행태  8

Ⅲ  학교도서 에서의 그림책 검색에 한 인식  8

Ⅳ  그림책 근  개선  4

Ⅴ  응답자 일반 사항  5

계 30

<표 1> 설문지 구성

 1) https://library.cityofpaloalto.org/

 2) http://www.childrenslibrary.org/

 3) http://iss.ndl.go.jp/ 

 4) https://www.nlcy.go.kr/NLCY/main/index.do

 5) https://childlib.sen.go.kr/childlib/index.do?getContextPath=

 6) https://library.suncheon.go.kr/pblibrary/

 7) 범교과학습주제는 미래 사회 변화를 망하여 국가․사회 으로 요하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이자 여러 교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 이고 통합 인 학습 주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주제는 인성 교육, 안

․건강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 융 교육, 환경 

교육이다(교육부, 2016).

 8) www.indi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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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15일간 실시하 으며, 자발 으로 설

문에 참여한 229개의 응답  완료되지 않은 결

측자료를 제외하고 총 220개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로 삼아 분석하 다. 분석은 빈도수에 근

거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고, 근 별 유용

도와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하기 해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4. 사례조사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 을 비

교․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웹사이

트의 ① 검색 첫 화면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

는 탐색 근  혹은 라우징을 한 근 , 

② 상세검색에서 제공되는 근 , ③ 검색 결

근

국외 국내

PACL ICDL ILCL**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

서울
교육청
어린이
도서

순천
시립
그림책

도서 ***

DLS

서명 ○□ ○□ □ □ ○

자 ○□△ ○□ □ □ ○

발행처 □ □ □ □ ○

발행년 □△ □△ □△

표 부호(ISBN 등) □ □ □ □ ○

청구기호 □ □

소장처 □ □

시리즈/총서 ○□ □

언어 □△ ○ □△ □△ □

국가 □

자료유형 □△ ○ ○ △

분류체계(KDC 등) □△ □△ □ ○

주제 ○□△ ○□ ○

지역* □△

캐릭터 유형 ○

이용 상자 □△

수상작 □

장르 □△ ○  

표지 색깔 ○

책 모양 ○

실제/상상 이야기 □△ ○

읽기 난이도(Lexile) □△

태그 ○□△

이용자 ○

이용자 책 목록(list) ○

별 등 (rating) △

원문이용방법(무료 등) △

온라인/오 라인 자료 △ △

○ 기본검색/ 라우징, □ 상세검색, △ 제한검색
  *지역( : Seoul)과 주제 으로 련된 자료를 검색하는 근 .
 **일반 이용자용 OPAC과 어린이용 OPAC을 모두 포함.
***일반 검색과 신간자료 검색을 모두 포함.

<표 2> 국내외 도서  검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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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화면에서 제한검색(filtering)을 해 제공

되는 근 을 모두 포함하 다. ‘키워드’ 검색

은 일반 으로 모든 근 들을 상으로 검색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표에서는 제외하 다.

각 도서 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  PACL

은 가장 다양한 근 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본검색에서 서명, 자와 같은 

서지사항은 물론이고 주제, 태그, 시리즈/총서, 

이용자가 직  작성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책 목록(list) 등의 근 을 제공하고 있고, 상

세검색과 제한검색에서는 읽기 난이도, 이용

상자(성인, 어린이, 청소년), 장르, 자료유형 

등으로 보다 세 하게 검색할 수 있다. 한, 

각 도서에 한 서지정보 화면에서는 자, 주

제명, 시리즈, 장르가 하이퍼링크로 되어있어

서 자의 다른 도서, 동일한 시리즈의 도서, 

동일한 주제명이 부여된 도서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

ICDL이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는 다양한 

근 (국가, 언어, 표지 색상, 상 연령 그룹, 

감정, 장르, 수상작, 최신 도서, 주제어 등)을 제

공했었으나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작

년 4월에 기존의 서비스를 단하고 재 라

우징을 한 단순한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키워드를 입력하는 탐색은 할 수 

없으며 신에 표지 색깔, 책 모양(좁은 책, 넓

은 책, 직사각형책, 정사각형책 등)과 같은 자

료의 물리 인 특성, 캐릭터 유형(상상의 동물, 

실제 동물) 등 어린 아동들이 실제 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책을 그룹화하여 라우

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LCL의 일반 이용자용 OPAC은 일반자료

와 어린이자료를 포 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서지사항 주의 근 을 제공하고 있다. 어

린이용 OPAC는 어린이자료만을 검색할 수 있

으며 키워드, 서명, 자, 건명(件名, 주제명) 등

을 직  입력하거나 자료유형(그림책/이야기책, 

지식책) 에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고, 주제

(탈 것, 스포츠/몸, 곤충, 지구/우주 등)가 아이

콘으로 표 되어 있어 이를 통해 라우징할 

수도 있다. 

국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서울특별시교

육청 어린이도서 , 순천시립그림책도서 은 

모두 기본검색에서는 간편하게 키워드를 입력

하도록 하고 상세검색 화면에서 다양한 근

을 이용한 필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어

린이청소년도서 은 상세검색에서 서지사항 외

에 특정 분류체계(KDC, DDC 등)를 선택하고 

분류번호를 직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고, 검

색 결과 제한검색에서도 ‘주제명’이라는 명칭 

아래 총류, 순수과학, 문학, 철학, 술, 역사 등 

KDC의 학문분류와 유사한 분류를 통해 자료

에 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 에서도 KDC 

분류번호를 직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각 

도서 페이지에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태그 클라우드에 포함된 개별 태그들이 하이퍼

링크로 되어 있어서 련 자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순천시립그림책도서 은 검색 인터페이스가 

가장 간단하여, 일반검색은 키워드로만 가능하

고 신간자료의 경우 KDC의 주류로만 검색할 수 

있다. 필드검색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조합검색

도 불가능하다. 각 도서의 페이지도 매우 간략한 

서지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고 각 서지 항목에 

한 하이퍼링크는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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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시의 DLS는 서지사항 외에 키워드를 입력

하여 주제를 검색할 수 있고, KDC의 주류별로 

검색할 수도 있다. 검색결과에서 제한검색을 

제공하지 않고, 도서의 서지정보 페이지는 매

우 간략하다. 

이상의 국내외 사례조사 상 기 들이 제공

하는 근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 으로 볼 때, 국외 도서 들은 기

본 인 서지사항 외에도 주제, 캐릭터 유형, 이

용 상자, 읽기 난이도, 태그 등 다양한 검색 

근 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도서 들

은 서지사항에 기반한 근 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국내 도서 과 국외 도서 은 주제 검

색을 한 근  제공 양상에 있어서 큰 차이

가 있다. PACL과 ILCL은 자료에 1개 이상의 

주제명을 부여하여 이용자가 모든 자료에 해 

주제로 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PACL의 경우

에는 기본검색에서 키워드( : friendship)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서 련 주제어( : 

‘female friendship’, ‘interpersonal relations’)

들이 디스 이되어 제한검색도 할 수 있다. 

ILCL은 어린이들이 심있어 하는 주제들을 

아이콘으로 나열하여 손쉽게 라우징을 통해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국립어

린이청소년도서 은 자료에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나 모든 도서에 부여하지는 않고, 부여한 

경우에도 도서가 표 하는 주제가 아니라 ‘아동 

문학’과 같이 형식을 나타내는 주제명인 경우가 

많아서 특정 주제를 다루는 자료들을 총체 으

로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 KDC와 같

은 분류체계 기반의 주제 검색은 이에 한 지

식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사용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순천시립그림책도서 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도서 은 주제명 검색은 제공하

지 않으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주제 으로 

련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서

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 은 태그 클라우

드에 주제를 표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제 검색에 유용하다.

셋째, 국외 도서 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자료를 다양한 경로로 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를 들어, 도서의 서지사항 페이지에서 

서명, 시리즈, 주제, 자 등의 항목이 하이퍼링

크되어 있어 동일한 자의 다른 도서, 동일한 

시리즈에 속하는 도서, 동일한 주제명이 부여

된 도서 등 련 자료를 연계하여 볼 수 있다. 

한, 온라인목록시스템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추천도서나 수상작 목록 페이지에서는 각 자료

를 하이퍼링크로 서지정보와 연결함으로써 

근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에 국내 도서 은 도

서의 서지사항 페이지나 수상작/추천도서 리스

트에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지 않아서 확인한 

자료를 온라인목록시스템에서 다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5. 설문결과 

5.1 응답자 인구통계학  분석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구통계학  배

경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여성(85.9%), 연령

은 30 (41.4%), 교직 경력 기간은 6~10년

(35.4%)이 가장 많았다. 담당 학년은 1학년부

터 6학년까지 비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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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31 14.1

여자 189 85.9

연령

20 61 27.7

30 91 41.4

40 50 22.7

50  이상 18 8.2

경력

5년 이하 53 24.1

6년~10년 78 35.4

11년~20년 62 28.2

20년 이상 27 12.3

학년

1학년 22 10.0

2학년 31 14.1

3학년 33 15.0

4학년 26 11.8

5학년 47 21.4

6학년 31 14.1

교과 담 30 13.6

근무지역

특별시 54 24.6

역시 41 18.6

․소도시(시 지역) 95 43.2

읍․면  도서벽지 지역 30 13.6

계 220 100.0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분석

5.2 그림책 검색 행태 

등학교 교사가 교수자료로 그림책을 활용

하는 이유에 해 질문한 결과는 <표 4>와 같

다. 교사들은 그림책을 수업 주제와 연 이 높

은 자료이고(45%),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습자

료(29%)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책 활용  검색 횟수에 해서는, 한 달

에 1회 이상 그림책을 활용하고(35%), 이에 

따라 한 달에 1회 이상 그림책을 검색하는 경우

(32.7%)가 가장 많았으며, 주 1회 이상 검색하

는 비율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등학교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그림책을 검색

할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로는 52.7%의 

응답자가 교사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선택

하여 압도 인 선호도를 보여주었다(<표 6> 참

조). 교사 커뮤니티 외에 인터넷 서 과 인터넷 

검색 엔진이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나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웹사이트를 선택

한 비율은 합산하여 6.4%밖에 되지 않아 이용

이 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검색의 유형을 ① 수업에 활용할 그림책이 어

떤 것이 있는지 포 으로 찾아보는 검색, ② 

이미 알고 있는 그림책의 소재나 정보를 찾아보

는 검색으로 구분하여 각 검색유형별로 가장 유

용한 웹사이트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7>,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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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백분율(%)

수업 주제와 합한 그림책이 많기 때문에 99 45.0

학생들이 그림책을 좋아해서 64 29.0

평소에 그림책의 가치에 해 잘 알고 있어서 37 16.9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료여서 18 8.2

기타 2 0.9

계 220 100

<표 4> 그림책 활용 목

항목
활용하는 횟수 검색하는 횟수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주 1회 이상 40 18.2 45 20.5

2주 1회 이상 36 16.4 44 20.0

한 달 1회 이상 77 35.0 72 32.7

한 학기 1회 이상 67 30.4 57 25.9

 하지 않음 0 0 2 0.9

계 220 100 220 100

<표 5> 그림책 활용  검색 횟수

항목 빈도(명) 백분율(%)

학교도서  웹사이트 10 4.6

공공도서  웹사이트 4 1.8

인터넷 서 (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43 19.6

인터넷 검색 엔진( : 네이버, 다음) 39 17.7

교사 커뮤니티( : 인디스쿨 등) 116 52.7

기타 8 3.6

계 220 100

<표 6> 그림책 검색 웹사이트 

항목
포  검색 특정 그림책 검색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학교도서  웹사이트 11 5.0 16 7.2

공공도서  웹사이트 3 1.4 7 3.2

인터넷 서 39 17.7 65 29.5

인터넷 검색 엔진 32 14.5 71 32.3

교사 커뮤니티 130 59.1 56 25.5

기타 5 2.3 5 2.3

계 220 100 220 100

<표 7> 검색유형별 유용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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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검색유형별 유용한 웹사이트

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할 만한 그림

책 선정을 해 모호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포

으로 살펴보고자 검색하는 경우에는 ‘교사 

커뮤니티’가 가장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해 “교사 커뮤니티는 책 제목 외에 련 

교과 혹은 수업 주제로 검색했을 때 한 결

과를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어 사용한다”, “교사

가 방 한 양의 그림책을 다 보며 찾기에는 시

간이 부족해서 그림책을 찾을만한 곳은 교사 커

뮤니티뿐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사들은 

교사 커뮤니티의 게시 에서 그림책 활용 방법

이나 정 학년, 교과와 단원, 학습주제 등에 

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키워

드로 입력하여 합한 을 검색하는 것이 용이

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특정 그림책의 소재나 

련 정보를 찾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 엔진’

이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하 다. 학교도서  

는 공공도서  웹사이트는 검색유형에 상 없

이 매우 낮은 이용도를 보 고, “도서  검색은 

책에 한 아주 간략한 정보만 나와서 별로 도움

이 되지 않는다”, “다른 웹사이트에서 그림책을 

알아보거나 정보를 얻고, 그 책이 학교도서 에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 이 작업이다”라

는 의견이 있었다.

5.3 그림책 근  

수업에 필요한 그림책을 검색할 때 자주 사

용하는 근 에 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

과는 <표 8>과 같다. 

등학교 교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근

은 주제(18.7%)이고, 그 뒤로 범교과학습주제

(15.6%), 내용(14.7%), 학년/연령(11.9%), 교

과/단원(8.7%)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추천도서(6.4%), 서지사항(4.6%), 수상

작(3.4%) 등은 이보다 낮은 이용도를 보 다. 

한, 각 그림책 근 을 통한 검색이 얼마

나 유용하 는지 유용도와 검색 결과에 한 

만족도를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유용도가 높은 근 은 자주 

사용하는 근 과 유사하게 주제(4.14), 학년/

연령(3.88), 내용(3.79), 범교과학습주제(3.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검색 결과에 한 만

족도가 가장 높은 근 은 추천도서(3.44), 주

제(3.18),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3.07)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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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빈도(명) 백분율(%)

서지사항 39  4.6

내용 125  14.7

주제 159  18.7

범교과학습주제 132 15.6

교과․단원 74  8.7

학년․연령 102 11.9

수상작 29 3.4

추천도서 54 6.4

감정 48 5.6

장르․테마 20 2.4

외형 13 1.5

난이도․읽기 수 32 3.7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24 2.8

<표 8> 자주 사용하는 근 (N=851, 복수응답)

변인
유용도 만족도

t p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서지사항 2.49 1.724 2.62 1.744 -1.634 .104

내용 3.79 1.092 3.05 .952 8.054 .000**

주제 4.14 .957 3.18 .867 12.797 .000**

범교과학습주제 3.74 1.247 2.94 1.123 8.038 .000**

교과․단원 3.70 1.297 3.01 1.172 5.763 .000**

학년․연령 3.88 1.116 3.07 1.013 8.023 .000**

수상작 2.59 1.534 2.80 1.549 -2.647 .009**

추천도서 3.45 1.307 3.44 1.289 .128 .898

감정 2.97 1.541 2.93 1.449 .704 .482

장르․테마 2.93 1.417 2.96 1.386 -.439 .661

외형 2.37 1.510 2.50 1.557 -1.718 .087

난이도․읽기 수 2.95 1.624 2.65 1.474 3.615 .000**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2.95 1.425 3.07 1.409 -2.068 .040*

계 3.23 .745 2.94 .711 7.774 .000**

*p<0.05, **p<0.01

<표 9> 각 근 의 유용도와 만족도

되었다. 각 근 별로 유용도와 만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응표본 t-test로 측정

한 결과를 살펴보면, 내용, 주제, 범교과학습주

제, 교과/단원, 학년/연령, 난이도/읽기 수 은 

유용도보다 만족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서 교사들은 이러한 근 들을 유용하다

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들을 이용한 실제 검색

에 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에게 가장 최근에 수업

에 필요한 그림책을 검색할 때 사용한 실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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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어는 무엇인지 자유기술문항으로 질문하

고, 이에 해 총 208명으로부터 응답이 수집되

었다. 수집된 검색어에 포함된 근 을 도출

하기 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 다. 

첫째, 검색어가 두 가지 이상의 근 으로 이

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각 근 의 

빈도로 처리하 다. 둘째, 검색어가 범교과학습

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인성’, ‘환경’ 등)에

는 범교과학습주제의 빈도로, 그 외 주제어는 

주제의 빈도로 포함하 다. 셋째, 거리, 캐릭

터, 사건, 배경 등은 내용으로 분류하 다. 이러

한 방법을 통해 등학교 교사가 최근에 사용한 

검색어에 나타난 근 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서지사항

서명

자

기타

33

4

3

13.5

1.6

1.2

소계 40 16.4

내용 43 17.6

주제 36 14.8

범교과

학습주제

다문화(교육)

안 (교육)

인권(교육)

인성(교육)

통일(교육)

환경(교육)

2

8

4

21

1

8

0.8

3.3

1.6

8.6

0.4

3.3

소계 44 18.1

교과․단원

국어

도덕

단원

기타

3

2

6

2

1.2

0.8

2.5

0.8

소계 13 5.3

학년․연령 23 9.4

수상작 2 0.8

추천도서 5 2.1

감정 15 6.1

장르․테마 

역사그림책

과학그림책

2

1

0.8

0.4

소계 3 1.2

외형 1 0.4

난이도․읽기 수  12 4.9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0 0

기타 7 2.9

계 244 100.0

<표 10> 최근 검색어에 포함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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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을 종합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검

색어 범주는 범교과학습주제( : ‘학교폭력’, ‘배

려’, ‘환경보호’), 내용( : ‘일제강 기’, ‘ 라

스틱’, ‘다른 나라 어린이’), 서지사항( : ‘돼지

책’), 주제( : ‘친구’, ‘용서’), 학년/연령 순으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사실상 범교과학

습주제도 넓은 의미의 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교과학습주제’와 ‘주제’를 합치면 거의 3분의 

1(32.9%)의 검색어가 주제로 근한 것으로 

악되었다. 범교과학습주제 에서는 인성교

육에 한 검색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주제나 내용 기반의 근 에 한 높

은 이용도는 앞선 <표 8>에서 교사가 자주 사용

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표 8>에서는 ‘서지사항’을 자주 사용한다는 응

답이 었으나 실제 최근에 사용한 검색어에서

는 ‘서명’으로 검색한 비율이 주제나 내용 기반

의 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미 알고 있는 책에 한 정보를 찾거나 소재를 

찾는 검색도 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비 이 높지는 않았지만 감정, 

교과/단원, 난이도/읽기 수 으로 검색한 경우

도 확인되었다.

교사들이 사용한 검색어의 주목할만한 특

징은 여러 근 을 복합 으로 사용한다는 

이다. 를 들어, “1학년 학교폭력 그림책”, 

“5학년 국어 의견 조정 그림책”, “4학년 0단

원 그림책”, “ 등 2학년 온책읽기 추천도서” 

등과 같이 학년과 범교과학습주제, 교과, 추천

도서 등을 함께 검색어로 사용한 경우가 다수

다. 

이상의 검색어를 보고한 응답자 208명에게 

해당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에 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44.2%만이 검색 결과에 매우 만

족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 고 24.1%가 검색 

결과에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하 다고 응답

하 다. 불만족하는 이유는 ‘친구’와 같이 그림

책 제목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입력한 경우에

는 검색 결과가 지나치게 많고, (범교과학습)

주제나 감정으로 검색한 경우에는 서명이 해당 

단어를 포함하지 않아서 검색 결과가 무 

다는 문제 이 있었다. 한, 한 학년/연령

으로 제한하여 검색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

으로 드러났다. 

5.4 학교도서 에서의 그림책 검색 경험

응답자  1명을 제외한 모든 교사의 소속 

학교에서 학교도서 이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도서 이 있음에도 직  

방문하여 그림책을 찾아보거나 DLS를 활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인원이 15.9% 정도로 

지 않았다(<표 11> 참조). 한, 학교도서 에

서 그림책 탐색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상

으로 주된 검색 방법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목

록시스템에서 검색하기보다는 책장에서 라

우징하거나 사서(교사)에게 직  문의하는 경

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 의 온라인목록시스템을 통해 그

림책을 검색한 목 은 자료의 소장 여부 확인

(70.9%)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그림

책 선정을 한 포  검색(10%) 목 은 낮

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교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포 으로 탐색하고 합한 자

료를 확인․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탐색 

도구에 의존하고, 자료를 입수( 출)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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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백분율(%)

학교도서 에서의 그림책 탐색 경험

(온․오 라인)

있다 185 84.1

없다 35 15.9

계 220 100

학교도서 에서의 그림책 탐색 방법

책장에서 직  보고 선택 103 55.7

사서(교사)에게 문의 55 29.7

학교도서  시스템 검색 23 12.4

기타 4 2.2

계 185 100

<표 11> 학교도서 에서의 그림책 탐색 경험 여부  탐색 방법

항목 빈도(명) 백분율(%)

학교도서  

검색 시스템 검색 목

자료의 소장 여부 확인 78 70.9

자료의 서가 치 확인 19 17.3

그림책 선정을 한 포  탐색 11 10.0

자료의 상세정보 확인 2 1.8

계 110 100

학교도서  

검색 시스템 불편 사항

검색을 통해 도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 37 33.6

원하는 검색 근 이 없어서 35 31.8

검색어 선택이 어려움 18 16.4

검색기능의 사용이 어려움 15 13.6

검색결과가 무 많이 나옴 5 4.6

계 110 100

<표 12> 학교도서  검색시스템의 검색 목   불편 사항

에서야 비로소 학교도서  검색시스템을 보조

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 의 온라인목록

시스템을 사용한다 해도 검색을 통해 도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33.6%), 원하는 검색 

근 이 없어서(31.8%)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

았다.

5.5 필요한 그림책 근  

수업에 필요한 그림책을 검색하기 해 각 

근 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한 인식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근 평균( )

서지사항 3.44

내용 4.31

주제 4.58

범교과학습주제 4.20

교과․단원 4.28

학년․연령 4.36

수상작 2.97

추천도서 3.60

감정 3.62

장르․테마 3.55

외형 3.08

난이도․읽기 수  3.71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3.11

체 평균 3.76

<표 13> 필요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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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교사가 필요로 하는 그림책의 근

은 ‘주제’(4.58), ‘학년/연령’(4.36), ‘내용’(4.31), 

‘교과/단원’(4.28), ‘범교과학습주제’(4.2) 순으

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를 얻은 ‘주제’ 근

에 해 “분노 감정에 한 그림책을 검색했

는데, 제목이 ‘분노’인 것도 있지만, 그러한 내용

을 담은 그림책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어

떤 주제어로 검색이 가능한지 몰라서 주제어 선

택이 어렵다”, “어떤 주제들로 검색할 수 있는

지 미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 련 주제나 

련 키워드가 더 많이 부여되어 어떤 단어를 넣

어도 검색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학년/연령 근 에 해 “최근 나

오는 그림책들은 성인을 한 그림책들도 있어

서 연령에 맞는지 일일이 책을 빌려 내용을 직

 확인해야 해서 번거롭다”, “ 학년 그림책

인데 밥이 많고 그림이 었고, 학습 내용이

나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이 검색된다” 등의 불편 

사항이 있었고, “ 등학생에게 한 그림책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다”, “학년별로 나

뉘어서 검색할 수 있는 탭이 있으면 좋겠다”라

는 의견이 있었다. 

내용 근 에 해서는 “그림책의 내용만 

기억나고 제목을 생각하기 어려울 때 검색이 

정말 어렵다”라며 “그림책에 제시된 문장이나 

단어가 검색어로 필요하다”, “여우, 장미, 행성 

등 그림책 내용에 련한 키워드로 검색이 가

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과연계요소인 교과/단원과 범교과학습주제

에 한 요구도 높았는데 먼  교과/단원에 한 

의견으로는 “교과서나 지도서와 연계하여 교과, 

단원 련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그 에서 수업

자료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교과서

에 실린 책인지 권장 도서인지(알 수 있으면 좋

겠다)”, “어떤 학년의 어떤 단원과 련되어 있

는 책인지 추가하면 훨씬 수업 시 그림책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범교과학습주제에 한 의견은 “인성교육이

나 학교폭력 방교육, 성교육 등 범교과학습주

제로 검색이 되면 창체(창의  체험활동)나 학

 운  시 유용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

다. 보다 구체 으로, “포  주제만 있는 것

이 아니라 더 세부  주제도 있으면 교사가 책

을 선택하기가 더 편할 것 같다”, “포  주제

(학교폭력 방), 세부  주제(왕따 극복)” 등

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어린이자료  그림책

만을 검색하기 해 “그림책 용 카테고리”를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그림과 로 구

성된 그림책의 특성상 “그림이나 의 분량에 

한 안내가 필요하다”, “미리보기 기능이 있

으면 과 그림의 분량, 어휘 수 , 난이도 등을 

악하기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책들이 무 많아서 거기서 

다시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가 막막했다. 필터

링 되어있는 게 아니어서”, “작가의 다른 작품, 

같은 주제의 다른 작품, 비슷한 책, 연 되는 책 

추천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태그 기능이 있

으면 수업내용, 주제, 장르 등을 기록할 수 있

고, 수업에 한 동료교사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6. 논의  제언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등학교 교사들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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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서 과 같은 외부 탐

색도구를 통해서 수업에 활용할 그림책에 해 

정보를 탐색한 후 단순히 소장 여부를 확인하

기 해 도서  온라인목록시스템을 활용하는 

행태를 보 다. 학교도서  온라인목록시스템

에 해서는 검색을 통해 도서를 선택하는 것

이 어렵고, 원하는 근 이 없다는 불만이 많

았다. 이러한 불만은 교사들이 주로 주제와 학

년/연령으로 검색하는 경향이 있으나 도서  

온라인목록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반 한 검

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주제와 학년/연령을 심으로 하는 검색 행

태는 학교 장에서의 그림책 활용 양상과 

한 련이 있다. 등교육에서의 그림책 연

구 동향을 분석한 이순아, 임성만(2021)에 따

르면, 우리나라 등교육 장에서는 주로 언

어교육자료로써의 유용성  주제 합성 측면

에서 그림책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를 들

어, 학년의 언어발달을 해 쉬운 어휘가 반

복되는 그림책을 활용하거나 신데 라 그림책

을 통해 다문화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이 친숙한 

등장인물의 스토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에 

합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림

책 자체의 매체 , 서사  특성이나 술성의 

에서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는 상 으로 

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수업 주

제에 합할 만한 이야기그림책을 찾거나 읽기 

수 을 고려하여 주제  학년/연령 검색을 실

시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

수의 교사들이 과 그림의 비율이나 자의 

그림체 등을 언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림

책의 교육  효용성 외에 그림책 자체가 갖는 

매체 , 심미  특성을 고려하는 사례도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례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학교도서  DLS에서 그림책의 근성 확장 

방안을 세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째, DLS 담당자가 목록 코드에서 근 을 

부여, 리하는 방안으로, 주제, 학년/연령, 내

용, 교과/단원 등 유용성과 필요성이 높게 인식

되는 근 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목록

코드 입력에 필요한 통제어휘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하이퍼링크, 미리보기, 이용자 태

그 등 DLS의 기능이나 인터페이스를 개선함으

로써 그림책의 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6.1 목록 코드의 근  확  

DLS 담당자는 목록 코드 상에서 주제색인, 

검색키워드, 록/목차, 이용 상자주기, 수상

주기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이용자의 그림책에 한 근성을 확 하고 그

림책 선정에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등학교 교사들은 가장 

필요한 근 으로 주제를 꼽았다. 사례조사 

결과, 국외 도서 은 자료마다 한 개 이상의 주

제명이 부여되어 있으나 국내 도서 의 경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은 주제가 일부 자료

에만 부여되어 있고, 다른 국내 도서 들은 주

제 근 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문분류에 기

한 KDC를 제공하여 등학교 자료 검색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 졌다. DLS에서는 ‘주

제색인’ 항목에 주제어를 입력할 수 있으나 국

내 학교도서 에서 목록 코드에 주제색인어

를 입력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따라서 DLS 담

당자가 일반 인 주제어나 인성, 환경, 진로 등 



 등학교 교사의 그림책 근  요구에 한 연구  251

범교과학습주제와 련된 주제어를 선정하여 

‘주제색인’ 항목에 입력함으로써 주제 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설문조사에서 등학교 교사들이 최근 

사용한 검색어  높은 비율로 내용 근 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 근 은 그

림책 스토리의 흐름을 악하고, 이용자가 자

신의 정보요구에 합한 자료인지 내용 으로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DLS에서는 ‘검색키워

드’ 항목에 내용 련 키워드를 입력하고 이를 

근 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DLS에서 

‘검색키워드’와 ‘주제색인’ 항목의 구분이 모호

하여 이 두 항목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다(변우열, 이미화, 2017). 만일 ‘검색키워드’

와 ‘주제색인’ 항목을 합쳐서 자료의 주제나 내

용을 함께 입력한다면 DLS 담당자나 이용자의 

혼란을 일 수 있다. 그러나 두 항목이 계속 

존재한다면 각 항목을 구별하기 한 입력지침

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 를 들어, ‘주제색인’

에는 국립 앙도서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하여 

자료의 체 인 주제에 한 통제어휘를 부여

하고 ‘검색키워드’에서는 사서가 그림책의 캐릭

터 등 내용과 련된 키워드를 임의 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 록/목차’ 항목에 거

리를 기술하여 서지정보 화면에서 디스 이

하고, 검색을 해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거나 

‘검색키워드’ 항목에 직  입력하여 내용 근

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그림책은 어린이를 한 책이라는 인

식을 넘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년/연령별 

합성은 수업에 필요한 그림책을 검색할 때 

요한 요소가 된다. 사례조사에서 국외 도서

 에는 이용 상자를 구분하거나 읽기 난이

도 지수로 검색이 가능하여 읽기 능력을 고려

한 근이 가능한 곳이 있었지만 국내 도서

들은 학년/연령 근 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

다. 따라서, DLS 담당자는 ‘이용 상자주기’ 항

목에 이용 상자를 입력하여 주제와 조합검색

을 가능하게 한다면 주로 주제와 학년/연령의 

조합으로 검색하는 경향이 있는 등학교 교사

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넷째, ‘수상작’은 이용 빈도나 필요성이 높지

는 않지만 DLS에서 ‘수상주기’ 항목이 존재하

므로 여기에 수상작에 한 내용을 입력하여 

서지정보 화면에서 디스 이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한다. 

6.2 통제어휘도구의 개발 

상기한 바와 같이, DLS 담당자가 목록 코

드에 ‘주제색인’을 비롯한 여러 항목에 근

이 될 만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이용자의 그

림책에 한 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

나 항목별로 기술(description)의 일 성을 확

보하기 해서는 어휘 통제를 한 도구가 개

발되어야 한다.

주제명의 경우, 재 국립 앙도서 의 주제

명표목표에는 일반 주제뿐만 아니라 범교과학습

주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 과 소수의 학교도서 에서는 이

를 활용하여 주제명을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

기 으로는 국립 앙도서 의 주제명표목표에 

보다 다양한 주제를 포함시키거나 어린이 그림

책을 한 별도의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해야 한

다. 박지 (2012)은 어린이 그림책을 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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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표를 시범 으로 개발한 바 있는데 미권의 

그림책 주제명표를 우리 문화와 언어에 맞게 수

정하여 어린이 그림책에 합한 주제명표를 개

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림책을 교

수매체로 고려한 것은 아니었기에 ‘인성’, ‘환경’ 

등 범교과학습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학교도서 의 목 인 교사의 교수․학습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범교과학습주제

나 련 교과목/단원으로 그림책에 근할 수 있

도록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가 개발되어야 한

다. 이러한 개발 작업은 학교도서  담인력 개

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 단 에서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를 개발

하고 단  학교도서 에 보 하는 일이 필요하

다(송기호, 2008; 강 숙, 정 미, 2019). 

같은 맥락에서, 변우열, 이미화(2017)도 이

용 상자 통제어휘집을 작성하여 DLS의 ‘이용

상자주기’ 항목에 ‘4학년 사회’, ‘2학년 국어’

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할 것을 제안하 다. 이 

방식을 통해 학년  교과/단원에 한 근 문

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3 시스템 기능  인터페이스 개선 

첫째, 하이퍼링크의 장 을 살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 된 자료에 한 근성을 향상시

켜야 한다. 국내 도서  웹사이트들은 부분 

추천도서, 수상작, 베스트셀러 등에 한 자료 

리스트는 제공하면서도 개별 도서의 서지정보 

페이지로의 링크는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리

스트에서 특정 도서를 확인한 후에 다시 검색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다. 따라서 각 리스트에서 개별 도서의 서

지정보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여 이용

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한, 각 도서의 서지

정보 화면에서도 자, 시리즈, 주제 등의 항목

을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동일한 자의 도서, 

동일한 시리즈 내의 도서, 동일한 주제명이 부

여된 도서 등 련 자료에 쉽게 근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과 그림의 분량, 구성, 삽화, 어휘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

리보기는 일반도서의 경우에도 유용하지만 특

히 그림책의 특성상 밥이나 그림체 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료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셋째, 태그는 이용자 의 검색 키워드가 

되어 련 자료에 다양하게 근할 수 있는 수

단이 된다. 를 들어, PACL은 기본검색에서

는 ‘감정’ 근 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검색결

과 화면에서는 이용자의 태그  ‘Tone’ 카테

고리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감정 련 태그( : 

funny, dark, sad)로 제한검색을 할 수 있다. 

한, PACL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용 상자 근

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

으나 이용자들은 보다 세분화하여 학년/연령에 

한 태그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게 이용자 태그

는 새로운 을 제공하여 자료에 한 근 경

로를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개선방안  다수는 사실 이미 인터

넷 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교보문고의 ‘국내도서’ 

메뉴에서는 어린이( 등)자료에 해 교과서수

록/연계도서, 문학/교양/만화, 그리고 학년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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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보문고 어린이( 등) 메뉴  서지정보 화면

한, 각 그림책마다 ‘주제어’와 ‘키워드’가 

부여되어 있어서 주제나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

이 가능하다.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분노 그림

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정말 정말 

소리 지르고 싶어!’, ‘성질 좀 부리지 마, 닐슨!’ 

등 분노조 과 련한 그림책들이 검색되었다. 

‘정말 정말 소리지르고 싶어!’ 도서의 서지정보 

화면에서 보이는 ‘키워드 Pick’은 AI엔진이 교

보문고에 등록된 모든 도서의 정보(제목, 책 소

개 내용, 출 사 서평, 회원 리뷰 등)를 분석하

여 각 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악하여 

표 키워드로 추출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

제어로 ‘분노’, ‘화’, ‘짜증’, ‘감정조 ’ 등이 부여

되어 있는데 이는 교보문고의 도서 등록 담당

자가 도서 주제를 분석한 결과 혹은 출 사의 

요청에 따라 수기로 입력하는 주제어들이다. 

‘키워드 Pick’과 ‘주제어’는 모두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동일한 키워드나 주제어를 갖는 도서

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리보

기’ 기능을 통해 밥과 그림체를 확인할 수 있

고, 같은 역자의 다른 도서, 이 책의 총서, 같은 

연령 의 도서 등 연 된 자료로의 하이퍼링크

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사

례조사 상이었던 국내도서  에도 이러한 

기능을 일부 제공하는 곳이 있었지만 체 으

로 볼 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7.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교수매체로써 그림책을 탐

색하는 등학교 교사들의 근 에 한 요구

를 분석하고 DLS의 근  개선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다. 이를 해 국내외 도서  온라인목록

시스템의 근 을 조사하고, 등학교 교사들

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교사

들은 주제  학년/연령 합성을 심으로 그

림책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나 도서  온라인

목록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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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들이 지 한 도서  온라인목록시스템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 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DLS의 개선방안으로 교사들이 필

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근 을 목록 코드에

서 제공하고, 장기 으로는 주제어나 이용 상

자 등에 한 통제어휘도구를 개발하고, 시스

템의 기능이나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해 그림책

에 한 근성을 증진시킬 것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사례조사에 있어서 소수의 국내외 

도서 만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한, 그림책 검색에 한 반 인 경험

에 한 의견을 수집한 계로 검색시스템 유

형별로 어떤 근 을 사용하고 그 유용도와 

만족도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악하지 못하

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도서 시스템 사

례에 해 조사하고, 이용자의 요구  검색 행

태에 해 시스템 유형별로 심도 있게 악하

여 이를 반 한 실질 인 온라인목록시스템 설

계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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