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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산지역 등학교 도서 의 북큐 이션 운 에 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다음, 

학교도서 에서의 북큐 이션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2021년 기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의 학교도

서  황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304개 학교도서  목록을 확보하여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121개 학교도서 을 

선정한 다음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83개 을 최종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북큐 이션 운 황과 

사서와 사서교사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북큐 이션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으로 1) 북큐 이

션에 한 문화된 교육의 확 와 제공, 2) 학교도서  북큐 이션 운 에 한 자료의 개발과 보 , 3) 

북큐 이션에 한 역량강화를 한 사서들의 지속 인 노력, 4) 학교도서  사서 간의 력과 정보 공유 

등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book curation operation 

in elementary school libraries in Busan and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and then to propose 

a plan to activate book curation in school libraries. A list of 304 school libraries in the Busan 

area was secured using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libraries in the 2021 National Library 

Statistical System. And then after selecting 121 school libraries with librarians, 83 schools 

that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were selected as final research subject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book curation operation and the results of the librarian’s perception survey, 

the following are proposed as a way to activate the book curation of the school library: 1) expansion 

and provision of specialized formal education on book curation, 2)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material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school library book curation, 3) continuous efforts of 

librarians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book curation, 4) between school library librarians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키워드: 학교도서  북큐 이션, 북큐 이션 서비스, 북큐 이션 운  황, 북큐 이션 인식, 추천도서 

School library book curation, Book curation service, Book curation operation status, Book 

curation perception, Recommended books

*
**
***

본 연구는 2022년 신라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성동 등학교 사서(kmina5200@naver.com) (제1 자)

신라 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kang@silla.ac.kr) (교신 자)

논문 수일자 : 2022년 5월 9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5월 2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2): 5-31,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2.005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3권 제2호 2022

1. 서 론

사회는 다양한 정보 매체의 발달로 수많

은 정보와 지식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는 정

보 과잉의 시 를 살고 있다. 정보 과잉에 따른 

문제  하나로 ‘선택의 어려움’이 두되었으

며 이에 따라 ‘큐 이션(curation)’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큐 이션｣의 자 스티  로제바움(Steven 

Rosenbaum)에 따르면 큐 이션(curation)이

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목 에 따

라 가치있게 구성하여 배포하는 일’이며, 정보 

과잉 시 의 돌 구가 될 수 있다(스티  로제

바움, 2019). 큐 이션은 본래 박물 이나 미술

에서 다양한 술작품 정보를 수집․기획하고 

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재는 인터

넷, 패션, 융, 음악, 여행, 뉴스 등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도서  역시 외가 

아니다. 도서 은 방 한 자료들을 단순히 수집

하여 보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자료를 선별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 이기 때문이다. 

도서 계에서는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

(2019~2023)｣에서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

는 도서 ’이라는 추진 략 아래 ‘생애주기 맞

춤형 도서  서비스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

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심

사를 충족시키기 해 이용자 심의 도서  

서비스와 장서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물

리 인 장서의 규모를 늘리는 데 집 하기보다

는 콘텐츠의 활용 목 에 따라 큐 이션하여 이

용자들에게 히 제공하는 작업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자료를 선별, 조합하여 

제시하는 큐 이션의 필요성과 요성이 차 

증 되면서 많은 도서 에서 북큐 이션(Book 

curation)을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큐 이션(Book curation)이란, ‘북(Book)’

과 ‘큐 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특정한 주

제에 합한 자료를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큐 이션은 도서  장에서 

컬 션, 테마도서, 시도서, 추천도서 등 다양

한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으며(표순희, 백지원, 

2019, 190), 련 연구결과도 꾸 히 생산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연구의 주제

는 북큐 이션의 개념과 특성, 이용자의 인식

과 이용행태의 변화 그리고 효과나 향력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종별로는 공공도

서 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FLA 학교도서  가이드라인(2015)에서는 

학교도서 의 장서개발  리의 측면에서 연

령, 언어, 인구 통계  특성에 따른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자료에 한 범 한 

근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 다. ｢제3차 학

교도서 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도 

학교도서  심의 소통과 공감을 한 로그

램 운 의 일환으로 북큐 이션과 같은 독서 

로그램을 상황별․ 상별, 맞춤형으로 운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학교도서 에서 효

과 인 학습과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해 학교

도서  사서나 사서교사는 교과 역에 한 

문  지식을 갖추고 련한 자료들을 다양하

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큐

이션을 통한 극 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실

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책읽기 습 이 

형성되는 어린이를 서비스 상으로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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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 의 경우, 학생들이 책에 한 흥미

와 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선별하고 

그들의 요구에 합한 자료를 연결해 주는 과

정은 무엇보다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도서 에서 북

큐 이션을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운 하고 

있는지 그 황을 악하고, 북큐 이션 운

에 해 사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 로 학교도

서 에서의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최근 이루어진 북큐 이션 연구의 내용을 정

리해보면 ‘북큐 이션의 개념과 특성에 한 

연구’, ‘북큐 이션의 효과와 향력에 한 연

구’ 그리고 ‘북큐 이션에 한 사서의 인식에 

한 연구’ 등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2.1 북큐 이션의 개념과 특성에 한 연구

김 석, 박연식, 이용주(2018)는 도서 이 소

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잘 인지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 

북큐 이션을 제안하면서 운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백지원(2018)은 테

마 컬 션을 구축하고 있는 도서  사례 분석

을 통해 테마 컬 션의 구체 인 개념과 특성

을 도출하 다. 결과 테마 컬 션은 큐 이션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자료의 개발과 효과

인 제공을 목한 서비스로 정의하 으며, 특

히 분류의 에서는 이차 인 범주화를 통해 

장서를 재편하는 기능이 있음을 주장하 다. 표

순희, 백지원(2019)은 공공도서 의 장과 테

마 컬 션 담당자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

하여 테마 컬 션의 개념, 구축 배경과 목 , 운

방법과 효과 등을 분석하 다. 결과 테마 컬

션은 특히 정보서비스, 장서 리, 조직경 , 

분류 등 도서  운 과 서비스 반과 한 

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악하 으며, 도서

에서 참조할 수 있는 테마 컬 션의 종합 모형

을 제안하 다. 박양하(2016)는 학교도서  홈

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로 

북큐 이션을 제안하고 큐 이션의 추천 기

을 조사하 다. 17개 시․도 독서교육종합시스

템의 도서 추천 서비스를 분석하여 북큐 이션 

서비스를 한 기 을 크게 다 출 추천, 추천

도서 목록 기반 추천, 동료 활동 기반 추천, 시

기별 추천의 4개 유형과 학생의 상황정보, 심 

정보 키워드, 다 출 등의 12개의 기 으로 정

리하여 제안하 다. 곽우정, 노 희(2019)는 특

화도서 의 정책 황, 도서 계  유사기 , 

포털  미디어 기업의 큐 이션 서비스 황을 

분석하여 특화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제공 

정책 방안을 제안하 다. 아울러 주기 인 큐

이션 정보의 업데이트, 이용자  유 기  

문 사서의 참여, 이용자 유형별 요구에 맞는 

큐 이션 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제안하 다. 이

호(2021)는 공공도서  사서를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북큐 이션 서비스의 단계

를 조사, 계획, 시행의 3단계로 구성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포천 

지역의 공공도서  6개 에 용할 수 있는 북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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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 다.

2.2 북큐 이션의 효과와 향력에 련한 

연구

이은정, 김기 (2017)은 특정 요구와 련한 

심 분야의 독서자료를 다양한 에서 체계

으로 구성하고 이와 련된 활동을 이벤트로 

연계하여 특정한 시기에 일시 으로 제공하는 

로그램을 이벤트컬 션(event collection)이

라고 정의하 다. 이어 한국사를 주제로 이벤

트컬 션을 구성하여 독서  학습능력에 한 

효과와 도서 의 역할 인식 향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이벤트컬 션이 독

서 활동과 도서  역할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으

며 학교 교육의 목 에도 정 인 향이 있음

을 확인하 다. 정유라, 이지연(2017)은 공공도

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테마 시의 이용행

태를 조사하고, 이용자의 도서  이용행태와 인

식에 한 변화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이용자

들은 테마 시를 유용한 정보서비스로 평가하

고 있었으며, 테마 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사

서의 역할을 정립시키고 정 인 인식을 심어

주는 등 도서 에 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

고 있음을 확인하 다. 곽우정, 노 희(2020)는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가 도서 과 이용자의 

계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조사하 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서 이 제공

하는 큐 이션 서비스가 이용자를 도서 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음과 이용자의 만족도

와 신뢰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을 검증하 다. 김지혜(2020)는 이벤트컬

션이 자기결정성 독서 동기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고자 등학생을 상으로 

직  이벤트컬 션을 설계  운 , 검증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진행하 다. 그 

결과 이벤트컬 션 경험이 학생들의 강한 내  

동기에 정 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운 방법

에 따라 이벤트컬 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백지원, 표순희(2020)는 공

공도서  테마 컬 션 서비스의 효과를 도서  

서비스로서 갖는 효과와 장서개발, 장서의 활

용, 정보서비스의 제공, 분류, 도서   사서에 

한 인식 개선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 다. 그 

결과 컬 션의 장서 만족도에서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에 한 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도

서 이 테마 컬 션 구축에 필수 인 이용자의 

심사 악을 해 지속 으로 이용자와의 소

통, 사회  이슈 악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

해야 함을 언 하 다. 조수연(2020)은 진로독

서 북큐 이션 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의 정

보문해 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력

을 분석하 다. 결과, 학교도서 의 진로독서 

북큐 이션 로그램은 운 은 고등학생의 진

로 능력과 정보 문해력에 한 효능감 향상에 

향을 다는 을 검증하 다. 

2.3 북큐 이션에 한 사서의 인식과 련한 

연구

안창호(2016)는 도서 이 변화하는 사회 환

경에 맞춰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언 하며 공공도서 에서의 큐 이션 서비스

를 한 사서의 역량 인식을 조사하 다. 그 결

과 사서의 경력과 사서 자격 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역량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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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서비스에 한 인식 개선과 제공 역량

을 높여야 한다고 하 다. 장향선(2019)은 공

공도서  사서를 상으로 북큐 이션에 한 

사서의 이해와 심, 경험, 교육에 한 인식, 

효과에 한 인식, 운 에 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북큐 이션에 한 심

과 필요성, 요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북큐 이

션에 한 이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이상의 공공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운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도서  방문 횟수와 자료 이

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도서  

활성화를 한 하나의 방안임을 확인하 다. 김

미정, 이병기, 임정훈(2020)은 큐 이터와 사서

교사의 직무를 비교․분석, 학교도서 에서 제

공하는 북큐 이션 서비스의 내용과 역을 설

정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gress) 

방법을 통해 사서교사가 요하게 인식하는 북

큐 이션 서비스의 우선순 를 분석하 다. 북

큐 이션 서비스 제공의 역량을 강화하기 해

서는 지속 인 독서자료 개발과 연구를 한 

노력이 필수 이며, 북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해서는 력체계  산 확보가 필수

임을 강조하 다. 

이상 선행연구를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북큐 이션은 ‘이벤트컬

션’, ‘테마 시’, ‘테마컬 션’ 등의 용어로 사

용되며 연구가 이어져 왔다. 연구의 내용은 주

로 북큐 이션의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는 연구

나 북큐 이션 운 의 효과와 향력에 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 상은 

공공도서 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도서 마다 북큐 이션 운 이 차

으로 활성화되면서 이와 련한 연구가 이어

지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도서  장에서 어

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북큐 이션을 운 하고 

있는지 황을 악하고 운 에 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북큐 이션 운

황과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 다.

3. 연구설계

3.1 연구 상과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목 은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운 황과 사서의 인식을 악하여 학교도서

에서의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해 부산지역 등학교 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상을 선정하기 해 국가도서 통계

시스템1)의 2021년 학교도서  황을 활용하

여 부산 지역에 학교도서 이 설치되어 있는 

304개의 등학교 도서  목록을 확보하 다. 

해당 목록의 담인력 배치 황과 학 학교 홈

페이지의 교직원 황을 통해 사서2)가 배치되

어 있는 121개의 학교도서 을 선정하 다. 그

 북큐 이션을 시행하지 않는 도서 과 담당 

사서의 휴직 등으로 인해 설문조사를 거 한 

도서 을 제외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97개 을 최종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1) https://www.libsta.go.kr/

 2) 이 연구에서 사서는 사서와 사서교사(기간제 사서교사 포함)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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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연구자(연도) 논문명 연구 주제 연구 상

개념과 

특성

김 석, 박연식, 
이용주(2018)

북큐 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도서 , 서 의 북큐 이션 사례와 독
서상담 분야에서의 북큐 이션 활용 사

례 제시

공공도서

백지원 
(2018)

공공도서  테마 컬 션의 기능과 
특성 

도서  사례 분석을 통한 테마 컬 션
의 구체 인 개념, 특성 도출

공공도서

표순희, 백지원
(2019)

북큐 이션을 통한 테마 컬 션의 
구축과 운 에 한 연구 

테마 컬 션의 개념 정립과 운 의 실
제에 한 연구

공공도서

이 호
(2021)

공공도서  큐 이션 서비스를 한 
로그램 개발 연구

포천 지역의 특성과 도서  황, 이용

자의 특성이 반 된 북큐 이션 서비
스, 로그램 제시

공공도서

박양하
(2016)

학교도서  북큐 이션 서비스를 
한 도서추천 기 에 한 연구

학교도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
스로 북큐 이션을 제안, 큐 이션의 

기 이 되는 추천 기  도출 

학교도서

곽우정, 노 희
(2019)

특화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개발
에 한 연구 

특화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제공 정
책 방향 제안

특화도서

운 효과와 

향력

정유라, 이지연
(2017)

공공도서 의 테마 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  인식  이용행태 

변화 연구 

이용자의 도서  이용행태  인식 변
화 조사

공공도서

백지원, 표순희
(2020)

공공도서  테마컬 션 효과에 한 
이용자 인식 연구 

이용자 에서의 공공도서  테마 컬
션 서비스의 효과

공공도서

곽우정, 노 희
(2020)

도서  큐 이션 서비스를 통한 이
용자-도서  계 형성에 한 연구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를 통한 도서
과 이용자의 계 형성에 미치는 향 

조사 

공공도서

이은정, 김기
(2017)

학교도서  이벤트컬 션 로그램
의 독서효과에 한 연구 

이벤트컬 션 로그램의 효과와 활용
방안 모색

학교도서

김지혜
(2020)

이벤트컬 션 경험이 자기결정성 독
서동기에 끼치는 향

이벤트컬 션이 자기결정성 독서 동기
에 미치는 향 검증 

학교도서

조수연
(2020)

학교도서  진로독서 북큐 이션 

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정보문해 자기
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 

진로독서 북큐 이션 로그램을 통한 

정보문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변화 악

학교도서

사서의 
인식

안창호 
(2016)

공공도서  큐 이션 서비스를 한 
사서의 역량 인식에 한 연구

사서의 큐 이션 서비스에 한 인식과 
역량 인식 분석

공공도서  

장향선 

(2019)

공공도서  북큐 이션에 한 사서

의 인식과 태도에 한 연구

사서들의 북큐 이션에 한 인식과 태

도 탐색
공공도서

김미정, 이병기, 

임정훈(2020)

AHP를 이용한 사서교사의 북큐
이션 서비스 제공에 한 우선순  
분석

사서교사가 인식하는 북큐 이션 서비

스의 우선순  도출
학교도서

<표 1> 북큐 이션 련 선행연구

설문조사기간은 2021년 9월 28일 ~ 10월 15

일(18일간)까지 으며, 배포한 97부  총 83

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

교도서 의 85.6%이다.

3.2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운 황

과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해 북큐 이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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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악하는 문항과 사서의 인식을 조사

하는 문항 등 2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하 다. 이

어 사서의 인식에 한 문항은 북큐 이션에 이

해와 심도, 필요성과 효과, 교육의 필요성과 이

수, 효과 인 운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 어 구

성하 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설문지 내용의 반 인 사항은 안창호(2016)

의 ‘공공도서  큐 이션 서비스를 한 사서의 

역량 인식에 한 연구’와 장향선(2019)의 ‘공공

도서  북큐 이션에 한 사서의 인식과 태도

에 한 연구’를 참고하 으며, 부산지역 학교

도서 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문항을 추출하

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 운  경험이 있는 사서와 사서

범주 설문내용 문항

북큐 이션 
운 황 

- 북큐 이션 운  경험 여부
- 북큐 이션 운  이유
- 북큐 이션 운  주기
- 북큐 이션 운  횟수 
- 북큐 이션 운  시 선별 도서 권수
- 북큐 이션 운  방식
- 북큐 이션 운  시 이용자 참여 여부
- 북큐 이션 운  시 이용자 참여 상
- 북큐 이션 운  테마와 내용 

9

북큐 이션 
운 에 한 사서의 인식 

∙북큐 이션의 이해와 심도
- 북큐 이션 개념
- 북큐 이션 설명
- 북큐 이션 심도

3

∙북큐 이션의 필요성과 효과에 한 의견
- 북큐 이션 운 의 필요성
- 자료 선택 시 도움
- 책에 한 심과 흥미 
- 도서 과 자료 이용률 증가 
- 도서 과 사서에 한 인식 개선

5

∙북큐 이션 교육의 필요성과 이수에 한 의견
- 북큐 이션 교육의 필요성
- 북큐 이션 교육 참여 의사 
- 북큐 이션 교육 참여 이유 
- 북큐 이션 교육 이수 여부
- 북큐 이션 교육 이수 기  

5

∙북큐 이션의 효과 인 운 방안
- 운  방식의 성
- 운  테마의 선호도 
- 운 의 어려움
- 운 의 개선사항 

4

일반사항 

- 성별
- 연령
- 근무경력
- 학교명 

4

<표 2> 북큐 이션 운 황과 사서의 인식에 한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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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6명 그리고 학에서 학교도서  운 과 

어린이․청소년 자료를 강의하는 문헌정보학과 

교수 1명을 상으로 설문지에 한 리테스트

(pretest)를 거쳐 내용 검증과 자문을 받았다. 

이상 연구내용과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3.3 자료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23을 활용하 으며, 통계 분석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

석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북큐 이션 운 황과 사서의 인식을 

분석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설문 

문항 에서 리커트 5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추가 으로 북큐

이션 교육의 이수 여부에 따른 북큐 이션의 

이해와 심도, 필요성과 효과에 한 사서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독립표

본 t검정(t-test)을 실시하 다.

셋째, 내용타당도는 설문지의 문항 구성 시 

문가 자문을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 북큐

이션의 이해와 심도, 필요성과 효과, 교육

의 필요성과 참여 의사에 한 문항은 하나의 

역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반복하 기 때문에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다. 측정 결과, <표 3>

과 같이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 값

이 0.6 보다 높게 나타나 설문지 문항은 내  

일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 세부내용

문헌연구 

∙큐 이션의 개념 

∙북큐 이션의 개념과 필요성

∙북큐 이션의 유형 

∙북큐 이션 련 선행연구 분석 

⇩ ⇩

설문조사

 인터뷰

∙북큐 이션 운  경험이 있는 사서 그룹과 문헌정보학과 교수와의 면담을 통한 

측정도구(설문지) 개발

∙부산 지역 등학교 도서  83개  설문조사 실시 

∙북큐 이션 활성화 학교도서  추가 인터뷰 실시 

⇩ ⇩

조사 내용 분석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운 황과 사서의 인식 분석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 제시 

<그림 1> 연구의 내용과 방법

구분 Cronbach's alpha

북큐 이션의 이해와 심도 .884

북큐 이션의 필요성과 효과 .911

북큐 이션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의사 .834

<표 3> 문항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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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을 확인하

기 하여 성별, 연령, 학교도서  근무 경력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가 79명(95.2%), ‘남자’가 4명(4.8%)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40 ’가 28명(33.7%)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 ’가 24명(28.9%), 

‘50  이상’이 24명(29.0%), ‘20 ’가 7명(8.4%)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 다. 학교도서  근무경력

에서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8명(33.7.%)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

만’이 26명(31.3%), ‘5년 미만’이 19명(22.9%), 

‘15년 이상~20년 미만’이 8명(9.7%), ‘20년 이

상’이 2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유형에 

따른 응답내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별

도로 기술하지 않았다(<표 4> 참조).

4.2 북큐 이션 운 황

학교도서  사서의 북큐 이션 운  경험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을 운 해 

본 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서는 58명(69.9%)

이며, ‘없다’라고 응답한 사서는 25명(30.1%)으

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북큐 이션 운  이유를 조사하 다. 조사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79 95.2

남자 4 4.8

연령

20 7 8.4

30 24 28.9

40 28 33.7

50  이상 24 29.0

학교도서  

근무 경력

5년 미만 19 22.9

5년 이상~10년 미만 26 31.3

10년 이상~15년 미만 28 33.7

15년 이상~20년 미만 8 9.7

20년 이상 2 2.4

자격유형
사서교사 22 26.5

사서 61 73.5

합계 83 100.0

<표 4> 학교도서  사서의 일반 인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58 69.9

없다 25 30.1

합계 83 100.0

<표 5> 북큐 이션 운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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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용자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하기 해

서’가 55명(5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용자의 도서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기 

해서’가 24명(24.5%), ‘자료 출량을 증가

시키기 해서’가 12명(12.2%), ‘북큐 이션

을 운  인 다른 도서 의 향을 받아서’

가 3명(3.1%),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가 1명

(1.0%) 순으로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신

간도서를 보다 효과 으로 홍보하기 해서’, 

‘도서  행사와 연계하기 해서’라는 응답이 

있었다(<표 6> 참조). 

북큐 이션 운  주기를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비정기 ’이 37명(63.8%)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정기 과 비정기  운  방식 

혼합 용’ 14명(24.1%), ‘정기 ’ 6명(10.4%) 

순으로 응답하 다(<표 7> 참조).

북큐 이션의 연간 운  횟수를 조사하 다. 

조사 결과, ‘학기별로 1회 이상’이 26명(44.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기별로 1회 이상’

이 12명(20.7%), ‘월 1회 이상’이 9명(15.5%), 

‘1년에 1회 이상’이 7명(12.1%) 순으로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해놓은 횟수는 없지

만 행사에 따라 변동’, ‘상시 운 ’, ‘필요성이 요

구될 때’라는 응답이 있었다(<표 8> 참조).

북큐 이션 운  시 테마에 따라 선별되는 도

서의 권수를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

을 운 할 때 선별되는 도서의 권수로는 ‘11

권~20권’이 25명(4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6권~10권’이 20명(34.5%), ‘21권 이상’이 

7명(12.1%), 5권 이하 4명(6.9%) 순으로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도서의 주제와 상황에 따

라 다름’이라는 응답이 있었다(<표 9> 참조).

북큐 이션 운  방식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을 운 하는 방식으로는 ‘특정 

구분 빈도(명) 비율(%)

자료 출량을 증가시키기 해서 12 12.2

이용자의 도서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기 해서 24 24.5

이용자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하기 해서 55 56.1

북큐 이션을 운  인 다른 도서 의 향을 받아서  3 3.1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1 1.0

기타  3 3.1

합계 98 100.0

<표 6> 북큐 이션 운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정기 (도서  운  계획에 사  계획하여 운 )  6 10.4

비정기 (특정 시기, 상황에 따라 별도 계획하여 운 ) 37 63.8

정기 과 비정기  운  방식 혼합 용 14 24.1

기타  1 1.7

합계 58 100.0

<표 7> 북큐 이션 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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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월 1회 이상  9 15.5

분기별로 1회 이상 12 20.7

학기별로 1회 이상 26 44.8

1년에 1회 이상  7 12.1

기타  4 6.9

합계 58 100.0

<표 8> 북큐 이션 운  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5권 이하  4 6.9

6권~10권 20 34.5

11권~20권 25 43.1

21권 이상  7 12.1

기타  2 3.4

합계 58 100.0

<표 9> 북큐 이션 운  시 선별되는 도서 권수 

테마도서를 선정하여 별도 공간에 시’가 46

명(5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테

마도서의 시와 함께 련된 독서․문화 로

그램의 개발 운 ’이 21명(24.7%), ‘도서뿐만 

아니라 련된 오 제를 함께 활용하여 시’가 

16명(18.8%) 순으로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

는 ‘서가를 활용하여 별도 시’라는 응답이 있었

다(<표 10> 참조).

북큐 이션 테마와 도서 선정의 과정에서 이

용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조사하 다. 조사 

결과, 테마와 도서 선정에 이용자의 참여가 ‘없

다’는 41명(70.7%), ‘있다’는 17명(29.3%)이 응

답하 다(<표 11> 참조). 

북큐 이션 테마와 도서 선정 과정에 이용자

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참여하는 상을 조사

하 다. 조사 결과, 테마와 도서 선정의 과정에

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상으로는 ‘학생’이 14

명(5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 

10명(38.5%), ‘학부모’ 2명(7.7%) 순으로 응답

하 다(<표 12> 참조).

구분 빈도(명) 비율(%)

특정 테마도서를 선정하여 별도 공간에 시 46 54.1

도서뿐만 아니라 련된 오 제(소품, 시물)를 함께 활용하여 시 16 18.8

특정 테마도서의 시와 함께 련된 독서․문화 로그램의 개발, 운 21 24.7

기타  2 2.4

합계 85 100.0

<표 10> 북큐 이션 운  방식(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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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17 29.3

없다 41 70.7

기타  0 0.0

합계 58 100.0

<표 11> 테마와 도서 선정에서의 이용자의 참여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학생 14 53.8

교사 10 38.5

학부모  2 7.7

기타  0 0.0

합계 26 100.0

<표 12> 테마와 도서 선정에서의 이용자 참여 상(복수응답)

4.3 북큐 이션 운 에 한 사서의 인식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운 의 주체인 사서

가 북큐 이션에 해 이해하고 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학교도서  사서가 북큐 이

션에 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심을 가지

고 있는지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의 개념과 의미를 알

고 있다’는 평균 4.0 , ‘북큐 이션의 개념에 

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평균 3.7

, ‘북큐 이션에 해 심이 있다’는 평균 

4.0 의 응답을 보 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  

사서는 북큐 이션에 해 높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큐 이션에 해 이해는 하고 있지

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 도서 에

서 북큐 이션에 해 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차 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표 13> 참조). 

북큐 이션의 이해와 심 정도는 북큐 이

션 교육의 이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북큐 이션 교육의 이수 여부에 따라 북

큐 이션에 한 이해와 심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 교육의 이수 여부에 

따라 북큐 이션에 한 이해와 심도의 차이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세부 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큐

이션의 개념과 의미를 알고 있다’의 항목에서

는 북큐 이션 교육을 이수한 사서가 평균 4.3

, 이수하지 않은 사서가 평균 3.8 으로 차이

를 보 다. 그리고 ‘북큐 이션의 개념에 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북

큐 이션 교육을 이수한 사서가 평균 4.1 , 이

수하지 않은 사서가 3.5 으로 차이가 있었다. 

 ‘북큐 이션에 해 심이 있다’의 항목에서

는 북큐 이션 교육을 이수한 사서가 평균 4.4

, 이수하지 않은 사서가 평균 4.0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즉, 북큐 이션과 련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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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빈도(명) 비율(%) 평균( ) 표 편차

북큐 이션의 개념과 의미를 알고 

있다

 아니다 0 0.0

4.0 0.833

아니다 3 3.6

보통이다 21 25.3

그 다 35 42.1

매우 그 다 24 29.0

북큐 이션의 개념에 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아니다 0 0.0

3.7 0.904

아니다 8 9.6

보통이다 25 30.1

그 다 33 39.8

매우 그 다 17 20.5

북큐 이션에 해 심이 있다

 아니다 0 0.0

4.0 0.829

아니다 4 4.8

보통이다 13 15.7

그 다 38 45.8

매우 그 다 28 33.7

합계 83 100.0 / /

<표 13> 북큐 이션의 이해와 심도 

구분
있다(N=28) 없다(N=55)

T P
평균( ) 표 편차 평균( ) 표 편차

북큐 이션의 개념과 의미를 알고 

있다
4.3 0.670 3.8 0.854 2.915 0.005*

북큐 이션의 개념에 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4.1 0.737 3.5 0.920 3.205 0.002*

북큐 이션에 해 심이 있다 4.4 0.629 4.0 0.879 2.494 0.015*

* p:<.05

<표 14> 북큐 이션 교육 이수의 여부에 따른 이해와 심도 차이

육을 이수한 사서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서 

보다 북큐 이션에 한 기본 이해와 심도 모

두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북큐 이

션을 운 하기 해서는 북큐 이션에 한 이

해와 심이 가장 필수 이며 기본이 되어야 한

다. 북큐 이션 교육의 이수 여부에 따라 북큐

이션의 이해와 심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 다. 이를 통해 향후 학교도서 에서 보다 효

과 으로 북큐 이션을 운 하기 해서는 사서

에게 북큐 이션과 련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표 14> 참조). 

학교도서  사서가 북큐 이션의 필요성과 

효과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북큐 이션 활성화와 운  효과를 

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북큐 이션의 필

요성과 효과에 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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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북큐 이션의 필요성과 효과에서

는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 운 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4.3 으로 나타났다.  

북큐 이션 운 의 효과에서는 ‘자료의 선택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도움을  수 있다’는 평균 

4.3 , ‘이용자의 책에 한 심과 흥미를 키울 

수 있다’는 평균 4.4 , ‘도서  자료와 이용률

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평균 4.1 , ‘도서 과 

사서에 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균 4.1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분의 사서가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 운 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큐 이션 운 의 여러 

효과에 해서도 매우 정 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5> 참조).

북큐 이션 교육의 이수 유무에 따라 북큐

이션의 필요성과 효과에 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

조사결과, 다른 항목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

구분 평균 빈도(명) 비율(%) 평균( ) 표 편차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 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0 0.0

4.3 0.65

아니다 0 0.0

보통이다 9 10.8

그 다 42 50.6

매우 그 다 32 38.6

자료의 선택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도움을  수 있다

 아니다 0 0.0

4.3 0.639

아니다 1 1.2

보통이다 5 6.0

그 다 45 54.2

매우 그 다 32 38.6

이용자의 책에 한 심과 흥미를 

키울 수 있다

 아니다 0 0.0

4.4 0.619

아니다 0 0.0

보통이다 6 7.2

그 다 40 48.2

매우 그 다 37 44.6

도서 과 자료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니다 0 0.0

4.1 0.745

아니다 2 2.4

보통이다 12 14.5

그 다 42 50.6

매우 그 다 27 32.5

도서 과 사서에 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아니다 0 0.0

4.1 0.699

아니다 1 1.2

보통이다 13 15.7

그 다 45 54.2

매우 그 다 24 28.9

합계 83 100.0 / /

<표 15> 북큐 이션의 필요성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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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 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목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세부 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 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서는 

북큐 이션 교육을 이수한 사서가 평균 4.5 , 

이수하지 않은 사서가 4.2 으로 차이를 보 다. 

즉, 북큐 이션 교육을 이수한 사서가 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사서 보다 학교도서 에서 더욱 북

큐 이션 운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큐 이션 운  효과에 해서

는 북큐 이션 교육의 이수 유무에 따라 집단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큐 이션 교육의 

경험이 없더라도 북큐 이션 운 을 통한 여러 

효과에 해서는 정 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표 16> 참조).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효과 으로 제

공하기 해서는 북큐 이션 교육을 통해 사서

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북큐

이션 교육에 한 필요성과 교육 참여 의사를 조

사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의사에서는 ‘북큐 이션을 제공하기 해서는 

사서를 한 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평균 4.3 ,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북큐 이

션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평균 4.3 으

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분의 사

서가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운 하기 

해서는 사서를 한 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큐 이션 교육이 이

루어질 시 참여 의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7> 참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북큐 이션 교육에 참

여할 의사가 있다’에 ‘그 다’ 혹은 ‘매우 그 다’

라고 응답한 사서만을 상으로 하여, 북큐 이

션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 교육에 참여하고 싶

은 이유로는 ‘도서  서비스 확 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7명(36.5%)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 문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가 25명

(33.8%),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구분
있다(N=28) 없다(N=55)

T P
평균( ) 표 편차 평균( ) 표 편차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 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5 0.577 4.2 0.660 2.286  0.025*

자료의 선택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도움을  수 있다
4.5 0.508 4.2 0.686 1.678 0.097

이용자의 책에 한 심과 흥미를 키울 

수 있다
4.5 0.576 4.3 0.640 0.953 0.343

도서 과 자료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4.2 0.738 4.1 0.752 0.711 0.479

도서 과 사서에 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4.2 0.738 4.1 0.678 0.985 0.328

* p:<.05

<표 16> 북큐 이션 교육 이수의 여부에 따른 필요성과 효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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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빈도(명) 비율(%) 평균( ) 표 편차

북큐 이션을 제공하기 해서는 사서를 

한 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0 0.0

4.3 0.665

아니다 0 0.0

보통이다 9 10.8

그 다 38 45.8

매우 그 다 36 43.4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북큐 이션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아니다 0 0.0

4.3 0.767

아니다 3 3.6

보통이다 6 7.2

그 다 35 42.2

매우 그 다 39 47.0

합계 83 100.0 / /

<표 17> 북큐 이션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도서  자료 활용에 한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10 13.5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12 16.2

문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25 33.8

도서  서비스 확 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7 36.5

기타  0 0.0

합계 74 100.0

<표 18> 북큐 이션 교육의 참여 이유 

있어서’가 12명(16.2%), ‘도서  자료 활용에 

한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가 10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  사서

는 북큐 이션 교육을 통해서 사서로서의 문

인 역량을 키우는 것과 도서  서비스 확

에 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8> 

참조). 

북큐 이션과 련한 교육의 이수 여부에 

해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과 련한 교육의 이

수 여부에 ‘없다’가 55명(66.3%), ‘있다’가 28

명(33.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앞서 반 이

상의 학교도서  사서가 북큐 이션 운  경험

이 있음(69.9%), 앞으로 북큐 이션 교육이 제

공된다면 참여 의사가 있음(89.2%)으로 응답한 

것과 연 해 유추해 보았을 때, 그동안 북큐 이

션과 련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과 앞으로 련한 교육의 기회와 경

험을 제공하는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9> 참조).

북큐 이션 교육을 이수한 기 에 해 조사

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 교육을 이수한 기 으

로는 ‘국립 앙도서 ’이 9명 (2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서단체’가 8명(24.2%), ‘교

육청’이 7명(21.2%), ‘공공도서 ’이 7명(21.2%) 

순으로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 학 강의’

가 있었다(<표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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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28 33.7

없다 55 66.3

기타  0 0.0

합계 83 100

<표 19> 북큐 이션 교육의 이수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교육청  7 21.2

공공도서  7 21.2

국립 앙도서  9 27.3

사서단체  8 24.2

기타  2 6.1

합계 33 100.0

<표 20> 북큐 이션 교육 이수 기 (복수응답)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큐 이션

은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이에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보다 효과 으

로 운 하기 해 하다고 생각하는 운  

방식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을 운 하는 데 있어 

한 방식으로 ‘특정 테마도서의 시와 함

께 련된 독서․문화 로그램의 개발, 운 ’

이 35명(4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고정 인 시 공간을 두며 상시 시’가 27

명(32.5%), ‘도서뿐만 아니라 련된 오 제를 

함께 활용하여 시’가 11명(13.3%), ‘특정 테

마도서를 선정하여 별도 공간에 시’가 10명

(12.0%) 순으로 응답하 다.

북큐 이션 운 황에서는 실제로 학교도서

에서 비정기 (63.8%)으로 운 되는 경우

가 부분이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특정 테마도서를 선정하여 별도 공간

에 시(54.1%)’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북큐

이션을 보다 효과 으로 운 하기 해서는 

련된 오 제를 함께 활용하여 디스 이 효과

를 극 화하거나, 고정 인 시 공간을 두어 

상시 운 하는 것이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

션을 운 할 때 도서의 시뿐만 아니라 련

한 독서․문화 로그램과 연계하여 운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 참조).

북큐 이션 운 에 있어 선호하는 테마를 가

치를 부여하여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북큐 이션의 운 에서 선호하는 

테마로는 ‘이용자의 심․흥미와 련한 테

마’, ‘시기  특성과 련한 테마’, ‘학교 교육과

정과 련한 테마’, ‘도서 ․독서 로그램과 

련한 테마’, ‘사회  이슈와 련한 테마’ 순

으로 응답하 다. 

학교도서 의 주 이용자는 학생이다. 특히 

등학교 도서 의 경우 독서의 비․발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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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고정 인 시 공간을 두며 상시 시 27 32.5

특정 테마도서를 선정하여 별도 공간에 시 10 12.0

도서뿐만 아니라 련된 오 제(소품, 시물)를 함께 활용하여 시 11 13.3

특정 테마도서의 시와 함께 련된 독서․문화 로그램의 개발, 운 35 42.2

기타  0 0.0

합계 83 100.0

<표 21> 북큐 이션 운 의 한 방식

구분 1순 (빈도,%) 2순 (빈도,%) 3순 (빈도,%) 가 치합계3)

학교 교육과정과 련한 테마 13(15.6) 20(24.1) 22(26.5) 101

사회  이슈와 련한 테마  6(7.2)  5(6.0)  8(9.6) 36

도서 이나 독서 로그램과 련한 테마 15(18.1) 19(22.9) 13(15.7) 96

이용자의 심이나 흥미와 련한 테마 35(42.2) 17(20.5) 21(25.3) 160

시기  특성(월별, 계 별)과 련한 테마 14(16.9) 22(26.5) 18(21.7) 104

기타  0(0.0)  0(0.0)  1(1.2) 1

합계 83(100.0) 83(100.0) 83(100.0) /

<표 22> 북큐 이션 운 의 선호 테마(우선순 에 따라 응답)

에 있는 어린이를 서비스 상으로 한다. 이 시

기에는 독서에 한 기본 인 습 이 형성되는 

시기로, 책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독서

를 시작하여 차 으로 독서의 폭을 넓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 보니 학교도서  사

서들은 북큐 이션의 다양한 테마 에서도 학

생들이 심을 가지고, 책에 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테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다(<표 22> 참조).

북큐 이션 운 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는

지 조사하 다. 

조사 결과,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운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는 ‘업무

의 과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 부족’, 

‘도서 선정과 목록 작성’, ‘ 시 방법의 차별화’, 

‘북큐 이션에 한 배경지식 부족’, ‘ 한 테

마 선정의 어려움’, ‘ 산 부족’, ‘홍보’ 순으로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 문 인력(사서, 

사서교사)의 부족’, ‘다양한 주제 도서의 부족’, 

‘1권씩 소유하고 있는 도서의 부족’, ‘북큐 이

션 련 장의 사례 부족’이 있었다. 

학교도서 은 부분 1인 체제로 운 되고 있

다. 학교도서 의 사서는 혼자서 도서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등의 통합 인 리를 기본으

로 하여 자료의 출․반납,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력 수업, 독서 로그램 기획․운  등의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다 보니 기본 

업무 이외에 추가 으로 북큐 이션을 기획․

운 하는 것이 업무의 과 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서가 북

 3) 1순 에 3 , 2순 에 2 , 3순 에 1 의 가 치를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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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이션 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큐

이션에 한 필요성과 효과에 해서도 높이 평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의 과 ’

에 한 어려움은 이어서 응답률이 높았던 ‘도서 

선정과 목록 작성’, ‘ 시 방법의 차별화’, ‘북큐

이션에 한 배경지식 부족’의 응답과 연  지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재 북큐 이션은 차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며, 많은 사서에게 북큐

이션과 련한 교육 이수의 경험이 부재하다. 

이는 북큐 이션에 한 반 인 배경지식의 

부족이 업무의 과 으로 다가와 부담감이 더해

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향후 교육을 통해 학교도

서  사서가 북큐 이션 운 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요소와 실질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

들을 반 하여 제공할 수 있다면, 북큐 이션 운

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도

서 이 ‘공간 부족’을 북큐 이션 운 의 어려움 

요소로 꼽았다. 학교도서 의 경우 공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장서량은 꾸 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 공간 부족을 이야

기할 수 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학교도서  독

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몇 년

간 꾸 히 추진해오고 있다. 공간 부족의 문제에

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도서  공간의 설

계 단계에서부터 별도의 자료 시 공간을 고려

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두지 않더라도 공간을 효

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반과 가구, 벽면 부

착 서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의 북큐 이션 운  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시 

공간 부족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표 23> 참조).

마지막으로 북큐 이션 운 을 한 개선사

항을 조사하 으며, 이 문항에서는 사서들의 

자유의견을 기술하도록 하 다.

첫째, 아래 인용문과 같이 많은 사서들이 학

교도서  북큐 이션 운 의 이 을 거론하면

서 북큐 이션 사서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

는 교육의 기회 확 와 제공이 요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북큐 이션을 운 하 을 때 이 이 많았습니

다. 학교도서  사서가 역량을 키워 보다 다양한 

책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책을 

구분 1순 (빈도,%) 2순 (빈도,%) 3순 (빈도,%) 가 치합계

업무의 과 26(31.3)  6(7.2) 20(24.1) 110

북큐 이션에 한 배경지식 부족  5(6.0) 17(20.5)  9(10.8) 58

한 테마 선정의 어려움  7(8.5) 10(12.0) 11(13.3) 52

도서 선정과 목록 작성 19(22.9)  9(10.9)  8(9.6) 83

시 방법의 차별화  5(6.0) 22(26.5) 14(16.9) 73

홍보  1(1.2)  2(2.4)  5(6.0) 12

산부족  4(4.8)  3(3.6)  1(1.2) 19

공간부족 16(19.3) 14(16.9) 10(12.1) 86

기타  0(0.0)  0(0.0)  5(6.0) 5

합계 83(100) 83(100) 83(100) /

<표 23> 북큐 이션 운 의 어려움(우선순 에 따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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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기 어려운 아이들, 독서에 심이 없는 아이

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큐 이션이 시 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고, 

학교도서  역시 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간 그런 기회가 거의 없지 않았나 합니다. 북큐

이션이 활발히 운 되고 있는 공공도서  견

학, 극 인 연수 유치 등을 통해서 학교도서  

사서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 역량 강화와 

함께 많은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북큐 이션 회 연수를 교육청에서 들었고,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자격증 과정을 들

었는데 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운 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와 련된 연수가 많아

져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

니다.”

둘째, 아래 인용문과 같이 1인 운  체제의 

학교도서 에서는 테마에 한 도서 선정의 부

담과 업무의 과 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으

며, 이를 개선하기 해서 북큐 이션 운  사

례집 발간과 정보의 공유가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도서 은 혼자 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큐 이션

과 련한 교육이나 자료, 정보들이 다양해졌으

면 좋겠고  그것들을 나 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테마별 목록을 정기 이고, 지속 으로 연구하

여 자료의 배포와 공유가 이루어지면 북큐 이

션 운 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독서 로그램 사례집처럼 북큐 이션 운  

사례집이 만들어져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

니다.”

셋째, 아래 인용문과 같이 학교도서 은 다

른 교사들과 학교 리자의 인식에 따라 향

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과 지원을 개선할 

수 있는 연수의 운 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담임, 일반 교과 교사들과 교육과정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인식 개선  교육 로그

램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구분 1순 (빈도,%) 2순 (빈도,%) 3순 (빈도,%) 가 치합계

북큐 이션 필요성에 한 사서의 인식 개선  7(8.4)  5(6.0) 10(12.0) 41

북큐 이션 제공에 한 사서의 역량 강화 21(25.3) 29(34.9) 10(12.0) 131

북큐 이션에 한 문화된 교육 제공 32(38.6) 23(27.7) 11(13.3) 153

지속 인 북큐 이션 운 10(12.1) 11(13.3) 12(14.5) 64

학교도서  사서 간의 력과 정보 공유  5(6.0) 11(13.3) 23(27.7) 60

북큐 이션 운 을 한 산 지원  5(6.0)  4(4.8) 17(20.5) 40

기타  3(3.6)  0(0.0)  0(0.0) 9

합계 83(100.0) 83(100.0) 83(100.0) /

<표 24> 북큐 이션 운 의 개선방안(우선순 에 따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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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 은 학교 리자의 인식에 따라 도서

 운 에 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리자

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제

에 한 문 인 지식과 그에 따른 자료 선정은 

문성을 요구하므로 지속 인 연수와 자료 제

공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북큐 이션 운 을 한 산 지원’, ‘지

속 인 북큐 이션 운 ’, ‘북큐 이션 운 을 

한 공간 마련’ 등에 한 의견도 있었다. 

5. 결 론 

학생과 교원의 효과 인 학습과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도서 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 인 역할  

하나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도서  사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흥미를 반 하고, 필요와 요

구에 맞는 책을 선별하여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정보제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북큐 이션

이 자리매김하면서 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큐 이션 운 황을 악하고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다음 북큐 이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큐 이션에 한 문화된 교육을 

확 ․제공하여야 한다. 앞서 북큐 이션 운

황을 통해 69.9%의 사서가 북큐 이션 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비해 북큐 이션 교육의 이수 여부에서는 반 

이상인 66.3%의 사서가 련한 교육을 듣지 못

하 다고 하 다. 이어서 학교도서  사서들이 

생각하는 북큐 이션 운 의 개선방안 조사에

서는 ‘북큐 이션에 한 문화된 교육 제공’

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북큐

이션 운 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요소의 조사

에서는 ‘ 한 테마 선정의 어려움’, ‘도서 선

정과 목록 작성’, ‘ 시 방법의 차별화’ 등의 북

큐 이션에 한 배경지식의 부족함이 있음을 

확인하 다.  북큐 이션 교육의 이수 유무

에 따라 북큐 이션에 한 이해와 심도, 필

요성의 인식에서 북큐 이션 교육을 이수한 사

서가 교육을 듣지 못한 사서보다 모두 높게 나

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큐

이션 교육의 필요성 조사에서는 89.2%의 사서

가 북큐 이션을 제공하기 해서는 련한 

문교육이 필요하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다. 이

러한 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해보았을 때 학교

도서  사서들이 북큐 이션 운 의 필요성에 

해 인지하고 운 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와 련한 교육은 들을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학교도서  사서에게 북큐 이

션 역량을 키워  수 있는 문화된 교육을 확

,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 이다.

북큐 이션 교육을 이수한 기 의 조사에서

는 교육청, 공공도서 , 국립 앙도서 , 사서단

체가 있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  담인

력의 역량 강화를 한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도서 에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직무 

연수를 운 하거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립 앙도

서 은 ‘도서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

에 한 지도․지원  력’에 근거(도서 법 

제19조)하여 국․공립 도서   사립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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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 도서 의 사서 직원에 한 연수를 실시

하는 기 으로,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문

교육기 이다.4) 국립 앙도서 의 사서교육 과

정은 모든 종의 도서  사서를 해 다양한 

로그램을 계획․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도서  사서가 참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

교도서  사서의 문성 강화를 한 교육으로 

생각하기엔 지속성과 특수성이 없고, 특정 기간

에만 개설되고 마는 단기 교육에 그친다는 단

이 있다(이승민, 2019, 7). 교육청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학교도서  사서에 한 교육 역시 학교

도서  담당자 연수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DLS 활용 등의 상시 연수가 주를 이루고 있

다. 이러한 연수를 제외하고 학교도서  사서의 

문성 강화를 한 연수는 1년에 1~2회 정도

로 운 되는 실정이다.  사서교사와 교육공무

직 사서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와 참여에는 제

한 인 차이를 보여, 온 히 교육 기회를 보장받

을 수 없는 상황이다.5)

이러한 기 들을 심으로 학교도서  사서

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요구와  시 에 따라 변화

하고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들을 충족시키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학교도서  

사서는 부족한 연수의 기회를 자체 으로 보강

하고 문성을 신장하기 해 별도로 학습공동

체, 연구회, 모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연수를 기

획하여 보강하고 있다.

이에 사서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

앙도서 에서는 학교도서  사서의 문성 신

장을 한 교육을 확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교육청에서도 학교도서  사서의 요구를 

극 으로 반 하여 교육 기회를 늘리고 폭넓

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학교도서  북큐 이션 운 에 한 자

료의 개발과 보 이 필요하다. 북큐 이션 운

황 조사를 통해 많은 학교도서 에서 다양

한 테마와 내용, 방법을 활용하여 북큐 이션

이 운 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실제

로 학교도서  장에서 북큐 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와 과정을 담고 있는 

자료가 부재하다. 그리고 다수의 사서가 이와 

련한 운  사례집과 매뉴얼과 같은 자료의 

발간과 공유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 다. 이

에 따라 학교도서 에서의 효과 인 북큐 이

션 운 을 도울 수 있는 자료의 개발과 보 이 

요구되는 바이다. 자료의 내용으로는 실제 인 

운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의 사례를 

심으로 하여, ․ ․고 학교 별로 나 어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큐 이션의 운  

계획, 테마 선정, 테마별 도서 목록, 도서 선정 

과정, 시 방법, 연계 독서․문화 로그램 운

 등의 구체 인 내용과 사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큐 이션에 한 역량 강화를 해 

지속 으로 노력해야 한다. 학교도서  사서가 

생각하는 북큐 이션 운 의 개선방안 조사에

서 ‘북큐 이션 제공에 한 사서의 역량 강화’

가 문화된 교육 제공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북큐 이션을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

의 독서 동기를 유발하고 필요한 맞춤형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 의 이용자 증 와 차

 4) https://edu.nl.go.kr/ 

 5) https://www.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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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인 독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에

서 의미가 있다(김미정, 이병기, 임정훈, 2020, 

304). 북큐 이션은 특정 테마를 선정하고 그 

테마에 한 도서를 큐 이션 하는 것이다. 

가장 요한 요소는 좋은 도서, 유익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곧 사서의 몫이다. 따

라서 북큐 이션을 운 하는 사서는 책에 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김 석, 박연식, 이용주, 2018, 59-60). 

이와 같은 북큐 이션의 의미와 목 에 맞게 

효과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책에 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하며, 책을 이용자와 상황에 맞추

어 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북큐 이션에 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책에 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본격 으로 독서를 시작하고 차 독서력이 발

달해가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가 주 이용자인 

등학교 도서  사서의 경우 학생들이 책에 

한 흥미와 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선별하고, 필요와 요구에 맞는 합한 자료를 

연결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

린이 자료에 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

으로 꾸 히 학생들의 심사와 요구가 무엇인

지 악해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즉, 북큐 이션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해

서는 자료에 한 지식과 이용자에 한 종합

인 이해가 필수 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테마를 선정하고 자료를 선별, 제시하여 북

큐 이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학교

도서  사서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한 

노력을 지속 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넷째, 학교도서  사서 간의 력과 정보 공

유가 필요하며 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과 력이 요구된다. 학교도서  사서들이 

북큐 이션 운 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 

‘업무의 과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분의 

학교도서 은 1인 체제로 운 되고 있다. 그래

서 학교도서 을 혼자 운 하기에 겪는 어려움

과 정보 부족의 문제 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

기 해 일부 학교도서  사서들은 자체 으로 

연구회나 지역별 모임 등을 구성하여 상호 소

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

은 학교도서  운 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기에 유용하고 나아가 서로의 역

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큰 이 이 있다.

한 사례로 부산시의 남부지역 사서 모임에서

는 부족한 자료를 함께 활용하기 해 각 학교

마다 소장하고 있는 2~3권의 팝업북을 모아 

목록을 작성하여 ‘팝업북 모음집’을 구성하

다. 그리고 이를 순차 으로 학교마다 돌려보

며 북큐 이션이나 도서  로그램을 운 하

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  사

서 간의 력 체제를 구축하여 극 으로 소

통하고 정보 공유를 개해나가며, 사서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쓰기를 제안한다. 

 학교도서  사서 간의 력뿐만 아니라 

공공도서 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2020년부터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들이 역

량을 모아 ‘학교로 가는 도서 ’6)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 의 인 라와 자료

를 학교도서 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6) http://school.siminli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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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교과 연

계도서, 작가별․주제별 도서 등으로 구성된 

다종의 책과 원화 꾸러미를 학교도서 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도서

의 소장 자료를 학교도서 으로 발송하는 북딜

리버리 택배 서비스도 운 하고 있으며, 이달

의 책, 진로․직업 도서, 교과 연계 도서, 부산 

원북원(One Book One) 선정 도서 등의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

의 지원을 통해서 북큐 이션의 테마와 자료 

선정에 한 지원을 받고, 다양한 자료를 확보

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큐 이션 운 의 활성화 방안과 

사서의 노력을 통해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

션이 차 활성화된다면 수많은 자료 속에서 자

료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학교도서 에

서 북큐 이션 운 을 통해 보다 극 으로 정

보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등학교 도서 의 북큐 이션 운

황과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를 토 로 학교도서  북큐 이션의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학교

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제공하고 활성화하

는 과정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에

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부산 지역에 한정되

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에서 한계 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국의 학교도서 을 상으로 하

여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

교, 고등학교 도서 의 별로 이루어지고 있

는 북큐 이션의 운 황, 사서의 인식을 통

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로 확장

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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