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등학생을 한 권장도서의 유효성 비교 연구
A Study on Effectiveness of Book Recommendation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조 정 연 (Jungyeon Cho)*

목  차

1. 서 론

2. 이론  배경

3. 데이터 수집  정리

4. 실증분석

5. 결론  논의

 록

이 연구는 권장도서의 학교 간 복 여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권장도서가 실제 출로 이어지는 정도를 

통계 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권장도서가 활용되고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권장도서가 

갖는 유효성을 확인하기 한 목 이다. 연구 방법으로 18개 등학교의 권장도서 목록과 그  13개 등학교의 

출데이터를 수집하여 학교별 비교 분석을 통해 기  통계자료를 도출해냈다. 분석 결과 권장도서 목록의 

학교별 유사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권장도서는 체 출량에 향을 주었다. 학년별 출 빈도의 차이를 

보 고 모든 학교에서 학년의 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등학교 도서 에서 

권장도서 활용 정도의 기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overlapping recommended books in different schools were positively analyz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 recommended books leading to actual loan was statistically analyz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s of recommended books by analyzing the data 

and extracting the proofs. For the method of research, eighteen elementary schools’ recommended 

book lists and thirteen elementary schools’ loan data were collected and compared by schools, 

by grades in a basic statistical analysis method. The result shows that recommended books 

similarity was low and recommended books affected the total volume of lend books. Loan frequency 

by grades showed the difference and in every school, lower grades had high loan frequenc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applied as basic data for applying recommended books in schoo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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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책 과잉 공 시 에 책 선택의 어려움을 느

끼는 학생을 해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학교 도서 의 

요한 역할  하나이다. 학교에서의 권장도

서는 합도서 선택을 돕는 선택 도구의 역할

을 한다. 한출 문화 회 발표에 따르면 국

내 어린이 도서의 신종 발행 종수는 2020년 

재 8,003종이 출간된다. 이는 국내 체 발행 

종수 65,792종의 12.16%에 해당한다. 어린이 도

서의 출간은 2018년 7,289종(11.48%), 2019년 

8,078종(12.35%)으로 매년 많은 도서가 새롭

게 출간되고 있다. 이 게 많은 책 속에서 등

학생 스스로 합한 도서를 고른다는 것은 더

욱 어려운 일이다.

국민일보(2009.5.29.) 기사를 보면 여 생이 

교사의 추천으로 권장도서를 읽고 자살하여 논

란이 된 사건이 이었다. 이 논란의 도서는 여러 

기 에서 권장도서로 추천되었고, 좋은 책으로 

선택된 도서이다. 이 사건으로 권장도서 선택

의 요성이 더욱 강조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신  성숙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청

소년들에게 있어서 권장도서를 선택하여 추천

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임을 인식하게 되었

고, 권장도서목록의 요성이 더욱 강조된 계

기가 되었다. 

권장도서는 교육  가치와 요도가 보편

으로 인정된 책 에서 읽기가 권해지는 책의 

목록으로 학문 역이 다양하고 내용의 깊이도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 학교 교육에서 책은 교

육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읽기 매체로, 단

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닌 어떤 책을 읽

느냐, 어떤 책을 교육 으로 활용하느냐, 얼마

나 활용되느냐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

도서 에서는 인문고  도서와 함께 교과연계 

도서목록, 교과서 수록 도서, 한 학기 한 권 읽

기 목록 등으로 구성된 권장도서의 읽기를 단

순히 권하기도 하고 독서 수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에 권장도서가 실제 학교 장에서 얼

마나 읽고 활용되고 있는지 즉, 출로 이어지

는 정도를 실증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방법

이 연구에서는 권장도서와 출빈도의 연

성을 학교별, 학년별로 비교한 기 인 통계

분석을 통해 권장도서의 유효성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목 을 해 18개 등학교 2019년도 

권장도서목록과 그  13개 등학교의 2019년

도 출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한 18개 학

교 간 권장도서 복 여부를 분석하 고 13개 

학교의 권장도서와 출량을 비교, 분석하 다. 

이후 사서교사의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결과

분석에 해 논의하 다.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학교 권장도서목

록을 확인하면서 ISBN을 최우선 용하고, 이

를 포함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 주어진 제목과 

자, 출 사  출  연도를 활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

과 자만이 제공된 목록의 경우 자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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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수집

권장도서 데이터 
연간 출 데이터 

데이터 분석  정리

가설 설정

실증  통계분석

통계 로그램 분석

결과분석  논의

<그림 1> 연구 내용  방법

만으로 단순히 비교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오

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이론  배경

권장도서(勸奬圖書, Recommended Book)

란 읽기를 권하여 장려하는 책이고 권장(勸獎)

의 의미는 권하여 장려한다는 뜻이다(국립국어

원 우리말샘, 2020). 김근호(2011)에 의하면 권

장도서는 우수도서, 선택도서, 추천도서, 필독

도서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가장 일

반 인 용어는 권장도서이며, 권장가격, 권장

량, 권장사항 등 사회에서 권장(勸獎)이란 말

은 권하여 장려한다는 사  의미라고 하 다. 

권장이라는 말은 의무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받

아들여 달라는 극성이 담겨 있다. 권장도서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다. 권장도서목록이 독

자들에게 읽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변질되어

서는 곤란하다. 권장도서는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니 독자들이 스스로 읽어볼 것을 제

안하는 것이다.

한국어문교육연구소(2006)에서는 권장도서

목록은 책의 교육  가치와 인류 문화  요

도를 기 으로 목록 선택자의 견해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권장도서목록과 필독도서 목록으

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권장도서

목록은 요도가 보편 으로 인정된 책 에서 

읽기가 권해지는 책의 목록으로 필독도서 목록

보다 다양한 역과 더 심화한 내용이 특징이

다. 권장도서는 부분 기 이나 단체에서 자

체 선정기 을 가지고 읽기를 권하기에 합한 

책이라고 선택하여 배포한다. 권장도서는 학교

도서 에서 가장 보편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

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권장도서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로 한다.

출통계란, 도서 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

인 측정 방법으로 이용자와 도서와의 계를 

수치로 표 한다. 출통계는 출량, 출빈

도, 출횟수로 표시한다. 권장도서에 한 활

용 정도를 악하기 한 다양한 방법이 가능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권장도서 이용에 한 

결과인 출통계를 권장도서목록의 측량 방법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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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도서의 연구는 목록의 선택, 목록의 활

용, 권장도서 인식에 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

로 진행되고 있다. 1965년 남 여수시에 소재

한 여수동 등학교 이강수 교장은 ‘아동도서 

선택의 제 문제’를 통하여 아동들에게 시에 

서를 제공하는데 표 도서가 필요하다는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장 교사, 교육자, 도서  

계자, 작가 는 아동문학가, 명인사, 학부모

의 추천을 받아 표  도서를 선택하는 연구를 

하 다. 

이후 권장도서에 한 연구는 1993년부터 

권장도서목록의 문제 , 선택 기 의 제시, 권

장도서의 활용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

되었다. 그 시기부터 시행한 학입시 제도의 

평가 방법이 암기식 사지선다형에서 종합 인 

해석 능력과 논리 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 면서 고등학생은 물

론 어린이까지 독서교육이 강조되어 권장도서

의 요성이 두되었다. 김수경(1995)은 수서 

정책, 장서 정책을 고려하고 기 에서 제시한 

권장 목록을 활용하여 어린이 도서구입을 한 

선택 기 을 제시하 다. 변우열(1996)은 필독 

도서목록의 필요성, 선택과 구성, 리와 운

에 하여 선택 기 을 정하 다. 박온자(1996)

는 출 문화 회에서 10년간 발표한 578권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도서의 특징과 선택 기 을 

분석하 다. 권장도서목록의 문제 에 한 분

석 연구로 한철우, 박진룡(1998)은 한국간행물

윤리 원회와 한출 문화 회에서 소개한 청

소년 권장도서 868종을 비교․분석하고 복된 

57종을 집 으로 연구하 다. 연구 결과 35%

의 청소년 독자에게 권장도서목록은 치 않

은 것으로, 그리고 인지 , 정의  발달 수 에

서도 60%가 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장도서 선택의 문제 을 지 하

다. 

권장도서 선택에 련한 본격 인 연구는 

2000년 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강향옥(2001)

은 등학교 학년 권장도서 선택 기 을 일

반 , 내용 , 성장 단계별 특성, 형식  측면으

로 나 어 권장도서 선택 기 을 설정하고 각 

학년 국어 분과 원 교사들과 함께 선택 기

에 의거 등학교 1학년에게 알맞은 교육과정

과 연계성을 갖는 권장도서 40권을 선택했다. 

양병호(2001)는 아동의 발달 특성과 교육과정

을 고려한 선택 기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교

과 련 필독도서를 등학교 학년(1~2학

년), 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을 

심으로 선택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용 아동문

학 작품 선택의 한 모델을 제시하 다. 

최근 김주희(2018)는 등학교 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와 사서교사들이 권장도서목록

에 한 인식과 권장도서목록의 선택 황과 

활용 황에 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권장

도서목록의 발 을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

다. 소병문(2019)은 자기 선택  독서 로그

램은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해 도서 선택의 자

율성을 보장하고, 자율 동기에 따른 안정 이

고 지속 인 독서 습 을 기를 수 있다고 하

다.

지 까지 수행된 연구를 보면 권장도서의 활

용 정도에 한 측정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

았다. 한 권장도서가 출량에 미치는 정도

가 학교별 차이와 학년별 차이가 어느 정도인

지에 한 측정도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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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수집  정리

이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데이터 수집

은 경기도 내 등학교  권장도서목록을 수

립한 학교를 상으로 하 으며 데이터 제공 

가능한 학교를 무작 로 선별 하 다. 경기도 

내 18개 등학교의 2019년 학년별 권장도서와 

그 에 13개 학교의 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 방법은 홈페이지, 화, SNS, 자 우편을 

통해서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의 

효과를 높이기 하여 ISBN 보충, 오류 데이터 

수정 등 서지사항  추가 편집 작업으로 정확

도를 높 다. 2019년 출데이터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로, 코딩을 통하여 매칭 작업을 진행하

고 개인 정보 보호를 해 이용자 정보를 삭

제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 다. 최종 18개 등

학교의 권장도서 6,225권을 실험 상으로 하

다. 한 사서교사와의 인터뷰와 설문지를 수집

하 다. 수집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1>은 권장도서목록을 수립한 등학교

의 사서교사를 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설

문 요약내용이다.

경기도 내 18개 등학교

권장도서목록

경기도 내 13개 등학교

출량, 권장목록

설문지 

인터뷰, 설문지 

데이터 수집 항목

<그림 2> 데이터 수집

상 국 등학교 사서교사 18명(권장도서목록 수립 학교)

권장도서 홍보
학교 도서  게시  부착  학교 홈페이지 안내, 권장도서목록 배부, 학교 

독서기록장 수록 등 

권장도서 자체 기 안 수립 여부 기 안 있음 7명, 기 안 없음 11명

권장도서 선정 주체 사서교사 11명,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의 7명, 교과교사 0명

권장도서 선정기 (복수 선택, 순 별)

교과 연계도서 > 교과서 수록도서 > 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도서 > 유 기  

추천도서 > 사서교사 자체 선정 > 고  인문 도서 > 신간도서 > 타 학교 권장도서 

 기타 > 인기도서 

교육청  교육도서  선정기 안 제공시 

활용 여부
극 활용 9명, 거의 활용 3명, 활용 4명, 약간 활용 2명

권장도서의 독서 로그램 활용 여부 활용 16명, 미활용 2명

권장도서 운  로그램

독서인증제, 아침독서, 반별독서활동, 학교독서수업,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학습장, 작가와의 만남, 방학독후활동지 작성, 독후감쓰기, 독서통장, 

독서토론, 스탬  기, 독서기록장 

<표 1> 인터뷰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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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권장도서의 학교 간 복 정도를 분석하고 

권장도서의 학교별, 학년별 차이 정도를 알기 

하여 출빈도와 비교, 분석하 다. 

수집한 18개 등학교의 권장도서목록에 

한 학교 간 복정도는 유사도 분석과 복 학

교 분포, 출통계를 분석하 다. 한 학교 간 

출빈도차이는 학교별 출 횟수 비교, 권장

도서 목록의 효용성을 분석하 다.

4.1 학교별 유사도 분석과 권장목록의 복 

여부

권장도서의 학교별 유사도 분석과 권장도서

목록의 복 여부를 악하기 하여 18개 학교

를 G1~G22로 구분하여 학교별 권장도서의 학

년별 권장도서와 출량을 비교, 분석하 다. 변

수 목록을 정리 하면 <표 2> 변수 목록과 같다.

4.1.1 권장도서의 학교별 유사도 분석

권장도서의 학교별 유사도를 검증하기 하

여 유사도 비교를 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복된 권장도서는 1권으로 처리하며, 유사

도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울수

록 유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

록 유사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체 권장도서의 학교별 유사도 결과는 <표 

3>에 나타내고 있다.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총 18개 학교 에서 유사도가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18개 학교 체 도서 목록  약 

10% 이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별 체 

권장도서 목록에 한 유사도 비교를 진행한 결

과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장도서의 유사도가 낮은 이유는 다양하겠

지만 사서교사 설문과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권장도서목록 구성은 

유 기  추천, 교과연계도서, 교과서 수록 도

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도서를 주로 참조하

며 그 밖에 고  인문도서, 사서교사 자체 선정

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도 유사도가 낮은 

이유는 사서교사 18명  11명이 목록선정 자체 

기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 다. 한 권장

도서 선정 주체로 사서교사 11명,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의 선정이 7명으로 나타나 학교마

다의 특색 있는 목록 구성으로 인해 유사도가 

낮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4.1.2 체 권장도서 목록의 복 여부

체 권장도서에 한 복 도서 수의 분포

변수 변수 설명

권장도서목록 18개 학교별 권장도서목록

학교 18개의 학교를 G1~G22로 구분(G2, G4, G10, G12 제외)

권장 학년 학교별 권장도서의 학년별 권장도서

<표 2> 변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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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4 G18 G15 G11 G16 G6 G20 G3 G17 G5 G9 G21 G8 G1 G7 G19 G22 G13

G14 1 0.03 0.01 0.05 0.04 0.11 0.06 0.05 0.07 0.07 0.03 0.06 0.06 0.06 0.06 0.04 0.04 0.07

G18 1 0.01 0.11 0.17 0.04 0.04 0.24 0.01 0.08 0.04 0.02 0.16 0.04 0.04 0.09 0.07 0.02

G15 1 0.02 0.03 0 0.01 0.01 0.03 0.02 0.02 0.01 0.02 0.02 0.02 0.02 0.01 0.02

G11 1 0.1 0.03 0.02 0.1 0.04 0.05 0.04 0.03 0.08 0.02 0.04 0.05 0.04 0.04

G16 1 0.05 0.07 0.18 0.04 0.09 0.06 0.03 0.16 0.06 0.05 0.12 0.11 0.04

G6 1 0.11 0.06 0.02 0.09 0.05 0.06 0.1 0.07 0.09 0.05 0.05 0.05

G20 1 0.07 0 0.06 0.09 0.05 0.08 0.1 0.06 0.05 0.04 0.04

G3 1 0.02 0.1 0.04 0.02 0.16 0.04 0.05 0.11 0.08 0.04

G17 1 0.02 0.02 0.03 0.02 0.02 0.06 0.04 0.04 0.04

G5 1 0.04 0.04 0.1 0.04 0.06 0.06 0.05 0.04

G9 1 0.03 0.05 0.07 0.04 0.03 0.03 0.02

G21 1 0.05 0.02 0.06 0.02 0.03 0.08

G8 1 0.07 0.07 0.09 0.08 0.04

G1 1 0.04 0.06 0.05 0.04

G7 1 0.06 0.06 0.06

G19 1 0.26 0.04

G22 1 0.05

G13 1

<표 3> 체 권장도서의 학교별 유사도

G14 G18 G15 G11 G16 G6 G20 G3 G17 G5 G9 G21 G8 G1 G7 G19 G22 G13

G14 240 9 7 17 18 50 29 27 30 37 15 24 29 29 37 29 26 45

G18 120 4 23 54 17 18 80 3 36 13 6 58 16 20 56 39 13

G15 300 9 14 2 5 8 14 10 8 5 10 10 11 16 10 14

G11 121 35 12 10 37 14 21 13 11 31 7 18 32 25 20

G16 251 24 37 83 17 50 25 13 75 30 30 84 72 26

G6 280 58 32 10 55 22 27 50 38 52 38 34 35

G20 300 38 2 36 41 23 45 55 39 43 29 28

G3 296 10 57 20 12 81 24 32 80 58 27

G17 240 14 9 13 9 9 37 29 30 28

G5 360 20 24 57 25 39 49 41 33

G9 224 12 24 35 23 23 21 14

G21 210 24 10 31 18 21 49

G8 292 40 43 71 56 30

G1 290 28 46 38 25

G7 374 51 47 49

G19 541 212 41

G22 480 47

G13 449

<표 4> 체 권장도서의 학교별 복도서 수

는 <표 4>에 나타내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복 도서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G19와 

G22 학교로 복도서는 212권이다. 반면, 복 

도서 수가 가장 은 학교는 4학교로 G6학교, 

G15학교, G17학교, G20학교에서 2권으로 나

타났다. 이에 사서교사는 복도서 수가 많은 

학교는 인기 있는 권장도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복도서 수가 은 학교는 상황별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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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하 다.

4.1.3 권장도서 복학교 분포와 출통계

2019년 13개 학교의 권장도서목록에서 복

학교 수에 따른 출횟수의 분포는 다음과 같

다. <표 5>에서는 평균 출횟수와 표 편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분석결과 13개 학교가 모두 복된 도서는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11개의 학교에서 

복된 도서는 3권으로 체 권장도서수의 0.86%

이고, 평균 출 횟수가 500회이다. 반면, 13개 

학교 모두 복되지 않은 도서는 1,367권으로 

체 권장도서 수의 36%로 평균 출 횟수는 

13.9회이다. 한 13개 학교  6개 학교가 

복 된 도서는 67권으로 평균 출 횟수가 241

회로 복이 많은 도서는 출횟수도 높아 권

장도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학교별 권장도서 출 횟수 비교와 효용성 

분석

13개 등학교의 2019년도 출데이터와 권

장도서목록으로 비교, 분석을 하 다. 먼  학

교별․학년별 연간 출 횟수 <표 7>을 기반으

로 첫째, 권장도서 복학교 분포와 출통계. 

둘째, 학교별 권장도서 출 횟수 비교. 셋째, 

학교별 권장도서의 효용성 분석을 하 다. 13

개 학교 권장도서 3,797권을 실험 상으로 하

다. 변수로는 학교별 권장도서의 권장 학년

과 13개 학교를 G1~G13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을 하 다. 변수에 한 설명은 <표 6> 변

수 설명과 같다.

복학교 수 권장도서의 수 복비율 평균 출 횟수 표 편차

11 3 0.86 500 89.8

10 2 0.52 296 35.4

9 3 0.71 173 116

8 12 2.52 186 86.7

7 11 2.02 182 173

6 36 5.68 110 93.9

5 38 5.06 85.7 61.1

4 76 8.00 70.9 69.9

3 177 13.98 39.9 47.0

2 468 24.65 22.8 34.2

1 1,367 36.00 13.9 23.7

계 3,797 100 152.75 75.52

<표 5> 복학교 복횟수에 따른 출 횟수 통계

변수 변수 설명

출 횟수 도서별 출 횟수 기록

학교 13개의 학교(G1~G13으로 구분)

권장 학년 학교별 권장도서의 학년별 권장도서

<표 6>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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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체

G1 1,069 680 362 211 252 328 2,902

G2 1,600 1,727 2,190 666 743 801 7,727

G3 268 394 212 180 181 184 1,419

G4 94 47 57 47 28 76 349

G5 1,943 3,105 2,208 2,402 2,046 2,190 13,894

G6 1,566 2,478 1,039 918 779 3,748 10,528

G7 1,728 2,420 1,546 776 24 1,480 7,974

G8 311 1,423 134 425 0 897 3,190

G9 121 82 70 51 57 103 484

G10 1,072 716 800 414 567 799 4,368

G11 21 19 26 8 3 14 91

G12 88 98 145 117 77 218 743

G13 946 730 230 118 148 284 2,456

총합계 10,827 13,919 9,019 6,333 4,905 11,122 56,125

<표 7> 학교별․학년별 연간 출 횟수
(단 : 권)

<표 7> 학교별․학년별 연간 출 횟수를 보

면 가장 많은 출량을 보인 학교는 G5 학교와 

G6 학교로 연간 출 횟수가 각각 13,894권, 

10,528권을 나타내고 있다. G5, G6 학교는 모

든 학년에서 많은 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권

장도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학교임을 알 수 

있고 설문 결과 G5, G6 학교는 권장도서 활용 

독서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학년별로 보

면 모든 학교의 1~2학년인 학년 그룹에서 

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1 학교별 권장도서 출 횟수 비교

13개 학교의 권장도서 출 횟수를 학교별로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학교별 권장도서의 체 출횟수 통계 <표 

8>을 보면 13개 등학교에서 평균 출횟수가 

가장 높은 학교는 G6 학교이며 평균 출횟수

가 37.6권이다. 이는 13개 등학교 권장도서의 

체 평균 출횟수 13.52권보다 24권이 많다. 

평균보다 높은 학교는 5개 학교로 G2, G5, G6, 

G10, G13 학교이다. 가장 낮은 평균 출횟수

를 나타낸 학교는 G12 학교로 인터뷰 과정에서 

G12 학교는 2019년도에 개교한 신설 학교로서 

권장도서의 홍보 부족으로 출에 향을  

것으로 밝 졌다. 

4.2.2 학교별 권장도서의 효용성 분석

13개 등학교의 권장도서 목록의 효용성에 

한 비교 분석 자료는 2019년도 출데이터를 

활용하 으며, 체 다 출의 상  1,000권의 

출데이터를 사용하 다. 효용성 측정 척도는 

다음과 같다.

비교 출 비율(Ratio, %) = 

타학교권장도서의평균대출량
각학교권장도서평균대출량

×



14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5권 제2호 2021

학교 권장도서 수 평균 출횟수 표 편차

G1 290 10 9.9

G2 359 21.5 25

G3 294 4.8 9.2

G4 236 1.5 3.6

G5 425 32.7 38.1

G6 280 37.6 35.2

G7 748 10.7 15.2

G8 289 11 18.2

G9 219 2.2 3.6

G10 180 24.3 16.8

G11 121 0.8 1.6

G12 188 4 6.1

G13 168 14.6 25.1

평균 3,797 13.52 15.97

<표 8> 학교별 권장도서의 체 출횟수 통계

각 학교 권장도서의 평균 출량 = 

해당학교권장도서의수
해당학교권장도서의대출횟수

타 학교 권장도서의 평균 출량 = 

타학교권장도서의수
타학교권장도서의전체대출횟수

* 타 학교 권장도서: 해당 학교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학교

비교 출비율은 13개 학교 상  1,000번째 

도서  타 학교 권장도서의 출량에 한 

해당 학교 권장도서의 출량의 비율을 의미

한다. 만약 다른 학교에 비해 해당 학교의 

출량이 많다면 해당 학교의 권장도서 목록이 

타 학교에 비해 효용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내용을 보면 13

개 등학교 비교 출 효율이 가장 높은 학교

는 G13 학교로 비교 출 비율이 129%이다. 

타 학교 비교 출률보다 29% 높게 나타났고, 

출횟수가 높은 상  1,000권에 25권이 포함

되었다. 그 다음으로 G13, G12, G5학교의 권장

도서목록이 타 학교의 권장도서목록보다 비교

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G5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권장도서 비교 출률이 타 학교와 비

교해 5% 더 높게 나타났고 출횟수가 높은 상

 1,000권에 가장 많은 숫자인 179권이 포함

되었다. 따라서 G5 학교의 권장도서목록이 타 

학교의 권장도서 목록보다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G4와 G11 학교의 경우 권장도서 출

률이 타 학교의 권장도서 출률보다 35% 더 

낮았다. 와 같은 분석 결과와 인터뷰에서 G5 

학교는 오랜 기간 보편화된 인문 고 과 체계

인 목록의 권장도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 장에서 권장도서를 활용한 

독서교육 운 으로 그에 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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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 변수 학교 권장 타 학교 권장 소계 비교 출 비율

1 G1
도서 수 82 918 1,000

93
출횟수 18,997 229,615 248,612

2 G2
도서 수 130 870 1,000

86
출횟수 28,282 220,330 248,612

3 G3
도서 수 98 902 1,000

70
출횟수 17,537 231,075 248,612

4 G4
도서 수 78 922 1,000

65
출횟수 12,986 235,626 248,612

5 G5
도서 수 179 821 1,000

105
출횟수 46,274 202,338 248,612

6 G6
도서 수 130 869 999

94
출횟수 30,604 218,008 248,612

7 G7
도서 수 93 907 1,000

95
출횟수 22,138 226,474 248,612

8 G8
도서 수 95 905 1,000

94
출횟수 22,254 226,358 248,612

9 G9
도서 수 25 975 1,000

83
출횟수 5,169 243,443 248,612

10 G10
도서 수 71 929 1,000

72
출횟수 12,990 235,622 248,612

11 G11
도서 수 45 955 1,000

65
출횟수 7,427 241,185 248,612

12 G12
도서 수 41 959 1,000

122
출횟수 12,358 236,254 248,612

13 G13
도서 수 25 975 1,000

129
출횟수 7,956 240,656 248,612

<표 9> 학교별 권장도서와 타 학교 권장의 비교 출 비율

5. 결론  논의

이 연구는 권장도서의 학교 간 복 여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권장도서가 실제 출로 

이어지는 정도를 통계 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를 사서교사와의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하여 확인하 다. 분석 결과와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장도서의 학교별 복 정도가 낮았다.

학교별 체 권장도서 목록에 한 유사도 

비교를 진행한 결과, 실제는 유사도가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총 18개 학교에서 유사도가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18개 학교는 체 

도서 목록  약 10% 이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권장목록과 추천도서를 혼용해서 사용하

고 있으며, 구성 내용으로는 교과연계도서, 교

과서 수록도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한 학

기 한 권 추천도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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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도서 선정기 이 명확하지 않아 권장도서 

선택 기 안에 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권장도서의 학교 간 출량 차이가 있다.

권장도서목록은 체 출량에 향을 주고 

있고, 학교에 따른 학년별 출빈도의 차이가 

있다. 설문에 의하면 권장도서의 학교 홈페이

지 게시  교생 배부 등 극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학교 간 권장도서의 출량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권장도서목록에 교과연계도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도서 포함 여부 등의 

향과 함께 권장도서의 활용 정도가 큰 요소

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권장도서의 학년별 출량의 차이가 

있다. 

모든 학교에서 학년의 출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1학년의 높은 출빈도는 

인터뷰 내용으로 본다면 다양한 요소가 있겠으

나 학교마다의 독서교육 운  정도  학교와 

가정의 독서환경의 향, 학년의 다소 읽기 

쉬운 짧은 그림책으로 출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의 분석 결과에 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이 통계분석 상의 유의미한 은 발견하 으나 

권장도서와 출량의 상 계에서 특이한 유

효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학교 도서 의 

권장도서와 출통계와의 상 계로 기

인 통계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찾고자 시도한 

실험에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 분석 결과로 

등학교 권장도서의 운  황과 실태 조사를 

통한 권장도서 활성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추진 

근거를 제공하기 한 기  데이터로 활용되기

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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