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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을 제공하는 각종 매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러한 매체에 수록된 서평이 

선정 도구로 적합한지를 평가하 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적절한 서평 매체로서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 중 추천한 매체만을 대상으로 한 서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선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서평 매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의 관점에서 어린이 

도서를 평가한 서평 매체의 발행이 요구된다. 

ABSTRACT

Book review is a mean that provides qualitative evalu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plays a role as 

selection tools for librari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various media providing reviews on children's 

books, evaluated whether the reviews in the media were useful as selection tools of current books, and 

a desirable model for the book review media that would reform the existing problems was suggested. 

The efforts to make up for the above suggestions are needed, so that the current children's book review 

media can properly play a role as selection tools. Above all, at this point in time, it is necessary to publish 

review media made in the view of libraries and librarian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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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어린이에게 좋은 도서를 제공할 의무와 책

임을 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도서관이고 

사서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판물의 양

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서가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면서 좋은 책의 기준도 충족시키

는 도서들을 선정하는 작업은 간단한 일이 아

니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서를 선정

하는 사서가 구입할 모든 책을 좋은 책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책을 자세하게 살

펴보고 평가하는 일은 실제 업무 상황을 고려

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출판연감

(2003)에 의하면 200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서 출판된 어린이 도서는 6,103종이다. 개인

이 이만한 양의 책을 모두 접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할 시간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전문적인 평

가 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는 

작업 또한 쉽지 않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양

질의 어린이 도서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인 관점에서 어린이 도서를 평가한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서평은 해마다 수없이 출판되는 책들에 대

한 기술적이고 평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정

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의 하나

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어린이 도서란 작가와 

출판사가 어린이를 독자로 생각하면서 집필하

고 출판한 책이다(Townsend 1971, 10; Su- 

therland 1997, 5; Temple et al. 1998, 8). 

출판사에서 어린이 도서라고 발행한 책을 대상

으로 어린이에게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교

사, 사서, 학부모, 서평자의 역할이다. 어린이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어

린이라고 보았다.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적합

한 어린이 도서에 대한 판단은 개별 도서를 평

가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할 요소이지만, 본 

연구는 전체 어린이 도서를 서평한 매체에 대

한 연구가 중심이므로 발달 단계에 따른 어린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어린

이 도서 서평 매체란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

까지를 독자로 생각하여 출판한 책에 대한 서

평을 게재한 매체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의 필요성

을 바탕으로 어린이 도서를 서평하는 매체의 

존재를 찾아내고, 발견한 서평 매체의 서평 내

용을 분석하여 선정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서평 매체를 규명하고자 하 다. 

1.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간 어린이 도서 선정 도구

로서 적절한 서평 매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첫째,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을 제공하는 매체의 존재를 

탐구하 다. 둘째, 발견한 서평 매체 중에서 선

정 도구로 이용하기에 적절한 서평 매체를 개

별 서평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

다. 셋째, 양적인 내용 분석을 통하여 선정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서평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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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수록된 서평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서평 매체의 특성을 규명하 고, 이를 바탕

으로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정 도구로

서의 적절성을 갖춘 서평의 발전 방안을 제시

하 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

해 서평과 서평 매체를 분석한 일반적인 이론

적 준거를 바탕으로 분석 항목을 추출하 다. 

둘째, 어린이 도서 서평을 게재하는 매체를 규

명하는 작업을 하 다. 어린이 도서를 서평하

는 매체의 종류를 일간지, 잡지, 온라인 형태로 

나누어 조사하여 일간지와 어린이 신문은 전국

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선택하 고, 잡지는 한

국잡지정보관  사이트, 한국출판연감 , 어린

이 문학과 관련된 각종 자료에서 선택하 다. 

셋째, 서평을 게재한 매체를 확인한 후에 개별 

매체를 실사하여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을 

정기적으로 일정한 분량 이상 수록한 매체를 

선정하 다. 넷째, 선정한 서평 매체의 개별 서

평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통해 서평을 평가하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정 도구로 이용하기

에 적절한 서평 매체를 추천하 다. 다섯째, 추

천한 서평 매체에 수록된 서평에 대한 내용 분

석을 통하여 개별 서평의 특징을 규명하 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 도구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서평이 갖추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발전 방안

을 제시하 다. 

1. 3 서평과 서평 매체의 특질

서평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서평을 어떤 측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

평의 주요 목적이 도서관이나 개인이 어떤 도

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지 아니면 문학 평론의 한 형식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 서평이란 책의 내용에 대한 개요

를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Boaz 1958, 

67-68)이고 문학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한 부

분(Tisdel 1958, 134)이라는 주장은 서평의 

역할이 도서관의 도서 선정을 위해서라기보다

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한

편 좋은 서평은 책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책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

가 머리 속에 책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

록 하는 것(Horning 1997, x)이라는 주장과 

서평은 무엇보다도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Fialkoff 1998)는 주장은 서평의 선정 도구

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은 어린이 도서 출

판의 양이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과 가치도 함

께 증가하 다고 볼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장

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안내 역할을 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이 광범

위하게 보급된 오늘날 어린이 신간 도서의 존

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도구로서 

서평의 역할은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신간 어린이 도서 출판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평의 

평가적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평 매체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선정 도구로서 서평 매체

라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서평 매체는 신간 

자료의 존재를 알리거나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서평을 수록한 매체로 정기적인 갱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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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 선정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비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적인 서지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서명, 저자, 삽

화가, 출판사, 출판일, 페이지 수, ISBN, 가격 

등에 관한 정보는 서평이 선정 도구로서 기능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다. 

둘째, 서평 도서의 개요, 주제, 범위, 문체, 삽

화, 정확성, 범위, 구성 등은 서평의 설명적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셋째, 서평

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한 항목으로 적절한 

독자수준, 저작의 용도, 서평자의 견해 등이다. 

서평 매체를 평가하는 항목을 형태적인 측

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형

태적인 측면의 분석은 서평 매체의 외형적 특

성으로 서평 매체의 서문, 목차, 일러두기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내용적인 측면의 특성

은 개별 서평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서평의 외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목적’으로 서

평 매체의 발행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서평 매체의 권위’는 서평 

매체의 발행 기관과 편집자, 서평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범

위’는 서평 매체가 수록하고 있는 자료가 어떤 

형태와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이용방법과 기입에 대한 설명’은 

서평 매체가 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절

하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다

섯째, ‘선정 기준’이란 서평 매체가 수록하고 

있는 서평 대상 자료에 대한 포함이나 누락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섯째, ‘조직과 배열’ 항

목에서는 서평 매체의 전체 조직이 어떤 형식

으로 조직되고 배열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일곱째, ‘색인과 부록’ 항목에서는 서평 매체에 

포함된 각각의 서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색인과 이용을 도와줄 부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덟째, ‘편집 마

감일과 발행간격’에서는 서평 매체가 편집을 

위해서 자료의 마감 시기를 언제로 정하고 있

는지와 발행 간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로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홉째, ‘발행 형태’

와 ‘가격’ 항목에서는 서평 매체가 어떤 형태로 

발행되는지와 비용을 확인한다. 발행형태와 비

용은 연관되는데, 개별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서 구입 형태와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내용

적인 측면의 평가 항목은 기입의 내용과 다른 

매체와의 비교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적인 측

면의 평가 항목은 결국 개별 서평의 내용을 평

가하는 것으로 서평의 서지정보, 해제, 추천 유

무나 정도 표시, 서평자 정보 등을 어떻게 게

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개별 서평

을 다른 서평 매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를 비교함으로써 서평 매체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2. 서평 매체의 분석

2. 1 대상 선정과 분석 방법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를 평가하기 위한 첫 

단계는 어린이 도서를 서평하는 매체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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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평하는 매체의 종류를 일간지, 잡지, 온라

인 형태로 나누어서 조사하 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도서만을 서평하는 전문지는 없지만, 

많은 매체에서 어린이 도서를 서평하거나 신간 

소개 형식의 을 게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널리 알려진 것이 일

간지의 서평 면이다. 대다수의 일간지들이 일

주일에 한번씩 서평 면을 발행하고 있으며, 어

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도 독립적인 면을 할당

해서 다루고 있거나, 적어도 한 코너에서 어린

이 도서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의 하나로서 종합 일

간지의 서평 면, 어린이 신문의 서평면, 잡지 

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다. 어린이 도서 

서평을 게재한 매체로 파악된 서평 매체 목록

이 <표 1>이다. 2)

일차 선정 작업을 통하여 확인한 어린이 도

서 서평 매체를 실사하여 2002년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매체 중에서 어린이 도서 서평

에 일정한 비율의 지면을 정기적으로 배정하느

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용 분석을 할 서평 매

체를 선정하 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서평 매체는 종합 일간지 10종, 어린이 신문 4

종, 잡지 9종(표 1 참조)으로 이들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평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도서 

선정 도구로서의 적절성을 분석하 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서평 매체를 분석하

기 위한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

다. 첫 번째는 각각의 서평 매체에 게재된 

서평의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로 일간지 10종

과 어린이 신문 4종, 잡지 9종에 게재된 서평

의 게재일, 게재면, 서평의 형식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목록을 작성하 다. 두 번째는 서평 목

록에서 서평된 도서의 서지 사항에 대한 완전

한 서지 정보를 가진 서지 목록을 두 개 이상

의 인터넷 서점의 목록을 통하여 대조 비교하

여 작성하 다. 특히 전체 서평 도서를 구별하

는 기본 키로서 ISBN을 사용하 다. 세 번째

주1) 잡지 1: 한국잡지정보관  사이트에서 선정

    잡지 2: 한국출판연감 에서 선정

    잡지 3: 어린이 문학 관련 각종 자료에서 선정

주2) 굵은 자의 매체는 내용 분석 서평 매체임

<표 1> 선정된 서평 매체 

종합 일간지 어린이 신문 잡지 1 잡지 2 잡지 3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굴 쇠

소년동아일보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과학교육

배워서 남주자

새교육

생각이 저요 저요

초등 우리교육

간행물윤리

독서신문

서평문화

출판저널

동화 읽는 가족

동화 읽는 어른

북새통

아동문학평론

아침햇살

열린 어린이

이달의 책

일러스트

창비 어린이

책으로 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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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금까지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서평 색인 

목록과 서평 도서 목록을 바탕으로 각 서평 매

체가 같은 도서를 어떤 방식으로 서평하 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매체에서 공통적으

로 서평한 도서의 서평을 추출하 다. 마지막

으로 추출한 각각의 서평을 이론 연구에서 제

시한 항목에 따라 분석하 다. 

2. 2 매체별 분석

2. 2. 1 일간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종합 일간지는 모두 

일주일에 한번씩 서평 면을 발행하는데, 보통 

배당하는 지면의 분량은 2면에서 8면까지 다

양하 다. 그러나 실제로 한 면 전체를 제공하

지 않으며, 한 면 중에서 1/3은 광고에 배정하

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량은 그보다 적었다. 

종합 일간지중에서 성인 도서 서평 면과 별

개로 어린이 도서 서평 면을 발행하는 일간지

는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

겨레 , 한국일보  등이었다. 이 중에서 동아

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는 

성인도서 서평 면과 다른 요일에 어린이 도서 

서평 면을 발행하 고, 한국일보 는 성인도서 

서평 면 발행일에 어린이 도서 서평 면을 독립

적으로 운 하 다. 이외에 경향신문 , 국민

일보 , 대한매일 , 문화일보 , 세계일보  

등은 전체 도서 서평 면에서 어린이 도서를 정

기적으로 두 권 이상씩 서평하고, 평균 다섯 

권 이상의 어린이 도서 신간을 소개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 일간지에

서는 어린이 도서에 관한 서평을 싣고 있지만 

고정적인 칼럼의 여부와 외부 서평자의 운용, 

지속적인 지면 할당 등의 측면에서 일간지 마

다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일간지 어린이 도

서 서평 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2002년도에 발행된 

일간지에서 어린이 도서 지면의 서평 또는 신

간 소개에서 소개한 건수는 3,018건이고, 서평

한 책의 수는 1,452권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교사나 부모를 위한 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이 책들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어린이 도서

를 소개한 서평 총수는 2,999건이고 서평한 책

<표 2> 일간지 서평면 현황 

일간지명 서평 면 제목 서평면수 발행요일 새책 소개면 이름 외부필자

경향신문 책마을 1/2 면 토 새로나온 책 없음

국민일보 책과 길 1 면 금 책꽂이-어린이 없음

대한매일 책 1/2 면 금 책꽂이-아동 없음

동아일보 어린이 책 1 면 수 새 책 나왔네 있음

문화일보 북리뷰 1/8 면 금 없음 없음

세계일보 북월드 1 면 토 새로나온책-어린이 없음

조선일보 어린이 새책 1 면 토 새 책 있음

중앙일보 꾸러기 책동네 1 면 토 꾸러기 책광장 있음

한겨레 우리집 책꽂이 1 면 월 새로나온 책 없음

한국일보 책과세상: 어린이 1 면 토 어린이 새 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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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1,438권이다. 따라서 어린이 도서는 

평균 한 책 당 2번씩 서평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2002년의 출판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도

서는 총 6,103종이 간행되었고, 그 중에서 

1,438권을 서평 했으므로 전체 출판된 어린이 

도서 중에서 23.7%만이 일간지를 통해서 존재

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일간지별 서평 수를 보

면, 경향신문 이 375건, 국민일보 가 366건, 

대한매일 이 336건, 동아일보 가 296건,   

문화일보 가 153건, 세계일보 가 202건,   

조선일보 가 389건, 중앙일보 가 234건,   

한겨레 가 399건, 한국일보 가 269건이다. 

이 서평을 다시 기사 형식의 서평과 신간 소개 

형식의 서평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기사 형식

의 서평은 기명 기사이거나, 또는 기명 기사는 

아니더라도 기사로 볼 수 있는 것을 지칭하

다. 신간 소개 형식의 서평은 분량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지면에서 ‘새로 나온 책’이라는 기

사 제목 아래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것을 가리

킨다. 신문마다 신간 소개에서 다루는 내용의 

길이는 다르기 때문에 신문에 따라서는 다른 

신문의 일반 기사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신

간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간지에서 1년간 서평한 책 수를 살펴보면 

경향신문 은 372권, 국민일보 는 361권,   

대한매일 은 335권, 동아일보 는 290권,   

문화일보 는 151권, 세계일보 는 202권,   

조선일보 는 381권, 중앙일보 는 234권,   

한겨레 는 389권, 한국일보 는 266권이다. 

서평 수와 도서 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각각

의 일간지에서 같은 도서를 두 번 이상 서평하

기 때문이며, 두 번 이상 서평된 도서는 신

간 소개에 연속하여 실린 경우, 이미 소개된 

책이 계절이나 특정한 때를 위한 추천 도서 리

스트에 포함된 경우, 외부 필자가 쓴 에 포

함된 경우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개별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의 중복 정도를 

보면 일간지 전체에서 서평한 도서의 수는 

1,452권인데, 이 중에서 45.6%인 662권이 한 

<표 3> 일간지 유형별 서평 수

매체 이름
기사 형식 신간 소개 형식 합계

기사 대 신간
수 % 수 % 수 %

경향 207 15.4 168 10.0 375 12.4 0.8

국민 112 8.3 254 15.2 366 12.1 2.3

대한매일 76 5.6 260 15.6 336 11.1 3.4

동아 99 7.4 197 11.8 296 9.8 2.0

문화 72 5.3 80 4.8 152 5.0 1.1

세계 186 13.8 16 1.0 202 6.7 0.1

조선 222 16.5 167 10.0 389 12.9 0.8

중앙 123 9.1 111 6.6 234 7.8 0.9

한겨레 151 11.2 248 14.8 399 13.2 1.6

한국 98 7.3 171 10.2 269 8.9 1.7

합계 1,346 100 1,672 100 3,018 1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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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신문에서만 서평이 되었다. 10개의 일간

지 모두에서 서평한 책은 한 권도 없고, 일간

지 9개에서 공통으로 서평한 책은 1권이었다. 

8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6권이고, 7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12권, 5개의 일간지에

서 서평한 책은 52권, 4개의 일간지에서 서평

한 책은 105권이고, 3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211권, 2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379권이었다. 이 중에서 신간 소개에서 다룬 

도서를 제외하고 기사 형식의 서평에서 다룬 

책을 보면, 8개의 일간지에서 모두 다룬 책은 

2권이고, 7개의 일간지에서 다룬 책 2권, 6개

의 일간지에서 다룬 책 2권, 5개의 일간지에서 

다룬 책 15권, 4개의 일간지에서 다룬 책 28

권, 3개의 일간지에서 다룬 책 59권, 2개의 일

간지에서 다룬 책은 174권, 1개의 일간지에서 

다룬 책은 592권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무리 많은 서평을 게재

하는 일간지를 구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일

간지만 참조하는 경우는 전체 일간지가 서평하

는 도서의 67% 이상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간지 각각의 서평

의 질적인 면은 평가하지 않더라도 특정 일간

지만을 볼 경우에는 도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 2 어린이 신문

어린이 신문은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

이 도서를 소개하 다.  굴 쇠 는 주간으로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며 서평 면의 이름은 없

고, 고정 칼럼의 이름이 있는 경우와 칼럼 이

름 없이 기사로 처리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

다. 신문 전체가 8면으로 발행되는데, 6면에 

두 권의 책을 기사 형식으로 소개하고 기자의 

이름을 기재하 다. 8면에 ‘새 책 나왔어요!’란 

고정 칼럼에 3권씩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이란 칼럼에는 한 권

이나 두 권의 책을 소개하 다. 굴 쇠 의 책

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기명 기사 다. 어린이 

신문에 게재되는 서평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린이 신문에서 서평한 수는 1,404건이고, 

신문별로 보면, 굴 쇠 가 295건, 소년동아

일보 가 300건, 소년조선일보 가 361건, 소

년한국일보 가 448건이다. 다시 기사형식의 서

평과 신간 소개 형식으로 나누면 굴 쇠 는 기

사형식이 159건, 신간 소개가 136건, 소년동아

일보 는 기사형식이 133건, 신간 소개가 167건, 

소년조선일보 는 기사 형식이 217건, 신간 소

개가 144건, 소년한국일보 는 기사 형식이 

220건, 신간 소개가 228건이다(표 5 참조). 

<표 4> 어린이 신문 서평면 현황

어린이신문명 서평면 이름 요일 새책소개면이름 칼럼 제목

굴 쇠 없음 수 새 책 나왔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소년동아일보 책마을 토 새로 나온 책 저학년 책꽂이

소년조선일보 책동산 목 새 책

화제의 책

새 책 맛보기

이번주엔 이런 책을

소년한국일보 나라책마을 월 새로 나온 책
화제의 책

책꽂이 엿보기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에 관한 연구  221

어린이 신문 서평의 총 수는 1,404개인데 

이것을 다시 책 수로 나누어 보면 전체 어린이 

신문은 944권의 책을 서평하 다. 이것은 전체 

2002년도 어린이 도서 전체 출판 종 수인 

6,103개와 비교하면 15.5%에 해당하므로 어

린이 신문은 어린이 도서 전체 출판 종수의 

15.5%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 다. 어린이 

신문 4개 모두에서 서평한 책 수는 14권이고, 

3개에서 서평한 책 수는 87권, 2개에서 서평한 

책 수는 245권, 1개의 신문에서만 서평한 책은 

598권으로 전부 944권을 서평하 다. 어린이 

신문에서도 역시 한 개의 신문만을 선택하면 

다른 신문에서만 소개하는 정보를 접할 수 없

다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 신문 중에서 굴 쇠 는 전체 서평

에서 중복되는 책이 한 권도 없는 반면에 나머

지 어린이 신문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일간지에서와 마찬가지의 이유

인데, 신간 소개에 연속해서 실린 경우, 이미 

소개된 책이 계절이나 특정한 때를 위한 추천 

도서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또한 굴

쇠 는 신간 소개의 서평 역시 기명 서평이고 

서평의 자수도 다른 어린이 신문의 기사 형

식의 서평과 비슷하며, 다른 어린이 신문의 기

사 형식의 서평이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

에 다루는 일괄 서평이 많은 것과는 달리 한 권

씩의 책을 서평하고 있다. 따라서 질적인 측면

에서 다른 어린이 신문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2. 2. 3 잡지

동화 읽는 어른 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

구회의 회지이기 때문에 자료회원으로 가입하

여야 구독할 수 있다. 동화 읽는 어른 의 전

체 구성은 책에 관련한 들이 많고, 그 외에 

회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싣는다. 본 연

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채택한 것은 <이달에 

권하는 책>이라는 부분에서 다루는 서평이었

다. <이달에 권하는 책>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채택 이유를 매 호 명시하고 개별 책에 대한 

서평자의 이름은 없지만 선정위원의 명단은 제

공하 다.

배워서 남주자 는 주로 독서교육을 담당하

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로 책과 관련한 

과 독서 교육의 실천 방법, 사례 등을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책 안에서 ‘초등’, ‘중

등’ 부분이 분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서평 

분석으로 채택한 부분은 초등 부분의 <이런 

책이 있었네요>라는 서평란이었다. 개별 서평

자의 이름은 없지만, 서평을 담당한 모임의 이

<표 5> 어린이 신문 서평 수

이름
기사형식 신간 소개 형식 합계 기사 대

신간개수 % 개수 % 개수 %

굴 쇠 159 21.8 136 20.1 295 21.0 0.9

소년동아 133 18.2 167 24.7 300 21.4 1.3

소년조선 217 29.8 144 21.3 361 25.7 0.7

소년한국 220 30.2 228 33.8 448 31.9 1.0

합계 729 100 675 100 1404 10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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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과 구성원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제공하 다. 

생각이 저요 저요 는 사단법인 어린이문화

진흥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 부제가 ‘독서 

논술 길라잡이’이며, 잡지의 내용은 독서와 논

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독

자는 어린이와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어른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매 호마다 해당 호의 계절을 

앞에 붙인 <봄(여름, 가을, 겨울)에 읽어야 할 

좋은 어린이 도서 50>이라는 특집 면을 발행

하 다. 이 특집에 게재된 서평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다. 이 목록은 독자인 어린이의 연

령을 ‘아주 어린 어린이’, ‘작은 어린이’, ‘중간 

어린이’, ‘큰 어린이’, ‘소년기 어린이’, ‘여러 어

린이’ 등 6 단계로 나누어서 간단한 서평을 게

재하 다. 서평을 선정하는 과정은 독서 지도

자 모임인 <책 읽는 사람들> 회원이 1차 선

정 작업을 하고, <좋은 책 선정위원들>이 선

정을 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 선정 작

업을 하는 모임과 좋은 책 선정위원의 명단은 

제공하지만 선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 지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평문화 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발

행하는 전문 서평지로 어린이 도서는 매 호 4

책씩 게재하며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이

용할 수 있었다.

아동문학평론 은 아동문학평론사에서 발행

하는 계간지로 아동문학가를 주요 독자로 하며 

잡지의 내용은 동화, 동시 등의 아동문학작품

과 평론, 서평을 싣고 있다. 부록으로 우리나라

의 문학 관련 잡지에 발표되는 동화, 동시 등

의 목록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서평은 매 호 3

편 이상씩 게재하 다. 

아침햇살 은 어린이 문화 전문지를 표방하

는 잡지로 동화, 동시, 어린이 문화 관련 , 평

론, 리뷰 등을 게재하 다. 매 호마다 <리뷰: 

좋은 어린이 도서 찾기> 라는 부분에서 어린

이 도서를 평가하고 간단한 평을 싣고 있었다. 

이 잡지의 서평이 특이한 점은 각 서평자의 이

름과 더불어 서평한 책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

여한다는 것이다. 한 책당 한 명 이상의 평가

자가 각기 다른 평과 함께 평가 점수를 부여하

다. 그리고 간행하는 잡지 매 호에 평가 방

법과 이유, 평가자 명단을 게재하 다. 

이달의 책 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제공하

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격

월간으로 자료가 추가되었다. 이달의 책 에서 

선정하는 책은 개별 출판사가 한국출판인회의

에 추천 의뢰하는 책 중에서 선정 위원들이 심

사하여 채택하고 평을 게재하 다. 매 호마다 

선정 과정에 대한 총평과 개별 책에 대한 기명 

서평이 있었다. 

일러스트 는 주요 독자가 현직 일러스트레

이터와 일러스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어린

이 도서의 특성상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고, 또 어린이 도서에서 그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잡지의 본문 기사 내용에서도 그림책의 

그림 작가와 그림책 자체에 대한 내용도 많지

만,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채택한 것은 

<Book Case>라고 이름 붙인 부분에서 다루

는 간단한 어린이 도서에 대한 평이다. 

초등 우리교육 은 ㈜우리교육에서 발행하

는 월간지로 초등학교 교사를 주요 독자로 하

고 있다. <새 책 나왔어요>에 어린이 도서와 

교사를 위한 도서를 구별해서 게재하 다.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 본 잡지 서평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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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잡지의 전체 서평 수는 

1,415건이고, 동화 읽는 어른 이 167건, 배워

서 남주자 가 104건, 생각이 저요 저요 가 

200건, 서평문화 가 12건, 아동문학평론 이 

20건, 아침햇살 이 390건, 이달의 책 이 57

건, 일러스트 가 295건, 초등 우리교육 이 

170건이다(표 7 참조). 아침햇살 은 한 책에 

대하여 여러 서평자의 평가를 수록하 는데, 책 

당 서평자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또 다음 호에 

같은 책에 대한 다른 서평자의 서평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서평 수는 390건보다 많다. 

그러나 전체 서평 수를 계산할 때는 한 책을 여

러 명의 서평자가 했더라도 일단은 하나의 서평

으로 간주하 다. 

1,415건의 서평에서 다룬 책은 940권이고, 

잡지 9개에서 모두 다룬 책은 없고, 6개의 잡

지에서 다룬 책은 1권, 5개의 잡지에서 다룬 

책은 5권, 4개의 잡지에서 다룬 책은 22권, 3

개의 잡지에서 다룬 책은 53권, 2개의 잡지에

서 다룬 책은 200권, 각각의 잡지에서 다룬 책

은 659권이었다. <표 7>에서 제시된 서평 수

는 실제 잡지에서 다룬 책 수와 같다. 예외는  

<표 6> 잡지 서평란 현황

잡지명 서평란 이름 선정 기준 주요독자

동화 읽는 어른 이달에 권하는 책 명시 일반

배워서 남주자 이런 책이 있었네요 명시 독서교사

서평문화 서평전문지 명시 안함 일반

생각이 저요 저요 (계절)에 읽어야할 책 50 명시 안함 독서교사

아동문학평론 서평 명시 안함 아동문학가

아침햇살 리뷰: 좋은 어린이 책 찾기 명시 아동문학가, 일반

이달의 책 서평전문지 명시 일반

일러스트 Book Case 명시 안함 일러스트레이터

초등 우리교육 새로 나온 책: 아이들 책 명시 안함 초등교사

<표 7> 잡지 서평 수

잡지 이름 발행 간격 전체 서평 수 %
매 호 평균 
서평 수

동화 읽는 어른 월간 167 11.8 14

배워서 남주자 월간 104 7.3 9

생각이 저요 저요 계간 200 14.1 50(17)

서평문화 계간 12 0.8 3(1)

아동문학평론 계간 20 1.4 5(2)

아침햇살 계간 390 27.6 98(33)

이달의 책 격월간 57 4.0 10(5)

일러스트 월간 295 20.8 25

초등 우리교육 월간 170 12.0 14

합계 1,415 100.0

(   ): 월간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서평 수를 월 평균으로 다시 계산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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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에서 같은 책 한 권을 1월과 12월

에 두 번 서평한 경우 뿐이다. 아마도 이와 같

은 현상은 출판사에서 재쇄인 경우의 책을 신

간이라고 안내할 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행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서평의 

서지 정보에서 출판일을 다루어 주는 것이 필

요하다.

잡지에서 다룬 전체 서평을 보면 월 평균으

로 게재하는 서평의 수가 1권에서부터 33권까

지 다양하다. 가장 많은 책을 서평하는 잡지는 

아침햇살 로 계간이기는 하지만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33권 정도씩 서평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간지 전체의 월별 평균 서평 수는 25개이고, 

어린이 신문 전체의 월별 평균 서평 수는 29개

이다. 이에 비해서 전체 잡지의 월별 평균 서

평 수는 12개이다. 그러나 일간지와 어린이 신

문의 경우는 전체 평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는 반면 잡지의 경우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

에 일괄적으로 평균적인 서평 수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잡지의 

서평 수가 다른 매체보다 적다. 절대적인 서평

의 양 부족은 모든 서평 매체의 공통적인 문제

점이지만 잡지를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상대

적인 단점이다.

3. 서평의 내용 분석

3. 1 분석 항목과 방법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개별 서평의 내용적

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론적 연구를 바

탕으로 분석 항목을 만들었다. 서평의 내용적

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은 첫 번째는 서

평의 물리적인 체제를 측정할 수 있는 ‘형식’이

고 두 번째는 서평의 서술 방법과 세부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분하 다. ‘형식’

에서 측정할 항목은 다시 ‘서평 정보’와 ‘서지 

정보’로 나누었고 이 항목은 개별 서평에서 쉽

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서평 정보에서 

다루는 세부 항목은 서평자 이름, 서평자 직업, 

서평의 길이이고, 서지 정보 항목에서는 서명, 

저자명, 삽화가명, 번역자명, 출판사, 출판일, 

페이지, 판형, 장정, 가격, ISBN 등이다. 서평

자 이름과 서평자의 직업은 서평의 기명 유무

와 서평의 내용적인 특성에 서평자의 직업이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

평의 길이는 자수로 측정하 는데, 방법은 

MS-WORD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공백을 포함한 수

이다. 서지 정보 항목은 서평을 선정 도구로 

이용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신원 확인 정보

이며, 판형, 장정은 서평 도서의 판형이나 크기

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내용’에서 측정할 항목은 ‘설명적 논평’과 

‘평가적 논평’으로 나누었다(표 8 참조). 설명

적 논평 항목에서 다루는 세부 항목은 서평 도

서의 개요, 주제, 유형, 문체, 삽화이고, 지식책

의 경우에는 정확성, 범위, 구성 등을 추가하

다. 평가적 논평 항목에서 다루는 세부 항목은 

독자 연령과 학년에 대한 권고 사항, 비슷하거

나 같은 주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 같은 저자

의 다른 책과의 비교, 해당 도서에 대한 특정

한 관심을 가질만한 독자에 대한 안내, 교과목

에 도움이 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

성, 평점이나 적극적인 추천, 기타 서평자의 주

관적인 견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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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내용 분석에 의한 매체별 특성

3. 2. 1 일간지 

서평자는 대개가 해당 신문사의 기자이고 

어린이 도서를 담당하는 기자는 대부분 1명이 

고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기자가 작성한 도 보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경우에 그친다.

일간지에서 선정한 서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면 서지 정보 항목

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일간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 으며, 대부분의 일간지가 가

장 중요한 서지 정보로 생각하는 것은 서명, 

저자명, 출판사, 가격 등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신간 소개에서 안내하는 책들은 모두 가격 정

보를 포함하는 반면 서평 면에서 주요 기사로 

취급하는 책의 경우에는 가격이 생략되는 경우

가 있었다. 저자와 더불어 중요한 공헌자인 그

림 작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일간지

가 많았고, 마찬가지로 번역자 정보도 소홀히 

다루었다. 어떤 신문도 출판일을 포함하지 않

았으며, 동아일보 만이 게재하는 책의 페이지 

수를 명시하 고 책의 페이지와 크기에 대한 

정보인 형태 사항을 제공한 경우는 없었다. 

일간지 서평의 공통적인 속성은 몇몇 신문

을 제외하면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일

관성 측면에서라면 동아일보 가 꾸준하게 수

록하는 모든 기사에 같은 형식을 부여해서 실

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간지

가 이러한 나름의 형식을 세워두었더라도 외부 

필자가 쓴 기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경

우도 보 다. 기본적인 서지사항인 서명, 작가

명, 삽화가명, 번역자명, 출판사명, 출판일, 페

이지, 크기 등의 정보는 생략하지 않고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설명적 논평 항목을 종합하면, 서평의 전체 

내용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항목이 개요이

며,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책의 대략적인 

줄거리나 내용 요약을 포함해서 실제 책 속의 

<표 8> 내용적 특성 분석 항목

대항목 중항목 세부 항목

형식

서평 정보 ①서평자 이름  ②서평자 직업  ③서평의 길이

서지 정보
①서명  ②저자명  ③삽화가명  ④번역자명

⑤출판사  ⑥출판일  ⑦페이지  ⑧판형/장정  ⑨가격

내용

설명적 논평
①개요  ②주제  ③유형  ④문체  ⑤삽화

⑥정확성  ⑦범위  ⑧구성

평가적 논평

①적절한 독자연령이나 학년

②비슷하거나 같은 주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

③같은 저자나 삽화가의 작품과 비교

④흥미나 관심을 가질 특정한 독자에 대한 안내

⑤교과목이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용 가능성

⑥평점이나 적극적인 추천 여부

⑦서평자의 주관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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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요를 제외

한 설명적 논평 항목인 주제, 유형, 문체, 삽화, 

정확성, 범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

었다. 실제로 이런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서평의 내용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이해한 것에 더하여 주제, 유형, 문체, 삽화, 정

확성 등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정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

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평가적 논평 항목의 정보들도 대부분의 신

문 서평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평가적 논평 항

목의 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서평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넘어서서 해당 도서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더불어 초등학교의 교과과정과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 분석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일간지의 서평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해당 서

평 도서 표지의 천연색 사진을 게재하거나 책

의 삽화의 일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

다. 이러한 사진들이 책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

도 사실이고 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

각화해서 빨리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면을 많이 차지함으로써 로 표현해

야 하는 많은 정보들이 생략된다는 단점도 동

시에 지닌다.

전반적으로 일간지의 특성 중 하나인 속보

성에 따라 비교적 최신간에 대한 안내가 다른 

매체보다 빠르다는 점과 함께 비교적 현재 우

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어떤 다른 매체보다도 어

린이 도서에 대하여 양적으로 많이 소개한다는 

측면, 대중매체로서의 커다란 향력 등은 다

른 형태의 서평 매체가 갖지 못한 장점이다. 

신문의 서평은 게재되는 매체인 신문의 특성을 

반 하므로 서평의 주요 독자는 일반인이고,  

어린이 도서에 대한 새로운 안내와 어린이 독

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서평 면

을 구성하므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

이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동향 파악과 독자

의 관심이 어떤 매체의 향을 받는지 파악하

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도서

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 선정을 

위한 기본 도구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기본 도구가 아닌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매체이다.

3. 2. 2  어린이 신문

기본적으로 어린이 신문의 독자는 어린이이

므로 서평 면에서 소개하는 책들은 어린이 독

자에게 새로운 책을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어린이 신문은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학

생들이 개별적으로 구독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어린이 열람실의 사서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매체이다. 따라서 어린

이 신문에 게재되는 서평을 통해서 해당 책을 

보고자 하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사서들도 반드

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굴 쇠 는 다른 어린이 신문과는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일관성 있는 

서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간 소개의 도 작성한 

기자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에 대한 신뢰성

을 갖게 하 다. 어린이 신문에서 서평자는 모

두 해당 신문사의 기자로, 어린이 도서 면을 담

당하는 기자는 1명이고 예외적으로 굴 쇠 의 

경우는 두 명이 각각 다른 면을 담당하 다. 

어린이 신문에서 선정한 서평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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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면 서지 정

보 항목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어린이 신

문이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 으며 가장 중요

한 서지 정보로 생각하는 것은 서명, 저자명, 

출판사, 가격 등으로 파악되었다. 어린이 신문

의 경우 분석 서평 50개 중에서 가격을 기재하

지 않은 경우는 딱 한번 있었다. 저자와 더불어 

중요한 공헌자인 그림 작가에 대한 정보를 기

재하지 않은 서평이 16개 다. 이러한 수는 서

평 50개 중에서 그림 작가가 없는 것 4건을 제

외하면 1/3이나 되었다. 번역자에 대한 정보는 

그림 작가보다도 더 소홀히 다루어서 번역자가 

있어야 할 서평에서 1/2이 없었다. 또한 출판

일과 책의 페이지와 크기에 대한 정보인 형태 

사항도 제공하지 않았다. 어린이 신문 서평의 

특징은 일간지보다는 일관성 있게 서지 정보를 

기재한다는 점이었다. 기본적인 서지사항인 서

명, 작가명, 삽화가명, 번역자명, 출판사명, 출

판일, 페이지, 크기 등의 정보는 생략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설명적 논평 항목의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서

평의 전체 내용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항목

이 개요에 대한 서술이었다. 그 외의 항목인 

주제, 유형, 문체, 삽화, 정확성, 범위, 구성 등

에 대한 기술은 전체 서평이 일관성 있다기보

다는 경우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졌다. 실제로 

설명적 논평 항목을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는 책을 읽고 이해한 것에 더하여 주제, 유형, 

문체, 삽화, 정확성 등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서

관에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를 이해해야만 가

능할 것이다.  

평가적 논평 항목의 세부 항목도 대부분 서

술하지 않았다. 이밖에 표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나 비교적 최신성 있다는 점은 어린이 신

문 서평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어린이 신문 

역시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선정 도구

로서 이용하기에는 부족하고 보완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더 높은 매체라고 할 수 있다. 

3. 2. 3 잡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9개의 잡지 중에서 

실제로 서평을 분석한 잡지는 8개이고 제외된 

잡지는 계간인 아동문학평론 이다. 다른 8개

의 잡지와는 선정하는 도서의 경향이 완전히 

달라 공통적인 서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

택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동화 읽는 어른 은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회지이고 게재하는 서평의 도서는 원

칙적으로 어린이 도서 연구회의 이름으로 추천

하는 책들이다. 여기에 게재되는 서평들은 서

지 정보를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정확하게 기

재하 고, 유형별 분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

서관에서 선정 도구의 하나로 사용하는 과정에

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매 호 선정 과정

에 대한 총평과 과정에 대한 경위를 명시해 주

고 내부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서평 매체가 지녀야 할 권위를 보

증할 수 있다. 그러나 동화 읽는 어른 에서 

소개하는 책들은 양적으로 너무 적은데, 자체

의 의논 결과 읽을만한 책들을 선정하는 과정

에서 기준에 미흡한 많은 책들이 탈락되기 때

문이다. 서평의 분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서

평의 내용을 기술하기 이전에 많은 부분에 대

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므로 다른 매체의 서평

이 제공하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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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서평 매체가 갖는 한계점은 있다. 이 

한계점은 어린이 도서 전문가가 보는 관점과 

사서가 어린이 도서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으로 도서관의 선정 도구로서 서평이 

지녀야 할 요소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배워서 남주자 는 독서 교육 전문가를 위

한 잡지로 역시 서평 전문지는 아니다. 그러나 

독서교육에서 책이라는 매체가 갖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책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잡지는 책을 독서 교육의 자료

라는 측면에서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잡지에 수록되는 서평 도서들은 일종의 추천도

서이므로 그 점에서는 신뢰할 수도 있지만, 여

전히 서지 정보의 생략과 내용 분석 항목이나 

주관적 분석 항목 등의 세세함은 동화 읽는 

어른 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 저요 저요 는 독서와 논술을 도와

주는 것이 잡지의 목적이고 역시 서평 전문지

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잡지에 게재되는 서

평은 어린이문화진흥회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도서이며 좋은 책 선정위원회를 운 한다는 측

면에서 도서 선정 과정을 신뢰할 수도 있지만 

자세한 선정 정책과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았

다. 따라서 서평의 선정 과정에 대한 안내와 

선정 기준을 명시하면 더 좋을 것이고 서평 내

용을 좀 더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해서 선정 도

구로서의 적절성을 지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

이다.

서평 문화 는 서평 전문지를 표방하고 있

고, 개별 서평의 분량에서는 어떤 다른 매체의 

서평보다도 길지만 양이 질적인 측면을 보증하

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서평문화 가 갖는 선

정 도구로서의 취약점은 소개하는 책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매호 어린이 도서는 네 권

정도 소개한다. 선정 도구로 이용하는 서평지

가 갖추어야 할 장점 중의 하나인 서평의 길이

가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

합하고 절대적인 수의 부족 때문에 선정 도구

로서의 가치는 거의 부족하다. 

아침햇살 은 어른이 읽는 어린이 문화 전

문지를 표방하는 잡지로 역시 서평전문지는 아

니다. 하지만 서평 위원 제도를 활용하고, 잡지 

내부적으로 명확한 선정 기준이 있으며 매 호 

선정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 다. 기명 서평을 

게재하고, 한 호당 평균 100권 정도의 서평을 

게재하므로 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매체에 떨어

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 책을 두 명 이상의 서

평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

평의 수만 계산하면 더 많다. 아침햇살 은 계

간지이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매체에 뒤

지지 않으며 매 호마다 좋은 어린이 도서로 선

정된 책 목록을 발표한다. 평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많은 서평에 

대하여 서평자의 비판적 견해가 명시되는 유일

한 서평이고, 다양한 분야의 서평자로 인해서 

서평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문학작품을 주로 서평하는 경향과 문학작

품을 더 잘 서평한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 계간으로 발행된다는 점

에서 선정 도구로서 갖추어야 할 최신성은 뒤

떨어지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다

른 서평 매체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정 

도구로 이용하기에는 동화 읽는 어른  정도

의 유용성은 있다.

이달의 책 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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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서평 매체인데, 여기

에 게재되는 서평은 한국출판인회의의 이름으

로 추천하는 도서이다. 매 호 선정위원들이 추

천 도서 선정에 신청한 책들을 대상으로 적합

한 책들을 평가한다.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고, 매 호마다 선정 경위와 과정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주지만 선정이라는 과

정을 거치기 때문에 서평되는 도서가 전체적인 

양으로 본다면 많지 않다. 서평을 웹 사이트에

서 이용하기는 하지만 온라인 매체가 지니는 

특성을 지닌 것은 아니고, 단지 책의 형태가 

아니라 웹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

이다. 비교적 서평의 내용이 충실하고, 서지 정

보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지만 선정 도구로서 

이용하기에는 양이 적다는 점과 격월간으로 발

행되기 때문에 최신성에서 문제가 된다. 

일러스트 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일러스트레

이터 지망생, 즉 삽화가 또는 그림 작가를 지

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잡지이며 전문 서평지는 

아니다. 그림을 주제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작가보다 그림 작가의 이름을 먼저 기재하

고 전체적인 개요 설명을 포함하여 삽화에 대

하여 다른 매체보다 많이 고려하는 것처럼 보

인다. 하지만 삽화에 대한 평을 서술한 경우의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더 심도 있는 을 게

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서

평이 다른 매체의 서평과 비슷한 정도이고 독

특하거나 더 뛰어난 면은 없지만 다른 서평 매

체와 비교하여 양적으로 많은 분량을 게재하

다. 기본 선정 도구로서 사용하기 보다는 보완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 다.

초등 우리교육 은 교사를 주요 독자로 하

는 월간지이며 서평 전문지는 아니다. 양적인 

면에서 볼 때도 한 달에 10권 내외의 책을 소

개하고 서평의 내용도 특이한 점은 없지만 교

사가 독자인 점을 고려해서 책의 주제에 대해

서는 자세하게 기술하는 경향을 보 다. 

3. 3 선정 서평 매체 

서평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

평 매체에 수록된 개별 서평을 형식과 내용으

로 나누어서 각각의 세부 항목을 기재하고 있

는지와 기재하 다면 어떤 위치에 기술하고 있

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 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서평을 선정 도구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평의 내용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

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식적인 측면의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서평 매체가 선정 도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지

를 규명하 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서평 매체 중에서 선정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서평 매체를 선정하 다. 

선정 기준은 첫째, 서평 도서 선정 기준의 명

시 여부, 둘째, 서지 정보 항목 기재 여부, 셋째, 

설명적 논평 항목에 대한 기술 정도, 넷째, 평가

적 논평 항목의 기술 정도 다섯째, 서평의 주요 

독자이다. 서평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하

게 제시하는 매체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다. 

서지 정보 항목의 기재 여부는 개별 항목을 일

관성 있게 충실히 기재하 는가에 중점을 두었

고, 설명적 논평 항목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 중

에서 개요 이외의 항목에 대한 기술이 충실한

지에 중점을 두었다. 평가적 논평 항목은 일관

성 있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 항목을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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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서평의 주요 독자를 

일반인보다는 특정한 집단으로 설정한 매체에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기준은 절대적이라기보

다는 각 매체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결

과이다. <표 9>에서 서평의 내용 분석을 통하

여 발견된 특징과 선정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서평 매체를 추천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절의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하 다. 

4. 선정된 매체의 서평 분석

4. 1 서평 선정과 분석 방법

분석 대상 서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선정하

다. 첫 번째 방법은 ｢제35회 문화관광부 추

천도서｣(2002년)와 ｢제36회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2003년) 목록의 ‘아동․청소년․만화

(25종)’ 분야로 추천된 도서 중에서 선택하

다. 이 목록은 문화관광부에서 전해년도 9월 1

일부터 당해년도 8월 31일 사이에 처음 발행

된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매년 10월 말에 

발표하는 것이다. 이 목록의 책 중에서 추천 

서평 매체에 서평이 게재된 도서는 12권으로, 

10권은 35회 추천도서이고, 2권은 36회 추천

도서이다. 35회 추천도서 중에서 서평이 있는 

도서는 고양순 , 공룡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

화 이야기 , 그림 옷을 입은 집 , 깡딱지 ,  

맥도널드 아저씨의 아파트 농장 , 우리 좋은 

창작 동화 20선 , 우리나라 오천년 이야기 생

활사 , 자연의 빛 , 주강현의 우리 문화 ,  

go go! 체험학습 시리즈 이다. 36회 추천도

서 중에서 서평이 있는 도서는 내 이름이 담

긴 병 , 우리 누나 이다. 

두 번째 방법은 추천 매체에서 대다수가 공

통적으로 서평하고 있는 도서 9권을 선택하

다. 6개의 추천 매체에서 모두 서평하고 있는 

도서는 없었고, 5개의 매체에서 서평한 도서가 

1권, 4개의 매체에서 서평한 도서가 8권이었

다. 추천 매체 6개 중에서 4개 이상의 매체에

서 공통으로 서평한 도서는 공룡 할머니가 들

려주는 진화 이야기 , 국화 , 불꽃머리 프리

데리케 , 세 화로 그린 곤충도감 ,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 체리나무 할아버지 , 

<표 9> 매체별 특징 비교

일간지 어린이 신문 잡지

특징

최신성
양적 풍부함

향력
천연색 표지 사진 
서지 정보의 불충분
설명적 논평 부족
평가적 논평 부실

최신성
양적 풍부함

향력
천연색 표지 사진 
서지 정보의 불충분
설명적 논평 부족
평가적 논평 부실

권위
신뢰성

양적 부족
최신성 부족
서지정보 충실

설명적 논평 충실
평가적 논평 충실

추천 매체 없음 굴 쇠

동화 읽는 어른
배워서 남주자

생각이 저요 저요
아침햇살
이달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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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 , 터널 , 

평화는 힘이 세다 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추

출한 서평 도서와 두 번째 방법으로 추출한 서

평 도서 중 중복되는 도서는 공룡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  뿐이었다. 

4. 2 서평의 심층 비교

여섯 개 서평 매체에 수록된 서평의 내용을 

분석 비교하 다. 분석은 내용적 특성 분석 항

목 중에서 ‘서지 정보’ 항목과 ‘내용’에 속하는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하 다. 선정 도구로 이

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서평 매

체의 서평을 다시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

성을 재확인하 고, 서평 매체의 문제점과 보

완점을 발견하 다.

서지 정보, 설명적 논평, 평가적 논평 항목을 

중심으로 서평 매체의 역할을 종합 분석하 고, 

서평 매체별로 서평한 도서에 대한 각 항목의 

기재 여부를 분석한 것이 <표 10>이다.

서지 정보 항목 중에서 모든 매체가 생략하

지 않은 항목은 서명, 저자명, 출판사이고, 출

판일과 페이지, 가격을 기재한 매체는 동화 

읽는 어른 , 생각이 저요 저요 , 이달의 책

이다. 서지 정보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입한 매체는 생각이 저요 저요 로 나타났

지만 실제 개별 서평을 보면 삽화가명과 번역

자명 중에서 하나가 없는 경우에만 기재하

다. 즉,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의 번역

자는 기입하지 않은 반면, 터널 의 번역자는 

기재하 는데, 이것은 전자의 경우는  작가

와 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그림 작가가 동일인이어서 편집 과

정에서 번역자를 기재할 여백이 남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적으로 보면, 

모든 서지 정보를 기재한 매체로 판단할 수 있

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서지 정보 항목 기재

에서는 일관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삽화가명, 

번역자명, 출판일에 대한 항목은 개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이달의 책 의 경우는 책의 크

기와 장정 형태를 알려주는 정보가 있지만 실

제 서평 도서와 대조해 보면 그 정보가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입력할 때 고

정값으로 설정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항목을 삭제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동화 읽는 어른 은 출판일을 월, 일까지 

기재하 고, 아침햇살 과 이달의 책 은 월

까지 기재하 다.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페

이지를 기재하는 방법인데, 분석 대상 서평 도

서중 그림책을 제외한 도서 모두가 페이지를 

면지 다음 장부터 1쪽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페이지를 기재했든 안했

든 마지막 페이지는 면지 바로 전 장이라는 뜻

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페이지를 기재한 매체

는 생각이 저요 저요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머지매체의 경우는 책에 기재된 수를 그냥 사 

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 개 서평 매체 모두가 약간의 차이는 있

지만 설명적 논평 항목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술하 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

으로 언급한 항목은 개요와 주제에 관한 언급

이고 유형, 문체, 삽화에 관한 서술은 없는 경

우도 있었다. 유형, 문체, 삽화에 관한 서술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기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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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심층적인 서술은 거의 없었다. 특히 그

림책의 경우에는 좀더 정교하게 그림에 대한 

서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서술 또

는 서평자의 단순한 느낌 정도의 서술에 그치

는 경향을 드러냈다. 문체에 관한 언급도 대부

분이 ‘읽기 쉽다’, ‘생생하게 묘사하 다’, ‘이야

기 해 주듯’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주관

적 인상이 강한 서술이었다. 지식책의 서평에

<표 10> 서평 매체별 항목 포함 정도 

        매체명
항목

굴 쇠
(6권)

동화 읽는 어른
(6권)

배워서 남주자 
(6권)

생각이 저요 
저요 (7권)

아침햇살
(6권)

이달의 책
(6권)

서
지

정
보

서명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⑥⑧⑨ ①③④⑤⑥⑨ ①④⑤⑥⑦⑧

저자명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⑥⑧⑨ ①③④⑤⑥⑨ ①④⑤⑥⑦⑧

삽화가명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⑦⑧ ①②③⑤ ②③④⑧ ①③④

번역자명 ①②⑨ ②③⑥ ③⑨ ①⑤⑥

출판사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⑥⑧⑨ ①③④⑤⑥⑨ ①④⑤⑥⑦⑧

출판일 ②③④⑥⑦⑧ ②③ ①③④⑤⑥⑨ ①④⑤⑥⑦⑧

페이지 ②③④⑥⑦⑧ ①⑤⑨ ②③④⑥⑧⑨ ①④⑤⑥⑦⑧

판형/장정 ②③④⑥⑧⑨

가격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⑤⑦⑨ ②③④⑥⑧⑨

설
명
적

논
평

개요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⑤⑥⑨ ③④⑤⑥ ①④⑤⑥

주제 ①②④⑧⑨ ②③④ ①②③⑤⑨ ②③④⑤⑥⑧⑨ ①③⑤⑥⑨ ①④⑤⑥⑧

유형 ①② ②③④⑥⑦⑧ ②③ ①④⑨ ④⑥⑦

문체 ②⑦ ⑧ ③⑨ ②⑧ ④ ①④

삽화 ⑦ ⑦ ①⑦ ①③ ④⑦   

정확성 ⑦⑧ ⑧ ⑦ ⑦⑧

범위 ①⑦⑨ ⑦⑧ ① ⑧

구성 ⑧⑨ ⑦ ⑦ ⑧ ⑨ ⑦

평
가
적

논
평

독자연령/
학년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⑤⑥⑧⑨

동일주제
책 비교

동일저자  
책 비교

흥미 독자

교과목 / 
기타 용도

⑦⑨ ②⑤ ⑤

평점/추천 ⑧ ⑧ ③⑦ ⑨ ⑦

서평자 
주관적 견해

②⑦⑧⑨ ③ ①③④⑤⑥⑨ ④⑤⑥⑦

주) ①공룡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  ②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③터널  ④국화 

   ⑤불꽃머리 프리데리케  ⑥체리나무 할아버지  ⑦세 화로 그린 곤충도감 

   ⑧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  ⑨평화는 힘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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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범위와 구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책의 내

용을 기술하 다. 따라서 서평 매체가 책의 구

성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책의 내용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간결하게 넘어가면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식책의 정확성 또는 신뢰성에 대한 

항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주로 의존하는 정보

를 책 자체에서 구하는 것으로 해당 서평 도서

가 아닌 외부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정

확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적 논평’의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서평자의 주관적 견해 항목으로 

아침햇살 , 이달의 책 이 가장 많이 기술하

다. 다음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용 가능성

에 관한 서술 즉, 책의 용도에 관한 기술인데, 

이 부분에 중점을 둔 매체는 배워서 남주자

와 생각이 저요 저요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두 매체가 기본적으로 독서 지도를 

하는 교사와 어린이를 위한 잡지라는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추천과 서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관

한 것으로 굴 쇠 는 적극적인 추천과 함께 

해당 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나 필요성, 어떻

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다른 서평 매체보다도 자세하게 기술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굴 쇠 의 일차 독자가 어린

이라는 사실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

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아침햇살 은 다른 어

떤 매체보다도 서평 도서의 부족한 점을 예리

하게 지적한다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평가적 

논평 항목 중 독자 연령에 대한 항목을 기술한 

매체는 동화 읽는 어른 , 배워서 남주자 ,  

생각이 저요 저요 이고, 서평자의 주관적 견

해 항목을 기술한 매체는 굴 쇠 , 아침햇살

, 이달의 책 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독자의 

연령이나 학년에 대해 아침햇살 을 제외한 

모든 매체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분석을 통

해서도 확인되었지만 다른 항목들, 즉 같은 주

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 같은 저자나 삽화가의 

작품과의 비교, 흥미나 관심을 가질 특정한 독

자에 대한 안내, 어떤 특정 교과목과의 연관성 

등의 항목에 대한 기술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

한 항목에 대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서평자

가 서평 도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과과정, 어린이 도서 전반에 걸친 지식을 필

요로 한다. 

서평 매체에서 개별 서평의 줄거리나 등장

인물 소개, 도서의 집필 배경, 구성에 대한 서

술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한 사항이다. 물론 같은 도서를 서평하기 때문

에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서평의 

내용이나 중점을 두는 부분이 비슷하 다. 예

외적인 서술 내용을 보이는 경우는 아침햇살

이 독특하 다. 

아침햇살 을 제외한 다른 매체의 서평은 

대부분 서평 도서에 대하여 호의적인 경향의 

서술 태도를 나타냈다. 물론 아침햇살 의 서

평 모두가 비호의적인 서술 태도를 보이는 것

은 아니고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호의적인 경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선정 매체의 서술 내용 중에서 특이한 점은 

매체에 따라 흥미를 유발하는 로 개요를 시

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는 매

체로는 굴 쇠 와 이달의 책 을 들 수 있는

데, 서평 매체의 주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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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경우는 어린이와 일반 성인이 서평을 읽

는 독자이고 나머지 매체의 경우는 일차적인 

독자가 독서 지도 교사, 문학가, 어린이 도서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흥

미를 유발하는 로 서평을 시작할 필요는 없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선정 도구로서 

단 하나의 서평 매체만을 이용하면 도서에 대

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하

다(Witucke 1980; Witucke 1982; Crow 

1986; Meacham 1989; Bishop & Van 

Orden 1998; Wilson & Bishop 1999). 본 

연구의 결과도 하나의 서평 매체만을 선정 도

구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

린이도서 서평 매체 중에서 추천한 매체만을 

대상으로 한 서평 분석에서도 선정 도구로 활

용하기에 적절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매체는 

없었고, 추천 매체의 모든 서평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 다. 

설명적인 논평과 평가적인 논평에 대한 기

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가적인 논평 보다는 

설명적인 논평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자세

하 지만, 두 항목 모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기술을 한 서평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서평을 게재하는 매체에서 

서평 도서의 양을 늘려야 하고, 서평의 내용에 

대한 기술을 할 때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의존한 서술보다는 서평자의 전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도서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삽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책의 경우에

는 무엇보다도 삽화와 의 접한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삽화에 대해서도 피상

적인 평가가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세 한 평

가가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는 어린이 도서 신간

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는 

어린이 도서의 존재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지만 초등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도서

를 선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서평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특성들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의 서평과 서평 매체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독자를 사서로 생각하는 어린이 

도서 전문 서평 매체의 발행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 서평 매체의 일차적인 독자는 일반인, 독

서교육 전문가, 교사 등으로 이러한 서평은 해

당 매체의 주요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장서 개발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평 매체가 

필요하다. 또한 서평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평을 게

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문 매체가 

발행되어야 한다. 

둘째, 서평 매체의 주요 서평자는 어린이 문

학 관련 연구자, 아동문학가, 어린이 도서 출판 

관계자 등인데, 도서관의 관점에서 어린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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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볼 수 있는 교육 받은 서평자가 필요하다.

셋째, 서평의 서지 정보 항목을 모두 기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연구 대상이었던 

서평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지 정보는 서명, 저

자명, 출판사, 가격을 주로 제공하 는데, 물론 

이러한 서지 정보도 중요하지만, 삽화가, 번역

자 정보도 해당 도서를 평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서지 정보를 모두 기재하는가의 여

부는 개별 서평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해당 서

평 매체의 편집 책임자에게 있기 때문에 식견 

있고 유능한 편집자가 필요하다.

넷째, 설명적 논평 항목의 요소들은 대부분

의 서평 매체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지만, 

가장 소홀히 하는 정보는 삽화, 문체에 관한 

내용이었고, 지식책의 경우에는 거의 정확한 

서술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서평 

내용 기술에서 대체로 출판사의 보도 자료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점이고 암시적인 기술보다는 명시적 서술이 

요구된다. 

다섯째, 평가적 논평 항목의 요소들은 서평

을 읽고 해당 도서의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사

서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동일한 주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나 같은 저자나 삽화가의 작품과의 

비교, 흥미나 관심을 가질 특정한 독자에 대한 

안내 등의 항목을 통해서 기존에 소장하고 있

는 도서와 비교하여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

고, 특정한 교과목이나 특정한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적 논평 항목을 정확하

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서평자가 어린이 도서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뿐만 아

니라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 어린이에 대한 지

식과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이러한 자질을 개인이 모두 갖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교과과정을 포함한 주제명 표목표의 개발이 요

구된다. 

여섯째, 국내 서평 매체의 특성 중의 하나가 

해당 매체에 게재된 서평을 찾아 볼 수 있는 

색인의 부재이다. 매호 발행하는 서평의 양이 

적기 때문에 매번 개별 서평 매체에 색인을 첨

부할 필요가 없더라도 연간 색인을 발행함으로

써 서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별 서평 매체가 연간 색인의 발행도 

하기 어렵다면 대안으로 어린이 도서 서평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어린이 도서 서평 

색인지(가칭)’를 발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서평 색인지가 발행 되면 전체 어린이 

도서 서평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평 

색인지를 바탕으로 어린이 도서와 출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의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서평 색인지의 용도 중 하나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선정 도구가 없는 국내의 상

황에서 초등학교 도서관의 장서 개발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정 기준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어린이 도서 서평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를 

찾았고, 발견한 서평 매체 중에서 선정 도구로 

이용하기에 적절한 서평 매체가 무엇인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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