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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등 학교도서  북큐 이션 사례 조사와 담당자의 북큐 이션에 한 인식 분석을 통해 등 

학교도서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문헌조사와 함께, 인천 역시교육청 등 

학교  상시 운 이 이루어지는 수 192개 학교도서  담당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인천 등 사서교사 

4명과 문헌정보학과 교수 1명을 상으로 인터뷰, 학교도서  방문 찰을 병행하 다. 이를 통해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도서  담당자의 증원, 교과교사와의 력과 정보 공유, 북큐 이션 운 을 한 매뉴얼 

확립, 주제 선정 사례집 출 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way of activation of book curation in secondary school 

libraries by analyzing examples of book cura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persons in charge 

of secondary school libraries. A documentary research and a survey is conducted. 192 school 

librarians are chosen for that survey in Incheon region secondary school. 4 teacher librarians 

of Incheon region secondary school and a professo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e 

interviewed. Also an investigation is executed by visiting school libraries. Augmentation of 

the persons in charge of secondary school libraries, coordinating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educational teachers, establishment of manual for book curation operation, publishing examples 

of subject selection are suggested for the measure of activation of book c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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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7년 시장조사기업인 IDC(Internet Data 

Center)와 미국 데이터 장장치 기업인 씨게

이트 테크놀로지(Seagate Technology)의 ‘데

이터에이지 2025(Data Age 2025)’ 보고서는 

2025년에  세계에서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이 

약 163ZB(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

고, 2016년 생산된 데이터 양인 16ZB에 비해, 

10년 이후는 10배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IDC 

Analyze the Future, 2017). 방 하게 생성되

는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하는 것이 필수 역량으로 두

되는 상황과 더불어 정보 이용자에 한 큐 이

션 서비스의 요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큐 이션이라는 단어가 생성되기 이 부터 도

서 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도서를 심으

로 운 되어 왔다. 권장도서목록(이연옥, 2006), 

추천도서목록(박양하, 2016), 개인 맞춤형 도

서 추천 시스템(김정 , 박지웅, 김 곤, 2017), 

독자추천도서 서비스(최상희, 2017) 등과 같이 

서비스명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서비스의 

내용은 유사했다. 도서 이 이용자를 상으로 

한 정보서비스의 질  수  제고를 해 지속

으로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요구가 많은 

공공도서 에서는 이용자 개개인의 성향을 맞

춘 서비스 제공을 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

원하고 있다. 학교도서  역시 공공도서  서

비스와 유사한 큐 이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

다. 상이 학생과 교사로 한정될 뿐 학교도서

에서도 도서추천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고시(교육부, 2015)에 따른 ․고등학교의 교

육 목표는 학생의 일상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키우고 인성학습에 을 두고 개인의 

성과 소질에 맞게 자질을 배우는 것이다. 이 

목표를 바탕으로 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육과

정을 편성하고 운 하고 있다. 목표에 따른 기

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 은 학생들의 자료, 학습, 독서, 정

보, 크 이션 센터의 교육  기능이 있고 독

서 습  형성을 해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학교도서 은 창의 이고 비 인 사고력 

향상, 학습성취도 증진과 인성 발달의 심이 

되는 청소년 시기의 도움이 되기 해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김병주, 2002). 

하지만 최근 모바일 기기의 다양성과 보  

활성화로 청소년의 도서  이용률과 독서의 양

이 감소하고 있다. 문화체육 부의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독서율

이 2019년의 비 학생은 91.6%에서 87%로 

4.6% 감소하 고, 고등학생은 86.3%에서 82.1%

로 4.2% 감소하여 청소년 시기인 ․고등학생

의 독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

털 매체 이용의 다양성이 독서율 감소에 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문화체육 부, 2022).

이러한 상황 속에 학교도서 에서 운 하는 

다양한 로그램은 더욱 요하다. 학교도서  

로그램은 학생의 독서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

성숙도와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향을 미친다. 

교육  효과가 다각도로 입증되어 온 학교도서

 로그램은 도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가 업할 때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강 숙, 2018; 이혜용, 2008).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에 한 탐색  연구  1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서 황과 교육 

정책에 근거하여 학교도서 이 독서율 향상  

학교 교육과정의 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

는 학교도서  로그램의 일환으로  시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로그램의 황과 사례, 담당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된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북큐 이션

큐 이션(Curation)은 컬 션이나 시회에

서 주제를 선택, 구성하고 리하는 작업 는 

로그램으로 미술 이나 박물 과 같이 주제

부터 기획, 시한 뒤 시한 작품에 한 설명

을 해주는 큐 이터(Curator)에서 생된 신

조어이다. 생산된 정보를 자동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needs)에 맞춰 정

보를 찾아 분석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종욱, 조윤성, 김세웅, 2018).

큐 이터에서 시작된 신생 단어인 큐 이션과 

같이 북큐 이션(Book-Curation)은 북(Book)

과 큐 이션(Curation)을 목한 신생 단어이

다(김미나, 강은 , 2022; 김미정, 2019; 윤승

신, 2021; 이 호, 2021; 장향선, 2019; 조수연, 

2022). 미술 과 박물 에서 이 지는 시품, 

작품들을 수집, 분류, 시하는 것과 같이 도서

에서도 책 는 책과 같은 정보자료들을 수

집, 분류, 시, 배포하는 것을 북큐 이션이라

고 한다(김 석, 박연식, 이용주, 2018; 이 호, 

2021).

2021년 출 된 신간 발행 종수는 총 64,657

종이고 신간 발행 부수는 총 79,948,185권에 이

른다( 한출 문화 회, 2022). 이는 한출

문화 회에 납본된 자료만 집계된 통계로 독립

서 의 출 물과 자출 까지 포함하면 더 많

은 양의 정보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

황 속에서 북큐 이션은 이용자에게 도서의 선

택에 한 도움을 주고 도서 자료를 리, 수집

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분류, 재가공하여 필요

한 자료를 선정한 뒤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추

천 서비스와 북큐 이션 서비스를 비교한 결과 

북큐 이션은 도서추천을 포함하여 정보의 

리, 제공, 시(display)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으며(안창호, 2016), 책을 처

음 한 어린 아이부터 책을 잘 읽지 않는 어른

에게도 개인에게 맞는 책을 찾아주는 목 을 

가진 로젝트이다. 북큐 이션의 기 은 공간, 

상과 더불어 시기, 연령, 목 , 공간, 행사별

로 나 어볼 수 있다(김미정, 2019).

2.2 선행연구

북큐 이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상

개념인 큐 이션의 정의와 유형에 한 연구를 

살펴본 뒤 학교도서 , 공공도서 , 특화도서

의 북큐 이션 정의, 황, 사서의 인식, 효과, 

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북큐 이션의 반

인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본 연구와 하

게 연 된 학교도서  북큐 이션을 주제로 한 

연구는 등 학교도서 과 련된 선행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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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다.

큐 이션 앞에 여러 단어를 합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큐 이션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북

큐 이션 한 신생 단어인 만큼 련된 선행

연구 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책에 련된 큐

이션은 도서 큐 이션(안희정, 김기원, 김승

훈, 2017), 정보, 데이터와 련된 큐 이션은 

데이터 큐 이션(이유경, 정은경, 2015)이나 콘

텐츠 큐 이션(이혜림, 2020)과 같은 의미의 용

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운 할 때 고려할 

요소는 문 인 담당인력과 장소, 운 계획, 주

제, 교체 주기, 산, 디스 이 방법 등이 있

다. 북큐 이션은 도서 의 책에 련된 곳에

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정보, 데이터, 

콘텐츠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상업 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이미지 디 을 해 활용되

기도 한다(김 석, 박연식, 이용주, 2018).

북큐 이션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해 

학교도서 , 공공도서 , 특화도서  선행연구

들을 한정하여 분석하 다. 학교도서 에서 북

큐 이션 연구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도서추

천 서비스(박양하, 2016), 사서교사의 인식(김

미정, 이병기, 임정훈, 2020),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연구(김미나, 강은 , 2022; 윤

승신, 2021)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큐 이션

과 북큐 이션의 정의와 유형을 바탕으로 학교

도서 과 련된 북큐 이션 선행연구를 조사

하 다.

윤승신(2021)은 학교도서 진흥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등 학교도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

구와 학습 자료 지원을 해 북큐 이션 서비

스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북큐 이션 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미나, 강은 (2022)은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운 에 한 사

서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뒤,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 운 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박양하(2016)는 학교도서  시스템에서 제

공되고 있는 추천도서 서비스 분석 후 북큐

이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 과 방법을 

도출했다. 학생 활동에 근거한 도서 자료 추천

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연구에서 제안된 북큐

이션 기 이 학교도서  이용에 유용한 방법

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김미정, 이병기, 임정훈(2020)은 큐 이터와 

사서교사의 업무를 비교, 분석하여 학교도서  내

의 북큐 이션 서비스를 설정했다. 단계별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 방법을 용하여 사서교사의 북

큐 이션 서비스 운  요소의 요성 순 를 

밝혔다.

조수연(2022)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진로 

련 독서 북큐 이션 로그램과 독후감 작성 

집단으로 나  뒤,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학

교도서 에서 시행하는 로그램의 차이에 따

라 학생들의 진로 능력과 정보 문해력의 정

인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북큐 이션 서비스

의 요성을 입증하 다.

공공도서 의 북큐 이션과 련된 선행연구

로는 사서의 인식(안창호, 2016; 장향선, 2019), 

로그램 개발(이 호, 2021) 역이 이루어져 

왔다. 앞선 연구에서 북큐 이션에 한 사서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사서들의 오랜 근무 노하우

와 정보활용능력, 연수교육 등의 축 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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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북큐 이션 서비스 제공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북큐 이션 련 교육을 주

기 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서  인력의 확충과 

업무 분담 요청이 필요하다.

곽우정, 노 희(2019)는 특화도서  큐 이

션 서비스 방안을 구성하 다. 특화도서 은 특

정 주제의 다양한 자료가 갖추어진 공간과 이

용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으로 지역사회

의 다양한 요구를 확인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화된 주제의 큐 이션 서비스 제

공을 해 주기 인 업데이트, 이용자와 문

가 참여 유도, 큐 이션 서비스의 다양화를 제

시하 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북큐 이션의 정의  

활용에 한 연구,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서비스의 활성화, 공공도서 에서 운 하

는 북큐 이션 서비스의 운 에 한 연구가 

이 분야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역

인 등 학교도서 에서 교과를 기 로 하여 

활용되는 북큐 이션 서비스의 황을 분석하

고 등 학교도서 의 운  목 에 맞춘 북큐

이션 서비스를 다룬 데서 의의를 지닌다. 

    3. 인천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사례 분석

인천 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 의 활성

화를 해 매년 진흥계획을 발표한다. 인천교육

계획 8  역 사업  하나로 ‘책 읽는 도시, 인

천 만들기’를 운 하고 있다.  ․ ․고 맞

춤형 독서 로그램, ‘인천문학 둘 길 체험’ 등 

학생들에게 독서를 독려하고, ‘인천 청소년인문

학 토론 장’, ‘청소년 인문실험 공모 ’ 등과 같

은 청소년 집  사업을 운 하여 학교도서 의 

활성화를 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인천 역시교육청(2022)은 

‘2022년 학교도서  진흥 시행계획’을 통하여 50

개 ․ ․고등학교의 학교도서  북큐 이

션 운 에 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학습에 한 

공유를 해 학교도서 을 운 하고 정보공유

의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해 북큐 이션 

운 과 다양한 독서 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 지역의 북큐 이션 활성화 정책

에 한 문헌 분석을 근거로, 2022년 7월, 인천 

지역의 등학교 사서교사, 문헌정보학과 교수

와의 인터뷰를 통해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사례  황을 고찰하 다. 한 같은 시

기 도서  장 방문  찰로 인천시 A 학

교와 B 학교의 도서 에서 운 한 북큐 이

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는 학교 사회, 역사, 

미술교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사서교사의 북큐

이션과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사서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직  북큐 이션 주제를 설정하

고 큐 이  한 사례이다. 주제 선정에 있어 교

과를 바탕으로 한 이유는 여러 사회 이슈와 사

회, 역사, 미술교과에 목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 다.  

자료 선정의 방식은 학교도서  소장 자료  

주제에 맞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진행되었다.

3.1 인천 A 학교 도서 의 북큐 이션 사례

인천 A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의 ‘동네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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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교실’ 로그램에 선정되어 운 비를 지원

받았다. 이 로그램은 사서교사와 학교도서  

동아리 학생들이 지역서 을 방문하여 직  선

정한 도서를 구입하고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로그램이다. 이러한 지원으로 소상공인인 지역

서 을 활성화하고 학교도서 에 필요한 자료

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 다. 구입된 도서는 

북큐 이션 기간 동안 도서 내 출만 허용

하여 운  기간 동안 디스 이 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1>은 인천 A 학교에서 교생을 상

으로 북큐 이션을 운 한 사례이다. 교과에 맞

춰 매월 주제를 선정했다. 사회 1 교과의 ‘2장 

내가 사는 세계’, ‘3장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을 

참고하고 식목일과 목하여 북큐 이션 활동

을 하 다. 선정 자료의 키워드 검색어는 ‘가드

닝’, ‘식물’, ‘농사’, ‘농부’ 다. 사서교사가 키우

는 식물들을 책 사이에 배치하여 심 있는 학

생들에게 식물과 연필씨앗을 소개하고 나눠주

기도 했다.

운  사진 연계 교과, 선정도서  주제

∙ 학교 사회 1

  XII.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이상경(2009)의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

다( 원한 신여성 나혜석)’

박서련(2018)의 ‘체공녀 강주룡’

크리스티안 자이델(2015), ‘지구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리다 칼로(2018), ‘ 리다 칼로, 내 혼의 일기’ 외 

36권

3월 8일 여성과 인권

∙ 학교 사회 1

  Ⅱ. 내가 사는 세계 - 1. 지도 속 정보읽기-자연환경

  Ⅲ.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 3.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자연 경

장진주(2012)의 ‘열두 달 베란다 채소밭'

임이랑(2018)의 아무튼, 식물

김한수, 김경윤, 정화진(2018)의 청소년 농부 학교,

김강호(2020)의 ‘식물이 아 면 찾아오세요’ 외 15권

 4월 5일 식목일

∙ 학교 사회 2 

  Ⅰ. 인권과 헌법 - 3. 노동권의 내용과 그 보호

조 래(2020)의 ‘ 태일평 ’

하종강, 손아람 외 3인(2010)의 ‘ 는 

나다(우리 시  태일을 응원하다)’

하승우(2019), ‘최 임  쫌 아는 10 (까칠한 백수 삼

의 최 임  명강의)’

하종강(2020)의 ‘열 가지 당부(십 부터 알아야 할 노동 

인권 이야기)’

5월 1일 노동운동과 태일

∙ 학교 미술 1

  Ⅲ. 미술과 감상

∙ 학교 미술 2

  Ⅲ. 감상하는 마음

‘김환기’ ‘유 국 도록’ ‘박래 , 삼 통역자’ ‘변월룡’

‘윤형근’ ‘내가 사랑한 미술 ’ ‘이승조: 도열하는 기둥’ ‘이 섭, 백년의 신화’

∙유명 가수가 국 400여개 공공도서   ․ ․고 학교도서 에 기증한 국립 미술  

시도록 8종

<표 1> 인천 A 학교 북큐 이션 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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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인권에 한 사회 문제가 나날이 증

가하는 가운데,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2장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에 맞춰 북큐 이

션 한 사례이다. 선정 자료의 키워드 검색어는 

‘페미니즘’, ‘여성’, ‘여성작가’, ‘여성화가’ 다. 

교생을 상으로 3월 한 달간 도서  내 앙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심을 증가시켰다.

5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 2의 ‘1장 

인권과 헌법’ 3차시의 주제인 ‘노동권의 내용과 

그 보호’를 참고하여 노동운동을 주제로 북큐

이션 활동을 하 다. 선정 자료의 키워드 검

색어는 ‘노동’, ‘ 태일’, ‘노동교육’, ‘최 시 ’, 

‘근로기 법’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생을 상으로 운 한 북큐

이션은 국 공공도서 과 도서산간 지역 ․

․고 학교도서 에 유명 가수가 선정하고 기

증한 8권의 미술 도서 자료이다. 다양한 술 작

품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미술작품을 자

료로 하고 문화 활동에 도움을 주기 해 북큐

이션 운 을 했다. 미술 교과와 연계하여 북큐

이션 활동을 진행하 다(<표 1> 참조).

학교도서  동아리 활동의 일원으로 사서교

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직  북큐 이션 활동

을 해보았다.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직  자료를 구성하기 해 ‘책방시 ’이라는 

인천 역시 강화군의 독립서 인 지역서 의 

방문과 학교도서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주제

를 제시하기도 하 다. 총 3가지의 주제를 선정

했고 주제에 맞춘 북큐 이션을 하 다. 첫째, 

동물보호운동은 동물 보호와 채식을 장려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주제의 도서로 구성되었다. 둘

째, 여성운동은 여성의 권리에 한 역사, 여성

으로써 사회 , 정치 , 경제  지 가 높은 인

물의 자서  등과 같은 책으로 구성되었다. 셋

째, 인격형성의 시기인 청소년에 맞춘 나를 찾

는 자아 성찰에 련된 자료로 구성되었다(<표 

2> 참조).

3.2 인천 B 학교 도서 의 북큐 이션 사례

인천 B 학교에서는 교생을 상으로 

학교 사회, 역사교과를 바탕하여 북큐 이션 운

을 하 다. 역사 으로 요한 치에 자리

하고 있는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에 한 주제

로 3월 한 달간 역사2 Ⅰ장 선사 문화와 고  

국가의 형성을 북큐 이션을 한 사례이다. 선정 

자료의 키워드 검색어는 ‘인천역사’, ‘강화도’, 

‘강화’, ‘강화도역사’ 등 이었다.

운  사진 주제  선정자료

3층
자아 성찰-나라는 존재를 알아보고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고 고찰하는 시간

이다혜(2021)의 ‘내일을 한 내 일’, 김규아(2021)의 ‘밤의 교실’ 등 총 6권

2층
여성운동-여성의 권리와 사회, 정치, 경제  지 를 향상시키기 한 운동

제 주(2018)의 ‘일하는 마음’, 황선우(2021)의 ‘멋있으면 다 언니’ 등 총 20권

1층

동물보호운동-동물 보호, 채식 장려, 동물 사랑 등을 알아보는 자료

페더 볼 벤(2017)의 ‘동물의 사생활과 그 이웃들’, 찰스 포스터(2019)의 ‘그럼, 

동물이 되어보자’ 등 총 12권

<표 2> 인천 A 학교 학생들의 북큐 이션 활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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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기 해 4월 

한 달 간 사회1 ‘7장 개인과 사회생활’을 참고하

고 신체, 정신  장애에 해 이해를 돕기 한 

주제로 북큐 이션을 운 했다. 장애인을 무조

건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을 지양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의를 갖춰야 함을 교육할 수 있

는 자료를 디스 이 해두었다. 선정 자료의 

키워드 검색어는 ‘장애’, ‘장애인’, ‘ 사’ 등 이

었다(<표 3> 참조).

 4.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황 분석

4.1 연구의 방법

4.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천 역시 소재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서비스 황과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황과 운  방식 등의 조사를 해 

등 학교도서 에 근무 인 사서교사 4인과 

문헌정보학과 교수 1인, 총 5인의 문가 면담을 

진행하 다. 연구 목 을 달성하고자 인천 역

시에 치한 269개 ․고등학교  학교도서

을 운 하지 않는 77개 교를 제외한 192개 학

교의 사서교사, 사서  련 직원 204명을 설문

조사 상으로 선정하 고, 그  휴직자 7명을 

제외한 197명에게 설문을 시행하 다(인천 역

시 교육청, 2022). 설문은 서면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 다. 설문조사

는 202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10

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97명  162명이 

설문에 응답해 설문지의 회수율은 82.2%로 나

타났다. 회수된 162개의 응답 체를 분석 상

으로 연구하여 응답의 내용을 분석하 다.

4.1.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운  사진 연계 교과, 선정도서  주제

∙ 학교 역사 2

  Ⅰ. 선사 문화와 고  국가의 형성 - 1. 선사 문화와 고조선

  Ⅲ. 고려의 성립과 변천 - 3.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

  Ⅳ. 조선의 성립과 발  - 4. 왜란․호란의 발발과 향

인천 역시 역사자료 (2001)의 ‘인천역사 8호’, 인천 역시청(2011)의 ‘인천의 통

사찰과 불교미술’, 강화역사박물 (2020)의 ‘고려 황도 강화’, 인천시(2021)의 ‘남북을 

잇다, 평화가 있다’, 인천 역시강화교육지원청(2022)의 ‘강화의 생태와 환경’ 등

3월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

∙ 학교 사회 1

  Ⅶ. 개인과 사회생활

피나 카살데 이(2010)의 ‘조  느려도 괜찮아’, 고정욱(2010)의 ‘아주 특별한 우리형’, 

김혜온(2017)의 ‘바람을 가르다’, 엘 맥니콜(2021)의 ‘스 크’ 등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표 3> 인천 B 학교 북큐 이션 운  사례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에 한 탐색  연구  123

구분 내용 문항 수

기본사항
- 근무지
- 성별

- 근무 경력

- 자격 여부(사서교사, 사서, 교육 
공무직, 기타) 4

북큐 이션에 
한 인식

- 정의
- 정의의 이해도

- 필요성
- 이용자 수 측

6

북큐 이션의

반  운

- 운  여부
- 횟수

- 유형
- 방법

- 주제
- 시행 후 학교도서 의 변화

- 교육의 필요성
- 교육 후 느낀 

10

교과별 북큐 이션

- 교과 선택
- 운 에 합한 학년

- 교육  향
- 교과와 연계시 어려운 

- 운  장소
- 운  자료의 양

- 자료 확보의 어려움
9

<표 4> 북큐 이션 일반  인식과 운 황, 활성화 방안에 한 설문지 구성

설문 문항은 총 29문항으로, 응답자의 기본사

항, 북큐 이션에 한 인식,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황,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세부 내용은 

안창호(2016)의 ‘공공도서  큐 이션 서비스

를 한 사서의 역량 인식에 한 연구’와 이

호(2021)의 ‘공공도서  북 큐 이션 서비스를 

한 로그램 개발 연구’와 윤승신(2021)의 ‘

등학교 도서  북큐 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구성을 참고하 다.

4.1.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은 SPSS 26.0을 활

용하여 분석하 다. 통계 분석 처리 방법은 아

래와 같다.

첫째, 설문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

석하기 해 빈도분석을 시행하 다.

둘째, 등 학교도서  담당자인 사서교사, 사

서, 교육공무직, 기타(학교도서  담당자 등)의 

북큐 이션에 한 인식과 운 황을 분석하

기 해 빈도분석을 하고, 설문 문항 에서 리

커트 5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평균, 표 편차

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응답자의 배경변인인 응답자의 근무 학

교, 자격 소지 여부, 근무 경력에 따라 응답 내용

에 차이를 확인하기 해 평균차 분석은 독립 표

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범주형 질

문에는 교차 분석을 통한 카이스퀘어(χ²)검정

을 실시하여 응답의 차이를 분석하 다.

4.2 연구결과

4.2.1 인구통계학  특성

설문 응답자의 기본 인 특성을 확인하기 

해, ․고등학교 근무지, 성별, 자격 여부, 근

무 경력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고등학

교 근무지는 ‘ 학교’가 92명(56.8%), ‘고등학

교’가 70명(43.2%)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

자’가 21명(13%), ‘여자’가 141명(87%)으로 여

자가 많았다. 학교도서 의 운  주체는 담

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뉜다. 담인력은 사서

교사, 학교도서  담당교사, 사서 등이 있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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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력으로 도서부 학생, 학부모 자원 사자가 

있다( 라남도교육청, 2018).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담인력에 한 

설문을 조사하 다. 학교도서 의 담당자를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 어 사서교사, 사서, 교육 공

무직 그리고 교과교사이다. 조사 결과 자격 여

부는 ‘사서교사’가 59명(36.4%), ‘사서’가 24명

(14.8%), ‘교육 공무직’이 40명(24.7%), ‘기타’가 

39명(24.1%)이었다. ‘기타’로는 국어, 사회, 도덕, 

역사교사 등으로 교과교사가 학교도서 을 담당

하여 리하고 있었다. 학교도서  근무 경력으

로 ‘1년 미만’은 23명(14.2%), ‘1년 이상 3년 미

만’은 34명(21%), ‘3년 이상 5년 미만’은 45명

(27.8%),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8명(29.6%), 

‘10년 이상’은 12명(7.4%)이었다(<표 5> 참조).

4.2.2 등 학교도서  담당자의 북큐 이션 

인식

북큐 이션 운 을 해 학교도서  담당자

가 해당 로그램에 한 심과 인식의 차이

를 조사하 다. ‘북큐 이션의 정의를 안다’(평

균 3.79)에 해 정 으로 응답해 학교도서

 담당자는 북큐 이션에 한 기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큐 이션은 학교도서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다’도 정 으로 응답하 으며 인지도 평

균이 3.69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학교도서

 담당자에게 북큐 이션은 학생들에게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는 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 의 다양한 도서와 자료  도서

의 이용이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자료선택이 쉽

지 않다. 이에 교과와 연계하여 북큐 이션을 운

한다면 익숙한 주제의 다양한 도서 는 자료

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북큐 이션으로 학교도서 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증가할 수 있다’의 조사에 평균 3.3

으로 앞의 응답보다 다소 낮은 인식이 나타났

구분 항목 응답수(명) 비율(%)

근무 학교
학교 92 56.8

고등학교 70 43.2

성별
남성 21 13

여성 141 87

자격 소지 여부

사서교사 59 36.4

사서 24 14.8

교육 공무직 40 24.7

기타 39 24.1

근무 경력

1년 미만 23 14.2

1년 이상 3년 미만 34 21

3년 이상 5년 미만 45 27.8

5년 이상 10년 미만 48 29.6

10년 이상 12 7.4

합계 162 100.0

<표 5>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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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북큐 이션 로그램을 운 하지 못

한 학교도서  담당자의 필요성 부재 인식으로 

나타났다. 운  경험이 없는 45명  41명이 교

육 공무직, 기타(학교도서  담당자) 다.  변

인별 분석에서 교육공무직(평균 2.30), 기타(평

균 2.59)의 낮은 평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북큐 이션 운  유무와 학교도서 의 필

요성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6>, <표 

12> 참조).

북큐 이션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교도서

 담당자가 133명(82.1%)로 북큐 이션 교육 

필요성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북큐 이션

에 한 교육을 받은 담당자는 71명(43.8%)

고, ‘없다’는 91명(56.2%) 다. 교육을 받았던 

학교도서  담당자도 북큐 이션 련 교육을 

더 받고 싶다는 응답이 다수 다(<표 7> 참조). 

자격 소지 별 북큐 이션 교육 여부에 한 

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담당자 71명  사서교

사(32.1%)로 가장 많았다. 교육을 받지 못한 

91명  교육 공무직, 기타가 72명으로 많은 비

율을 차지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 학교

도서 의 운 이 부분 1인 운 체제이고, 교

과 수업, 행정 처리 등으로 응답하 다. 이로 인

해, 오 라인으로 문역량 강화 연수 같은 교육

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2022년 7월 인천 역

시 교육청은 온․오 라인 연수를 기획․운

하 다. 문성 제고를 해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

 담당자의 북큐 이션 교육에 한 높은 수요

를 조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한 교육부  교

육청 단  연수 마련이 필요한 을 고찰할 수 

있었다(<표 8> 참조).

자격 소지 별 북큐 이션 운 의 여부에 

한 조사 결과, 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서교사(34.6%), 

사서(14.2%)가 북큐 이션 운  경험이 ‘있다’

의 높은 응답률을 보 다(<표 9> 참조). 북큐

이션에 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북큐 이션 

구분 합계(%) 평균 표 편차

북큐 이션의 정의를 안다. 162(100.0%) 3.79 1.321

북큐 이션은 학교도서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다. 162(100.0%) 3.69 1.238

북큐 이션은 학교도서 의 주요 이용자인 교과교사와 학생들의 자료선택에 

도움을 다.
162(100.0%) 3.51 1.348

북큐 이션으로 학교도서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다. 162(100.0%) 3.45 1.370

북큐 이션으로 학교도서 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증가할 수 있다. 162(100.0%) 3.30 1.343

<표 6> 북큐 이션에 한 일반  인식

응답 있다(명) 없다(명)

근무하는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을 운 한 이 있다. 117(72.2%) 45(27.8%)

북큐 이션에 한 교육을 받고 싶다. 133(82.1%) 29(17.9%)

북큐 이션에 한 교육을 받은 이 있다.  71(43.8%) 91(56.2%)

합계 162(100%)

<표 7> 북큐 이션 운  여부와 교육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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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다(N=117) 없다(N=45)

χ² p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사서교사 52 32.1  7  4.3

86.716 0.000***

사서 12  7.4 12  7.4

교육 공무직  3  1.9 37 22.8

기타  4  2.5 35 21.6

합계
71 43.9 91 56.1

162(100.0)

*<.05, **<.01, ***<.001

<표 8> 자격 소지 별 북큐 이션 교육 여부

구분
있다(N=117) 없다(N=45)

χ² p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사서교사  56 34.6  3  1.9

51.658 0.000***

사서  23 14.2  1  0.6

교육 공무직  14 8.6 26 16.0

기타  24 14.8 15  9.3

합계
117 72.2 45 27.8

162(100.0)

*<.05, **<.01, ***<.001

<표 9> 자격 소지 별 북큐 이션 운  여부

운 을 극 이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큐 이션 교육을 받고 난 뒤 느낀 에 

해 조사한 결과, ‘도서  자료에 한 활용성 증

가’가 74명(35.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

다. 학교도서  내의 활용하지 못하는 자료를 

북큐 이션 주제에 맞춰 사용하게 되었고, 필

요한 자료를 구입하게 되는 정 인 결과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 ‘북큐 이션에 한 사

서교사 는 사서의 문성 증가’(22.6%), ‘교

과교사, 학생 등의 이용자에 한 맞춤 정보활

용 증가’(20.7%)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

조). 기타 의견으로는, 새로운 운  방식 습득, 

국외 학교도서  사례 분석 등으로 응답했다. 

응답 응답수(명) 비율(%)

북큐 이션에 한 사서교사 는 사서의 문성 증가  47  22.6

도서  자료에 한 활용성 증가  74  35.6

교과교사, 학생 등의 이용자에 한 맞춤 정보활용 증가  43  20.7

학교 리자의 학교도서  지원 필요성 증가  19   9.1

기타  25  12.0

합계 208 100.0

<표 10> 북큐 이션 운 을 한 교육에 한 조사( 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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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 에서는 사서의 북큐 이션 교육 유

무와 횟수, 근무 경력이 높을수록 서비스 역량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용자 정보

활용능력 향상과 서비스 만족도 증가로 도출되

었다(안창호, 2016).

이에 따라, 북큐 이션 교육은 도서  자료 

활용성 증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정  효과를 가져온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보다 체계 인 북큐 이션 교육을 

마련하여 학교도서  자료에 한 활용도를 높

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 과 성별의 두 집단 간에 일반  인식

의 차이 비교에 해서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t 값을 분석하 다. 학교와 고등학

교 간에는 유의미한 평균차가 다수 조사되었으

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표 11> 참조).

자격 소지별 일반  인식의 변인별 비교에 

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F값을 

분석하 다. 사서교사는 북큐 이션 정의(평균 

4.81), 서비스의 포함(평균 4.76), 자료 선택의 

도움(평균 4.66), 이용자 증가(평균 4.53), 학교

도서  필요성 인식 증가(평균 4.37)로 보통 이

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 에

서 북큐 이션을 운 할 때 문성의 필요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표 12> 참조).

4.2.3 등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운  

황

북큐 이션을 운 했던 황에 한 조사 결

과, 북큐 이션을 운 해본 이 ‘있다’는 117

명(72.2%), ‘없다’는 45명(27.8%)으로 조사되

었다(<표 9> 참조). 주제별 도서 시회, 도서

추천 로그램 등 북큐 이션과 유사한 로그

램도 포함하여 조사되었다.

북큐 이션 주제에 한 조사를 한 결과, ‘해

당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된 주제’(34.6%)으

 문항 

구분

응답수

(n=162명)

북큐 이션 일반  인식

북큐 이션의 정의

를 안다.

북큐 이션은 학교

도서  서비스에 포

함할 수 있다.

북큐 이션은 학교

도서 의 주요 이용

자인 교과교사와 학

생들의 자료선택에 

도움을 다.

북큐 이션으로 학교

도서  이용자가 증

가할 수 있다.

북큐 이션으로 학

교도서 의 필요성

에 한 인식이 증가

할 수 있다.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근무지

학교 92 3.98 1.292 3.86 1.210 3.68 1.317 3.71 1.280 3.38 1.357

고등학교 70 3.54 1.326 3.47 1.248 3.27 1.361 3.11 1.420 3.20 1.325

t p 2.100  0.037* 1.991  0.048* 1.950 0.053 2.782  0.006** 0.847 0.398

성별

남 21 3.71 1.231 3.48 1.078 3.19 1.327 3.33 1.426 3.19 1.401

여 141 3.80 1.337 3.72 1.260 3.55 1.349 3.47 1.366 3.32 1.338

t p -0.281 0.779 -0.853 0.395 -1.152 0.251 -0.419 0.675 -0.409 0.683

*p<.05, **p<.01, ***p<.001

<표 11> 북큐 이션 일반  인식의 근무지, 성별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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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 소지 빈도 평균 표 편차 F값 p

북큐 이션의 정의를 안다.

사서교사 59 4.81 0.434

65.100 0.000***
사서 24 4.42 0.584

교육공무직 40 2.45 1.218

기타 39 3.23 1.135

북큐 이션은 학교도서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다.

사서교사 59 4.76 0.503

80.700 0.000***
사서 24 4.04 0.690

교육공무직 40 2.38 1.125

기타 39 3.21 0.767

북큐 이션은 학교도서 의 주요 이

용자인 교과교사와 학생들의 자료선

택에 도움을 다.

사서교사 59 4.66 0.512

76.161 0.000***
사서 24 4.04 0.624

교육공무직 40 2.25 1.149

기타 39 2.72 1.075

북큐 이션으로 학교도서  이용자

가 증가할 수 있다.

사서교사 59 4.53 0.653

51.750 0.000***
사서 24 3.96 0.624

교육공무직 40 2.30 1.244

기타 39 2.69 1.239

북큐 이션으로 학교도서 의 필요

성에 한 인식이 증가할 수 있다.

사서교사 59 4.37 0.763

41.886 0.000***
사서 24 3.50 0.834

교육공무직 40 2.30 1.159

기타 39 2.59 1.251

*p<.05, **p<.01, ***p<.001

<표 12> 자격 소지별 일반  인식 차이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학교도서 의 특성

상 ‘교육과 련된 이슈에 한 주제’도 높은 응

답율을 나타냈다. ‘학기별 도서  행사와 련

된 주제’(26.5%)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도서  이용, 정보활용능

력 교육의 주제와 스마트폰, 자기기에 익숙

한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습정보검

색, 오피스 로그램을 활용한 발표능력 향상

을 주제로 하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범교과 주제 역에 한 북

큐 이션을 심으로 북큐 이션 사례를 공유

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을 심으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랫폼 기반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북큐 이션 주제 선정에 해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북큐 이션 주제 선정과 근무지, 

자격 소지 여부의 연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도서 과 교과연계를 통한 수업이 다양

하게 이 지고 있어 <표 13>과 같은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사서교사는 매월 학교도서  로

그램을 교체운 하기 때문에 학기별로 도서  

행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3> 

참조).

북큐 이션 운  이후 학교도서 의 변화를 

조사해 보았다. 인천 A 학교의 사례와 같이 

사서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과 함께 북큐 이

션을 운 한 다수의 학교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선택하 다. 조사 결과는 ‘학생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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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구분

응답수

(명)

북큐 이션 주제 선정 비고

해당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

교육과 

련된 이슈

학기별 도서  

행사와 련

학생들의 설문에 

의한 흥미 주
기타 χ² p

체 162 56(34.6) 44(27.2) 43(26.5) 8(4.9) 44(27.2)

근무지

학교 92 36(39.1) 27(29.3) 25(27.2) 1(1.1) 3(3.3)
12.731 0.048*

고등학교 70 20(28.6) 17(24.3) 18(25.7) 7(10.0) 8(11.4)

성별

남 21 4(19.0) 6(28.6) 9(42.9) 0(0) 2(9.5)
6.291 0.391

여 141 52(36.9) 38(27.0) 34(24.1) 8(5.7) 9(6.4)

자격 소지여부

사서교사 59 15(25.4) 19(32.2) 21(35.6) 2(3.4) 2(3.4)

40.563 0.002**
사서 24 7(29.2) 11(45.8) 5(20.8) 1(4.2) 0(0)

교육공무직 40 21(52.5) 7(17.5) 3(7.5) 5(12.5) 4(10.0)

기타 39 13(33.3) 7(17.9) 14(35.9) 0(0) 5(12.8)

근무 경력

1년 미만 23 10(43.5) 6(26.1) 4(17.4) 1(4.3) 2(8.7)

27.907 0.264

1년 이상

3년 미만
35 15(42.9) 9(25.7) 5(14.3) 3(8.6) 3(8.6)

3년 이상

5년 미만
45 17(37.8) 12(26.7) 12(26.7) 2(4.4) 2(4.4)

5년 이상

10년 미만
47 11(23.4) 14(29.8) 17(36.2) 2(4.3) 3(6.4)

10년 이상 12 3(25.0) 3(25.0) 5(41.7) 0(0) 1(8.3)

*p<.05, **p<.01, ***p<.001

<표 13> 북큐 이션 주제의 인식 차이

서  이용 만족도 증가’(44.4%), ‘학교의 학교

도서 에 한 심과 지원 증 ’(21.0%) 순이

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도서부 활동 조직으로 

학교도서  활성화, 교과교사와의 력수업 활

성화 등을 응답했다(<표 14> 참조).

자격 소지 여부에 따른 변인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학교도서  담당자 부분이 북큐

이션 운  후 학생의 도서  이용 만족도가 증

가하 다고 답하 다. 인천 A 학교의 사례와 

같이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북큐 이션 운

을 하면 자기주도  학습과 자아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학교도서  서비스 활

성화로 자기 리, 지식정보처리, 공동체 역량의 

자아효능감 함양의 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강 숙, 2018).

인천 A 학교 사서교사와의 인터뷰 결과와 

같이, 학생 주도로 북큐 이션을 했을 경우 학

생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북큐 이션 주

제로 학생들 사이에서 심도가 높은 것을 선

택하여 학교도서  이용도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  학생 이용자의 만족도에 북큐 이

션이 가장 큰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북큐 이션을 운 하지 못한 이유에 해 조

사한 결과 ‘자료 부족’(43.2%)의 결과로 북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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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구분

응답수

(명)

북큐 이션 운  후 학교도서 의 변화 비고

학생의 

도서  이용 

만족도 증가

교사의 

도서  이용 

만족도 증가

사서교사의 

문성  

자 심 향상

학교의 학교

도서 에 

한 심과 

지원 증

기타 χ² p

체 162 72(44.4) 30(18.5) 17(10.5) 34(21.0) 9(5.6)

자격 여부

사서교사 59 31(52.5) 4(6.8) 12(20.3) 11(18.6) 1(1.7)

40.335 0.000***
사서 24 11(45.8)  5(20.8) 5(20.8)  3(12.5) 0(0)

교육공무직 40 19(47.5)  9(22.5) 0(0)  8(20.0) 4(10.0)

기타 39 11(11.7) 12(30.8) 0(0) 12(30.8) 4(10.3)

*p<.05, **p<.01, ***p<.001

<표 14> 자격 소지 여부의 북큐 이션 운  후 학교도서 의 변화 차이

이션을 운  시 다양한 자료의 필요성을 나타냈

다. ‘서비스 지원 필요성 인식 부족’(30.2%), 

산 부족(12.1%), 공간부족(6.5%)으로 조사되

었다(<표 15>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북큐

이션 련 교육 부족, 도서지역 자료 부족, 학생

들의 심부족 등으로 응답했다.

북큐 이션 서비스는 학교도서  로그램 

 하나로 인식되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로그램이 이 지므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북큐 이션 서비스의 지원이 부족한 실이 반

되었다.

북큐 이션 운  시 사용되는 자료의 수는 주

제별로 ‘4-10권 이하’(35.8%)가 가장 많았으며, 

‘11-15권 이하’(32.1%)로 근소한 차이를 보

다. 변인별 분석 결과를 실시한 결과, 사서교사

(42.4%), 사서(41.7%)는 11-15권 이하의 도

서와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운 하고 교육공무

직(57.5%), 기타 담당교사(69.2%)는 4-10권 이

하의 자료로 운 하 다(<표 16> 참조). 즉, 4-10

권, 11-15권 내외의 자료에 한 가지 주제로 의

미를 부여하여 북큐 이션을 운 하는 사례가 

일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도

서자료와 더불어 사진, 그림 등과 같은 작품 

시와 련 소품 진열의 응답이 있었다.

북큐 이션 운  시 사용되는 자료 확보와 

리의 문제  조사 결과 ‘사용되는 자료의 구입 

여부’(34.6%)가 가장 많았다. ‘사용되는 자료의 

출 제한’(29.6%), ‘가까운 공공도서 이나 학

교도서  의를 통한 출’(21%)의 순으로 나

타났다(<표 17> 참조). 정해진 산 내에서 신

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되고, 북큐 이

션 운  기간 동안 여러 이용자가 이용해야 하

응답 응답수(명) 비율(%) 응답 응답수(명) 비율(%)

산 부족 24 12.1 서비스 지원 필요성 인식 부족 60 30.2

공간 부족 13 6.5 기타 16 8.0

자료 부족 86 43.2 합계 199 100.0

<표 15> 북큐 이션을 운 하지 못한 이유( 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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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구분

응답수
(명)

사용되는 자료의 수 비고

1-3권 이하
4-10권 
이하

11-15권 
이하

16-20권 
이하

21권 이상 기타 χ² p

체 162 6(3.7) 58(35.8) 52(32.1) 30(18.5) 14(8.5) 2(1.2)

자격 여부

사서교사 59 1(1.7) 5(8.5) 25(42.4) 17(28.8) 10(16.9) 1(1.7)

73.149 0.000***
사서 24 0(0) 3(12.5) 10(41.7) 7(29.2) 4(16.7) 0(0)

교육공무직 40 4(10.0) 23(57.5) 9(22.5) 4(10.0) 0(0) 0(0)

기타 39 1(2.6) 27(69.2) 8(20.5) 2(5.1) 0(0) 1(2.6)

근무 경력

1년 미만 23 4(17.4) 11(47.8) 3(13.0) 3(13.0) 2(8.7) 0(0)

41.436 0.015*

1년 이상
3년 미만

35 1(2.9) 12(34.3) 15(42.9) 4(11.4) 3(8.6) 0(0)

3년 이상
5년 미만

45 0(0) 15(33.3) 16(35.6) 10(22.2) 3(6.7) 1(2.2)

5년 이상
10년 미만

47 0(0) 17(36.2) 13(27.7) 11(23.4) 6(12.8) 0(0)

10년 이상 12 1(8.3) 3(25.0) 5(41.7) 2(16.7) 0(0) 1(8.3)

*p<.05, **p<.01, ***p<.001

<표 16> 자격 소지 여부, 근무 경력의 북큐 이션 운  시 사용되는 자료의 수

므로 선정된 도서를 정해진 출기간동안 읽지 

못하고 도서  내에서 짧은 시간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에 어려움을 응답했다.  시민 모두

가 이용하는 공공도서 과의 출 의에 어려

움을 응답했다. 학교도서 의 한정된 이용자만

이 북큐 이션 선정 자료의 이용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의가 이 지는 것에 고충이 있었다.

변인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무지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학교는 ‘사용되는 자료

의 구입 여부’(42.4%)의 문제를 제기했다. 학

교도서 을 활용하는 교과가 많아 장서확충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고등학교는 ‘사용되는 자료

의 출 제한’(34.3%)의 결과가 높았다. 학업, 

진로선택에 집 하는 시간 사이에 학교도서  

자료를 활용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북큐

이션 운  자료의 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

는 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7> 참조).

등 학교도서 에서 담당자의 북큐 이션 

교육 여부에 따른 교과선택의 비 은 국어와 사

회가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윤승신, 2021). 

등 학교도서 은 입시에 따른 학업과 련된 정

보, 진로 선택에 따른 취업의 정보를 함께 제공

하게 된다. 교과별 지도에 따라 북큐 이션의 

활용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북큐 이션 운 에 합한 교육과

정은 사회(27.3%), 국어(18.6%), 역사(12.8%), 

진로(11.2%), 체능(음악, 미술, 체육)(9.1%), 

과학(7.9%), 동아리(5.4%)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교과가 가장 많이 선택된 이유로 자료 

확보와 학생, 교과교사의 반응이 정 이라는 

답변을 해주었다. 일반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

의 여러 이슈와 함께 북큐 이션 주제를 선정하

기 유리하다는 사서교사와의 인터뷰 결과와 부

합했다. 국어 교과의 선정의 이유로는 학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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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구분

응답수
(명)

사용되는 자료 확보와 리의 문제 비고

가까운 공공
도서 이나 
학교도서
의 의를 
통한 출

사용되는 
자료의 출 

제한

사용되는 
자료의 구입 

여부

사용되는 
자료의 서가 
배치 공간 

마련

기타 χ² p

체 162 34(21.0) 48(29.6) 56(34.6) 24(14.8) 0(0)

근무지

학교 92 21(22.8) 24(26.1) 39(42.4) 8(8.7) 0(0)
10.396 0.015*

고등학교 70 13(18.6) 24(34.3) 17(24.3) 16(22.9) 0(0)

*p<.05, **p<.01, ***p<.001

<표 17> 근무지 별 북큐 이션 운  시 사용되는 자료 확보와 리의 문제

교과 응답수(명) 비율(%) 교과 응답수(명) 비율(%)

국어 45 18.6 역사 31 12.8

어 9 3.7 음악, 미술, 체육 22 9.1

수학 6 2.5 동아리 13 5.4

사회 66 27.3 진로 27 11.2

과학 19 7.9 기타 4 1.7

합계 242 100.0

<표 18> 북큐 이션 운 이 합한 교육과정( 복응답)

 담당자  국어 교과교사가 많았다. 이에 따

라 문학, 비문학, 시 등 국어교과와 연결된 수업

을 수행할 수 있었다. 독서활동, 역사탐방 등 교

과활동으로 결합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과 

독서증진에 상승효과를 미친다고 하 다. 진로

(11.2%) 교과 항목도 빈도수가 많았는데, 인터

뷰 결과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도서 에서 학생

들의 심도가 높은 교과로 선정한 데 있다(<표 

18> 참조).

기타 의견으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세분화

하여 응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국어, 사회와 연

계한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

체, 문학 등이 있고 사회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

화, 윤리와 사상 등이 있다.

5. 결론  제언

북큐 이션은 여러 종별 도서 과 서 , 상

업기업 등에서 리 확산되고 있다. 학교도서

은 자료를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에 합하게 

리 활용되게 하기 하여 더욱 극 으로 

북큐 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등 학교도서 은 다양한 주제의 북큐

이션 서비스의 운 이 필요하다. 등 학생들

은 인격을 형성하고 학업, 진로의 설계의 시기

로 정보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북큐 이션 서

비스는 학생들로 하여  정보탐색과정을 거치

게 하여 창의  사고와 자기주도학습에 향을 

미친다(조수연, 2022).

인천 지역 등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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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에 해 담당자의 72.2%가 북큐 이

션 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북큐

이션 한 교육을 받은 이 없다고 답한 응답

은 56.8%에 불과하여 매뉴얼 없이 도서, 자료를 

시한 것에 그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북큐 이션 운 에 한 교육을 받게 된 후에 

‘도서  자료에 한 활용성 증가’(35.6%), ‘북

큐 이션에 한 사서교사 는 사서의 문성 

증가’(22.6%)의 높은 결과가 도출 다. 교육을 

통해 체계 인 매뉴얼 공유와 해당 학교 도서  

자료의 다양한 활용을 알 수 있었다. 북큐 이

션 운 을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 했을 때 학

생들의 정보문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조수연, 2022) 선행연

구 결과에 비추어 북큐 이션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고민은 필수 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등 학교도서  북

큐 이션 운 의 활성화 방안은 첫째, 학교도

서  담당자의 충원이다. 인천 지역의 269개 

등학교  학교도서  담당자가 근무하는 곳은 

192개교 고, 담 사서교사, 사서가 근무하는 

곳은 114개교이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담인

력 확충을 해 2023년 사서교사 정원을 확

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학교도서 에 배치

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

화된 지원으로 학교도서 이 활성화 되고 문

화된 인력으로 북큐 이션 운 의 문성이 제

고될 것이다.

둘째, 북큐 이션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단 , 

교육청 단 , 국가 단 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격 소지 여부에 따른 북

큐 이션 교육 유무의 결과 값을 비교한 결과, 

사서교사, 사서에 반면 교육공무직, 기타 담당

교사는 북큐 이션 련 교육을 받지 못하 다. 

북큐 이션 문가는 물론, 단  학교  지역 

교육청 단 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등 학교도

서  담당자와의 정기 인 회의, 력 활동, 연

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과과정에 해 긴

하게 공유하고 함께 북큐 이션 주제를 선정

한다면 로그램 운 으로 학생들의 이용 만족

도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심으로 

학교도서 의 북큐 이션 매뉴얼과 정기 인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사례집이 출 되고 있으나 등학교에 

련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맞춘 북큐 이션 운 의 사례를 

제시하고, 학교도서  담당자에게 다양한 매

뉴얼을 제공하여 북큐 이션을 운 한다면 학

생들의 학업, 진로 발 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등 학교도서  담당자의 북큐

이션 서비스에 한 일반 인 인식과 운  사

례  황에 해 조사하고, 등 학교도서

에서 북큐 이션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

 연구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등 학교

도서 에서 활용 가능한 북큐 이션의 다양한 

사례와 주제 선정을 한 매뉴얼 작업에 기반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 역시

의 한정된 지역과 등 학교도서 으로 조사한 

에 한계 이 있다. 학교 별 학교도서 과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국의 공공도서 , 

청소년센터의 도서 을 상으로 한 연구를 추

가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 북큐 이션의 

운  효과에 한 연구로 연구 범 를 확장시

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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