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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에서 추천된 도서를 

내용분석하여 그 특성을 악하는 것이 목 이다. 분석 상은 23개 공공도서 에서 수집한 35가지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와 11,447권의 추천도서 목록이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부 도서 들만 추천주제를 제시하고 있었고, 

추천 상은 특정한 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도서의 추천주기는 월별이 가장 많았다. 체로 

추천되는 도서는 서로 복되지 않지만, 2019~2021년에 발행된 ‘문학’(소설)에서는 복이 있었다. 추천도서는 

일부 발행처에서 출 한 도서의 비 이 높았으며, 2019~2021년에 발행된 도서들이 가장 많았다. KDC 6  기 으로 

분석한 주제분야는 ‘문학’이 가장 많았다. ISBN 부가기호 기 으로 분석한 독자 상은 ‘교양’, ‘아동’ 도서 순으로 

나타났고, 발행형태는 ‘단행본’과 ‘그림책, 만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 을 한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 지침을 개발하고 랫폼을 구축하여 도서 들이 공유하는 것을 제안하 다.

주제어: 공공도서 , 북큐 이션, 사서추천, 추천도서, 내용분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online book curation services 

and recommended books list by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to identify their properties. The case 

for analysis is a list of 11,447 recommended books provided by 35 online book curation services collected 

from 23 public libraries an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Only few case libraries 

were presenting recommendation themes, and recommendation targets were most often not specific, 

and the recommendation cycle of books was the most monthly. In general, books recommended for 

book curation do not overlap with each other, but there was overlap in the field of literature (novels) 

published in 2019~2021. For recommended books, the proportion of books published by some publishers 

was high, and books published in 2019~2021 were the most common. The subject areas analyzed 

based on the KDC 6th ed were literature the most. Readers analyzed by ISBN were of in the order 

of cultural books and children’s books, and the type of publication was in the order of books, pucture 

books, and comic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required to develop guidelines for online 

book curation service for public libraries and build a platform to share with libraries.

KEYWORDS : Public Library, Book Curation, Librarian Recommendation, Recommended Book,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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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도서를 추천하는 일은 통 으로 도서  사서들에게 요한 일  하나이다. 사서의 도서추천 

활동은 독자상담서비스를 통하여 개별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도서를 추천할 수도 있고, 도서  

자체 선정기 에 따라 작성한 도서 목록을 정기 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추천 상을 구분하여 특정 이용자층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하기도 하며, 특별한 주제나 

장르에 해당하는 도서를 추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도서추천 활동을 하기 해서는 책에 한 

사서의 지식이 필연 으로 요구된다. 그도 그럴 것이, 도서추천은 사서가 다양한 책을 하고,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이용자를 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며, 이용자들이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서의 문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사서들은 다양한 형태의 도서추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북큐 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도서추천 방식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하여 서비스하는 

사례도 있다.

‘북큐 이션(book curation)’의 ‘큐 이션’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상물(미술품, 술품, 박물, 도서 등)을 선택하여 별도로 배치(배열, 배포)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행 를 말한다. 체로 상물의 규모가 방 하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상물들만 필터링하여 추천하는 행 이다. 상물의 

유형에 따라 미술품큐 이션, 유물큐 이션, 박물큐 이션 등이 되며, 최근에는 디지털큐 이션, 

콘텐츠큐 이션, 데이터큐 이션 등의 개념들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상물이 도서일 경우, 북큐

이션이 된다. 북큐 이션 활동은 출 사, 서 , 도서  등에서 가능하며, 도서 의 북큐 이션은 

정보서비스의 역(곽우정, 노 희, 2019), 도서추천의 일환(표순희, 백지원, 2019), 도서를 심으로 

사서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김 석, 박연식, 이용주, 2018), 책을 매개로 하여 비독자 개발 

 기존 독자를 유지하기 한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포함하는 로젝트(김미정, 김정명, 2020)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도서 의 북큐 이션은 사서에 의해 특정한 목 과 선정기 에 따라 

추천된 도서를 오 라인 는 온라인 공간에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도서들을 발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행 이다.

이처럼 북큐 이션은 본질 으로 도서추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서는 오래 부터 도서 이 

가진 정보자원을 상으로 큐 이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북큐 이션은 정보과잉 

시 에서 이용자의 행태 변화에 유연하게 응하기 한 참고정보서비스의 진화(Tharanga, 정

민, 2019)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큐 이션을 ‘사서들에 의한 도서추천’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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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도서 의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의 황을 악하여,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사 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국내 공공도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 사례들의 운 황과 추천기 , 그리고 추천된 도서들의 서지  특성에 한 

내용분석을 수행하 다.

2. 선행연구 분석

도서  북큐 이션에 한 국내 연구는 최근에 등장하 다. 이러한 이유로 련 논문이 많지 

않으며, 다루고 있는 내용 한 제한 이다. 외국의 경우, 도서 의 북큐 이션에 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의 도서 에서는 북큐 이션이라는 개념보다 책 시(book display)

라는 개념을 오래 부터 사용하고 있다. 공공도서 의 책 시의 효과와 련한 오래  연구(Long, 

1987)가 있으며, 도서 의 책 시에 나타난 주제(테마) 조사(Mitchum & Roy, 1994)와 련된 

최근의 연구논문으로는 공공도서  로비에 설치되는 시서비스인 ‘UbiLibrary’의 소개(Hannu 

Kukka et al., 2018) 등이 있다.

한편, 국내 북큐 이션 련 선행연구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 과 서 에서

의 북큐 이션의 사례조사(김 석, 박연식, 이용주, 2018), 테마 컬 션의 이용자 만족도와 신뢰도 

연구(곽우정, 노 희, 2019), 도서 의 도서추천서비스에 한 유형 연구(김민아, 2022) 등이 있

다. 공공도서 에서의 북큐 이션 연구는 공공도서  큐 이션 서비스를 한 사서의 역량 인식

에 한 연구(안창호, 2016), 공공도서 의 테마 시 이용에 한 연구(정유라, 이지연, 2017), 

테마 컬 션 구축, 운 , 효과 등에 한 연구(백지원, 2018; 백지원, 표순희, 2020; 표순희, 백지

원, 2019) 등이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 에서의 북큐 이션 연구는 북큐 이션 서비스를 한 

도서추천 기 에 한 연구를 통해 추천에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을 악한 연구(박양하, 2016)와 

사서교사가 요하게 인식하는 북큐 이션 서비스의 우선순  연구(김미정, 이병기, 임정훈, 

2020) 등이 있다. 

국내외 도서  북큐 이션과 련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은 도서  북큐 이션에 

한 개념 정의, 사례 조사, 북컬 션 구축, 이용자 조사, 서비스의 우선순  조사 등에 한정되어 

있다. 공공도서 의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한 연구, 추천(

시)되는 북컬 션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인가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재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와 추천된 도서 목록을 수집하고, 

내용분석을 통하여 주요한 특성을 악하고자 하 으며, 북큐 이션 서비스의 추천기 과 추천도

서들의 서지  특성을 그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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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설계

1. 데이터의 수집

이 연구의 조사 상 공공도서 은 김민아(2022)의 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하 다. 김민아는 학도서  

12개와 36개의 공공도서 , 국립 앙도서 , 국회도서 을 포함하는 50개의 도서 을 선정하여, 해당 

도서 들에서 제공하는 도서추천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여 유형화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김민아가 선정한 

36개의 공공도서 (지역 표도서  포함) 안에서, 홈페이지의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에 한 정보

(주제, 상, 시기 등)와 온라인 북큐 이션에 추천된 도서목록을 수집하 다. 추천도서목록 수집 작업은 

추천도서목록 사례가 10,000권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하 으며, 통계처리와 조사 상 도서 들과의 

비교를 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말( 는 2분기)까지 추천된 도서들로 한정하 다. 추천목록의 

수집 작업 기간은 2022년 3월 부터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23개 공공도

서 에서 35가지의 서비스 사례들과 11,447권의 추천도서목록 데이터가 분석 상으로 수집되었다. 

이 데이터는 2,451건의 복도서를 포함하고 있어, 종수 단 로는 체 8,996종에 해당한다. 

공공도서 들은 추천도서, 북큐 이션, 권장도서, 베스트 출, 외부기  는 특정 단체의 추천

도서, 신착도서, 교과연계도서, 행사 련(한도시한책읽기 등)도서 등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에서 연구의 목 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서들이 직  

도서를 추천하는 사례에만 집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사서들에 의한 추천 여부의 단은 쉬운 

것이 아니기에, 우선으로 베스트 출, 외부기  는 특정 단체의 추천도서, 신착도서, 교과연계도서, 

행사 련(한도시한책읽기 등)도서 등과 같은 서비스 유형들은 제외하 다. 그리고 주로 ‘북큐 이션’ 

는 ‘추천도서’, ‘권장도서’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련된 정보

들을 기반으로 참여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선정 여부를 단하 다. 이 게 선정된 도서 과 북큐

이션 서비스에 한 기본정보(도서 명, 서비스 공간, 서비스명 등)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서비스 공간은 온라인에서 북큐 이션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구분한 것이다. 그 결과, 체로 ‘웹페이지’와 ‘게시 ’ 형태로 구분되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도서 은 ‘웹페이지, 게시  혼합형’으로 기재하 다. 안성시립 앙도서 의 사례로 

살펴보면, ‘웹페이지’ 형태는 HTML로 작성된 페이지1)를 의미하며, ‘게시 ’ 형태는 온라인 게시 에 

제목과 추천도서의 첨부 일을 제공하는 방식2)을 말한다. 35가지 북큐 이션 서비스 , 웹페이지 

형태는 25가지로 71%, 게시  형태는 8가지 23%, 웹페이지, 게시  혼합형은 2가지(6%)로 나타

났다. 서비스명은 실제로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명을 그 로 옮겨온 것이다. 서비스 유형은 

 1) https://www.anseong.go.kr/library/search/recommendBookSearch.do?mId=0301010000 ( 근: 2022. 12. 07.) 

 2) https://www.anseong.go.kr/library/bbs/list.do?ptIdx=140&mId=0306010000 ( 근: 2022.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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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각 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가 어떤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구분한 것이다. 북큐 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나, 서비스명은 추천도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을 확인했을 때, 북큐 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북큐 이션’으로 구분하 다. 를 들면, 라남도도립도서 의 경우에는 게시 의 형태로 ｢도립

도서 추천도서｣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게시  내용을 확인해보면, ｢도서  북큐 이션｣, ｢지  

도서 이 읽고있는 책｣이란 제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북큐 이션’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하 다. 와 같은 경우 외에는 ‘도서추천’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하 다. 그 결과, 

35가지의 서비스 유형 , 도서추천 유형은 23건(66%)으로 5,280권의 도서가 추천되었고, 북큐

이션 유형은 12건(34%)으로 6,167건의 도서가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 주체 번호 도서 명 서비스 공간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추천도서 권수

지자체

1 강릉시립 앙도서 웹페이지 추천도서 도서추천 24

2 경북도서 웹페이지, 게시  혼합형 북큐 이션 북큐 이션 225

3 주 역시시립도서 웹페이지 이달의추천도서 도서추천 459

4 군포시 앙도서 웹페이지 추천도서 도서추천 171

5 서산시립도서 웹페이지 추천도서 도서추천 12

6 수원시선경도서 웹페이지 사서추천도서 도서추천 92

7 안산시 앙도서 웹페이지 사서추천도서 도서추천 21

8 안성시립 앙도서

웹페이지 추천도서 도서추천 456

웹페이지 북큐 이션-주제로 만나는 책 북큐 이션 127

게시 책이야기 북큐 이션 2,393

9 울산도서 웹페이지 추천도서 도서추천 486

10 원주시립 앙도서 웹페이지 주제별 사서 추천도서 도서추천 300

11 인천 역시미추홀도서 웹페이지 추천도서 도서추천 107

12 라남도립도서 게시 도립도서  추천도서 북큐 이션 190

13 북도청도서 웹페이지 추천도서 도서추천 59

14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 게시 추천도서 도서추천 125

15 제천시립도서 웹페이지 신간추천도서 도서추천 53

16 춘천시립도서 게시 사서가 추천하는 이주의 도서 도서추천 91

17 충남도서 웹페이지 추천도서 도서추천 45

교육청

18 경기평생교육학습
웹페이지 사서추천도서 도서추천 658

게시 알짬북큐 이션 북큐 이션 276

19 경상남도교육청마산도서 웹페이지 추천도서 - 북큐 이션 북큐 이션 821

20 구 역시립 앙도서
게시 사서추천도서 도서추천 93

웹페이지 권장도서 도서추천 788

21 구 역시립남부도서

웹페이지 사서추천도서 도서추천 91

웹페이지 테마별 북큐 이션 북큐 이션 1,094

웹페이지 어린이북큐 이션 북큐 이션 546

웹페이지 테마별 국도서 북큐 이션 167

웹페이지 구경북테마별도서 북큐 이션 38

웹페이지 치매 방도서 북큐 이션 117

22 부산 역시립시민도서

웹페이지 북큐 이션 북큐 이션 173

웹페이지, 게시  혼합형 공공도서  추천 이달의 책 도서추천 90

게시 권장도서 - 청소년진로도서추천 도서추천 30

게시 권장도서 - 상황별청소년진로도서추천 도서추천 118

23 충청북도교육도서 웹페이지 사서가 권하는 행복한 책읽기 도서추천 911

23개 공공도서 35가지의 북큐 이션 서비스 11,447

<표 1> 조사 상 공공도서 의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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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도서 은 1건의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안성시립 앙도서

은 3건, 경기평생교육학습 은 2건, 구 역시립 앙도서 은 2건, 구 역시립남부도서 은 

6건, 부산 역시립시민도서 은 4건과 같이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 다.

2. 서지 코드의 구축

북큐 이션 서비스의 추천도서 목록은 ㈜두드림시스템의 자료 리시스템(이젠터치)을 활용하여 

서지DB로 구축하 다.‘큐 이션도서 (가칭)’이라는 테 트를 생성하고,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지DB처럼 구축한 것이다. 두드림시스템의 자료 리시스템(이젠터치)은 SaaS 기반의 도서  업무

리 솔루션3)이며, 재 수백개의 도서 들이 각자의 테 트로 구분되어 어 리 이션과 DB를 

공유하고 있다.

추천도서를 상으로 하는 서지DB의 코드는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 생성하 다. 1) 각 

공공도서 이 웹페이지나 게시  형태로 제공하는 북큐 이션 서비스 사례들에서 추천주제, 추천

상, 추천주기, 추천도서목록 등에 한 정보를 악한다. 2) 추천도서목록의 개별도서 정보를 

활용하여 재의 ‘큐 이션도서 ’ 서지DB에서 검색한다. 3) ‘큐 이션도서 ’에서 검색이 되면, 

복본이기에 복본처리를 한다. 4) ‘큐 이션도서 ’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참조DB(알라딘, 국립

앙도서 , 국가자료종합목록)에서 해당도서와 일치하는 서지 코드를 선택하여, ‘큐 이션도서 ’

의 신규목록 코드로 복사(반입) 처리를 한다. 도서의 서지데이터는 자, 발행처, 발행년, 분류

기호, 자기호, ISBN 데이터 등으로 지정하 다. 이 게 23개 사례의 공공도서 의 온라인 큐

이션 서비스로 제공되는 추천도서 11,447권(8,996종)의 서지데이터에 련된 추천기 (추천주제, 

추천 상, 추천주기)에 한 데이터를 비고란에 추가하 다.

3. 내용분석 과정

분석 상 사례의 23개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35가지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와 11,447권

(8,996종)의 서지DB를 엑셀로 반출하여 다음 차에 따라 내용분석 작업을 진행하 다. 첫째, 

각 북큐 이션 서비스의 추천기 은 추천주제, 추천 상, 그리고 추천주기에 한 특성을 악하

다. 추천기 에 한 특성은 사례 공공도서  홈페이지의 북큐 이션 서비스(웹페이지나 게시 )

에서 가시 으로 나타난 정보를 기 로 하여 악하 다. 주제를 두어 도서를 추천하고 있는 경우 

그 주제를 악하 고, 상을 명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상을 악하 다. 그리고 도서를 

추천하고 게시하는 주기를 악하 다. 를 들어, 경기평생교육학습 의 ｢알짬 북큐 이션｣의 

 3) https://dodreamsys.com/egentouch ( 근: 2022.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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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매달 특정한 주제를 선정(토닥토닥 로가 필요 등)하여 매달 정기 으로 ‘청소년, 일반’을 

한 이용자 계층으로 선정하여 북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추천주기는 월별, 

추천 상은 ‘청소년, 일반’으로 악하고 수집하 다. 둘째, 북큐 이션 서비스로 제공되는 추천도서 

목록은 추천빈도, 발행처, 발행년도, 주제분야, ISBN의 부가기호에 해 분석하 다. 

Ⅲ. 분석결과

1. 추천기 의 분석결과

가. 추천주제

온라인 북큐 이션 추천주제의 분석은 조사 상 도서 의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에서 특정한 

주제 역을 두고 그와 련된 도서를 추천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제를 수집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특정한 주제를 두고 도서를 추천한 도서 은 체 23개 도서  , 9개의 도서 으

로 39%에 해당하 다. 그리고 총 349개 주제 역이 수집되었으며, 추천된 도서권수는 5,299권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주제의 구체 인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이 에서 원주시립 앙

도서  추천주제의 수 185개(299권)로 가장 많았으며, ‘주제별 사서 추천도서’ 서비스에서 도서 

1권 당, 1개의 주제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번호 도서 명
주제
수

도서
권수

추천주제

1 경기평생교육학습 23 276

1020세 의 생각 / SF, 가상 실로 떠나는 미래 /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 라이  

스타일 /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 / 미디어로 만나는 북 /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면? / 새로운 세상, 미래가 온다 / 스테디 셀러는 원하다 / 슬기로운 집콕 

생활 즐기기 / 시간 순삭, 가볍게 읽기 좋은 책 / 어드벤처 패키지 / 어른을 한 로 

/ 여름 휴가지에서 / 오늘은 여기 먹슐랭가이드 / 요즘 트 드는 뭐야 /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 우리는 지  혼돈의 시  / 인생후반 의 시작, 노년 / 자꾸 늦었다고 생각될 

때 / 지 은 여행이 필요할 때 / 지친마음, 로가 필요해 / 토닥토닥, 로가 필요해

2 경북도서 13 149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맞이 슬기로운 인권 탐구생활 / 리호 발사 기념 책으로 

떠나는 우주여행 / 5월을 즐기는 방법 / 가족과 책나들이 가 , 북크닉 / 과거로 떠나는 

랜선 여행 조선시  엿보기 / 방구석에서 떠나는 우리 문화유산 여행 / 선거 민주주의를 

꽃피우다 / 세계로 향하는 K-문학 / 쉼, 나다움을 찾기 한 속도조  / 우리가 몰랐던 

스포츠의 세계 / 쟁이 남긴 것들 / 한  애(愛) 빠지다 / 휴식을 한 지식, 우아한 

취미가 되다

3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
22 720

1318 책읽기 / 가족, 안녕하십니까? / 감성을 깨우는 심리 / 과학, 어디까지 / 꽃&책 

/ 리달- 쟁, 국가, 세계 / 물오름달-우리 사회 되짚어보기 /  내려온다 / 사회 쫌 

아는 우리 / 시샘달-새로운 도 과 배움 / 여행의 로 / 역사, 그 소소함의 기록 / 술의 

발견 / 인류와 바이러스 이야기 / 잎새달-도서 과 책방 / 진로와 디딤 / 축제 / 칙칙폭폭 

기차 여행 / 푸른달-가족, 사랑 / 로시작러를 한 입문서 / 해솟음달 / 환경의 역습

<표 2> 추천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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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 명
주제
수

도서
권수

추천주제

4
구 역시립

남부도서
60 1,907

2020년도 구공공도서  사서추천도서 / 2021년 구공공도서  사서추천도서 /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 21세기 국에게 묻다 / 겨울이 왔어요 / 그 때 그 책 / 나의 정체성, 

자아를 찾아서 / 나이 듦을 생각하다 / 내 용돈 리하는 법 / 를 응원해 / 으로 

맛보는 국요리 / 달콤한 도서  / 독도는 우리 땅 / 루쉰을 읽는 시간 / 마음근육 기르는 

독서 / 미디어 속에서 만난 책 / 미래를 한 한 걸음, 나부터 시작하는 환경보호 / 민주주의가 

뭐 요 / 별과 우주 / 사서가 콕 은 겨울방학 읽기 좋은 책 / 사서가 콕 은 여름방학 

읽기 좋은 책 / 사소한 습 이 건강을 만든다 / 세상을 바꾼 인들 / 슬기로운 국어 

배우기 /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 생활 / 시간 속의 책들 / 어른도 그림책이 필요해 / 

어린이 문학상 수상 도서 / 어린이를 한 책으로 만나는 화, 화로 만나는 책 / 여행 

국어 무작정 따라하기 / 역사와 소설이 만나다 / 온나라 고 을 모아보니 지 도 신통하다 

온고지신 /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 우리 지역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 오 

삼국시 의 문을 열다 / 이백의 풍류와 인정을 음미하다 / 인생의 굽이길에서 공자를 만나다 

/ 인생의 이모작을 비하는 실버던트 / 국 5  명  / 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 국 고  속으로 / 국 차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 국 최  여성황제, 측천무후를 

돌아보다 / 국의 다양성 소수민족 / 지속 가능한 자기 리 / 차이나는 국 요리 / 책속에 

녹아든 사회 상 우리 사회는 이 습니다 / 책으로 떠나는 여행 / 책으로 떠나는 국여행 

/ 책으로 만나본 구경북 / 코로나 시  집콕을 한 힐링 인테리어 공간의 편집 / 코로나 

19 언텍트 시 의 취미생활 / 코로나 19로부터 나를 지키는 오늘 하루 운동 / 코로나로 

인한 여행의 변화 / 키워드로 보는 2020, Hi 2020 / 학교에 가요 / 한자를 알면 국이 

보인다 / 행복하게 장수하기 한 건강비법 / 행복한 우리집 / 휴식은 타이 이야

5
부산 역시립

시민도서
18 321

가을을 여는 힐링도서 / 감염병, 지피지기면 백 불패 / 구체 진로정보제공 /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 제 로 알고 키우기 / 도서 을 찾아온 미술  /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이야기 / 시를 잊은 그 에게 우리 필사할까요 / 우리 곁의 출 사 부산지역 출 물을 

말하다 / 반  진로정보 제공 / 지구의 온도는 빨간불 / 직업인에세이 / 진로 / 책과 

함께 설 는 시작 / 책으로 인생출발 / 책으로 인생출발 유아 북스타트 / 코로나 블루 

책으로 힐링해요 / 포스트코로나시 와 슬기로운 집콕 독서 / 환경과 미래

6 안성시립 앙도서 12 825

각본 본 / 경알못탈출하기 / 내게 맞는 공부법 찾기 / 반려동물과 함게 하는 삶 / 시리즈도서 

/ 화로 만들어진 도서 / 육아서  섭렵하기 / 자연환경 / 재미있는 책 / 집콕속 미술  

/ 청소년정치선거헌법 / 추천만화

7 원주시립 앙도서 185 299

4차산업 / NFT / 가족 / 가치 / 가치  / 감동 / 감염 방 / 감정 / 개성 / 건강 / 

건축 / 격려 / 경제 / 경청 / 경험 / 계발 / 고고학 / 고구려 / 고난 / 공간 / 공동체 

/ 공룡 / 공존 / 과일 / 과학 / 계 / 계맺기 /  / 교양 / 교육 / 궁궐 / 그림책 

/ 극복 / 근 역사 / 쓰기 / 기담 / 기후 / 기후 변화 / 까치 / 꿈 / 나무 / 나이 

/ 노동 / 놀이 / 뇌 / 뇌과학 / 뉴스 / 다문화 / 화 / 덕후 / 데이터 / 도시 / 도  

/ 독립운동 / 독서 / 동물/ 동생 / 동화 / 디자인 / 리더십 / 마인드컨트롤 / 말 / 매  

/ 멸종동물 / 명화 / 모험 / 미술 / 민화 / 림 / 바이러스 / 반려동물 / 반려식물 / 

배움 / 법 / 변화 /  / 불평등 / 비  사고 / 사랑 / 사실 / 사이보그 / 사회 / 사회 망 

/ 산 / 상상 / 상식 / 생명 / 생존 / 생활습  / 선의 / 성공 / 성장 / 성찰 / 세계사 

/ 소통 / 순환 / 숨 / 습  / 시간 / 식량 / 식문화 / 식물 / 신화 / 실종 / 심리 / 아이디어 

/ 악기 / 애완동물 / 양보 / 여성/ 여유 / 여행 / 역사 / 역할 / 요리 / 용기 / 우애 

/ 우정 / 우주 / 웰다잉 / 로 / 음식 / 음악 / 의학 / 이성과 감성 / 이웃 / 이해 / 

인간 계 / 인권 / 인류 / 일상 / 임신 / 자기계발 / 자립 / 자립심 / 자신감 / 자연 

/ 자연 찰 / 자연보호 / 장애 / 기 / 정보 / 정부 / 정의 / 정치사회 / 조선 / 존  

/ 독 / 지구 / 진화 / 집 / 차(茶) / 차별 / 차별과 공존 / 착가 / 책 / 천문학 / 

천문학자 / 철학 / 추억 / 춤 / 치유 / 친구 / 친  / 캄보디아 / 콘텐츠 / 클래식 / 

탐험 / 통찰 / 트 드 / 타지 / 팩트 / 편견 / 평화 / 하루의 소 함 / 한국 쟁 / 

함께의 가치 / 행복 / 신 / 화학 / 환경 / 환상 / 훈련 / 휴식 / 희망

8 라남도립도서 14 190

가족 / 도서 ,사서 / 만화랑 놀자 / 맛있는 책 / 사랑, 연애 / 시며들다 / 시작, 독립, 

홀로서기 / 식물, 가드닝 / 어린이, 어른이, 진짜어른 / 연말결산, 린책 / 이별에 처하는 

우리의 자세 / 인권 / 랑을 만나는 시간 / 환경 

9 충청북도교육도서 2 612 문학 / 인문, 사회, 자연과학

합계 349 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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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 역시립도서 은 구공공도서  사서추천도서 자체를 하나의 주제로 북큐 이션

하고 있었으며, 부산 역시립시민도서 에서는 ‘구체  진로정보 제공’, ‘ 반  진로정보 제공’, 

‘직업인 에세이’를 상황별 추천도서로 118권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성시립도서 은 2가지 

장르(추천만화, 시리즈도서)에 한 117권의 추천도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나. 추천 상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 추천 상의 데이터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를 들어, 경기평생

교육학습 4)은 ｢알짬 북큐 이션｣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도서 은 2022년 

5월에 ‘어른들을 한 로’라는 주제로 북큐 이션 도서를 선정하 는데,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도서를 ‘청소년, 일반’ 추천도서로 제공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 도서의 서지 코드를 입력할 때, 

‘청소년, 일반’으로 비고란에 기입하 으며, 모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상 도서 의 추천 상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를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추천 상 도서권수 백분율(%) 도서 수

추천 상없음 3,708 32.4% 14

일반 1,919 16.8% 11

어린이 1,425 12.4% 8

유아 1,173 10.2% 3

청소년 752 6.6% 6

아동 722 6.3% 7

성인 408 3.6% 2

1~2 299 2.6% 1

청소년, 일반 264 2.3% 1

3~4 221 1.9% 1

유아, 어린이 191 1.7% 1

어르신 190 1.7% 1

5~6 175 1.5% 1

합계 11,447 100% 57

* 도서  수의 합계가 57개인 이유는 1개 도서 이 복수의 북큐 이션 서비스를 하거나, 복수의 추천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표 3> 추천 상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 추천 상은 ‘추천 상없음’, ‘일반’, ‘어린이’, ‘유아’, ‘청소년’, ‘아동’, 

‘성인’, ‘ 1~2’, ‘청소년, 일반’, ‘ 3~4’, ‘유아, 어린이’, ‘어르신’, ‘ 5~6’이며, 총 13가지로 나타

났다. ‘추천 상없음’은 도서  홈페이지의 해당 웹페이지나 게시 에 추천 상을 따로 표기하지 

 4) https://lib.goe.go.kr/gglec/board/view.do?menu_idx=158&manage_idx=230&board_idx=137239&group_

idx=0&category1=0001&rowCount=10&viewPage=1&search_type=title%2Bcontent ( 근: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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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를 말하며, 체 3,708권(32.4%)으로 가장 많았고, 14개의 도서 이 이에 해당하 다. 

‘일반’이 추천 상인 도서 은 11개로 1,919권(16.8%), ‘어린이’가 추천 상인 경우는 1,425권

(12.4%)으로 8개의 도서 이 이에 해당하 다. ‘유아’가 추천 상인 경우는 1.173권(10.2%)으로 

3개의 도서 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추천 상인 경우는 752권(6.6%)으로 

6개의 도서 이 이에 해당하 다. 그리고 ‘아동’이 추천 상인 경우는 체의 6.3%, 7개의 도서

이 이에 해당하 으며, ‘성인’이 추천 상인 경우는 3.6%로 2개의 도서 이 이에 해당하 다. 그리

고 추천 상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경우처럼, 두 개의 추천 상을 합쳐 북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추천 상이 ‘ 1-2’, ‘ 3-4’, ‘ 5-6’인 경우처럼, 학년을 기

으로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 추천주기

추천주기는 ‘N월 추천도서’와 같이, 추천하는 주기(간기)를 의미하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북큐 이션 서비스 주기를 월별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체의 6,355권(55.5%)으로 가장 많았

으며, 18개의 도서 이 해당되었다. 그 다음은 웹페이지나 게시 에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목록만 제공하는 경우가 2,704권(23.6%)이며, 3개의 도서 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2021년 추천

도서’와 같이 연도별로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가 2,233권(19.5%)으로 분석되었으며, 분기별로 북

큐 이션 목록을 제공하는 도서 은 1개로 나타났다. 

추천주기 도서권수 백분율(%) 도서 수

월별 6,355 55.5% 18

추천주기없음 2,704 23.6% 3

연도별 2,233 19.5% 6

분기별 155 1.4% 1

합계 11,447 100% 28

* 도서  수의 합계가 28개인 이유는 하나의 도서 이 복수의 북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표 4> 추천주기

2. 추천도서의 분석결과

<표 5>는 수집한 추천도서 11,447권과 복 2,541권을 제외한 8,996종에 한 추천빈도를 정리

한 것이다. 1회 추천된 도서는 7,307종(81.2%)이며, 이를 제외한 1,689종(18.8%)의 도서는 2회 

이상 추천되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추천된 빈도는 12회(1종)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체로 북큐

이션으로 추천되는 도서는 서로 복되지 않으며, 일부의 도서들에서만 추천이 복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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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빈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합계

권수 7,307 2,496 819 364 210 120 35 24 18 20 22 12 11,447

종수 7,307 1,248 273 91 42 20 5 3 2 2 2 1 8,996

종수 백분율 81.23% 13.87% 3.04% 1.01% 0.47% 0.22% 0.06% 0.03% 0.02% 0.02% 0.02% 0.01% 100%

<표 5> 추천도서의 추천빈도 황

가. 상 추천빈도

<표 6>은 상 추천빈도의 도서 황이며, 추천권수 기 으로 100권 미만에 해당하는 7회 이상 

추천된 도서 15종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문학분야(소설)에 한 도서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총 12회 추천된 도서는 ‘긴긴밤-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상 수상작’이다. 이 도서는 10개의 도서 에서 추천하 으며, 1개의 도서 에서는 복으로 추

천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달러구트 꿈 백화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이며 11회 추천되었고, 

9개의 도서 에서 추천하 다. 11회 추천된 도서인 ‘5번 인’의 경우, 6개의 도서 에서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 역시시립남부도서 의 어린이 북큐 이션에서 각기 다른 주제에

서 3회 추천되었고 사서추천도서로 1회 추천되어 총 4회가 추천된 것으로, 한 도서 에서 복으

로 추천된 도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10회 추천된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10개의 도서 에서 

1회씩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빈도수

추천
도서 수

도서명 자 발행년도 발행처 주류 강목 요목

12 10
긴긴밤 -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
문학상 상 수상작

루리(지은이) 2021 문학동네 문학 한국문학 소설

11 9
달러구트 꿈 백화  -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이미 (지은이) 2020 팩토리나인 문학 한국문학 소설

11 6 5번 인 은소홀  ; 노인경 그림 2020 문학동네 문학 한국문학 소설

10 10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지은이) 2019 창비 사회과학 사회학, 사회문제 사회문제

10 8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  자런 지음 2020 김 사 기술과학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생 도시 
련 공학

9 8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 인류를 

한 염병과 최고 권력자들의 
질병에 한 기록

로날트 D. 게르슈테(지은이), 
강희진(옮긴이)

2020 미래의창 기술과학 의학 의학

9 7 유원 백온유(지은이) 2020 창비 문학 한국문학 소설

8 8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 이 2020 창비 문학 한국문학 소설

8 8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 (지은이) 2020 사계 문학 한국문학 수필

8 6 불편한 편의 김호연(지은이) 2021 나무 의자 문학 한국문학 소설

7 7 귤의 맛 조남주 (지은이) 2020 문학동네 문학 한국문학 소설

7 7
꽝 없는 뽑기 기계 - 2020 비룡소 
문학상 상 수상작

곽유진(지은이), 
차상미(그림)

2020 민음사비룡소 문학 한국문학 소설

7 7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지은이), 
이 란(감수)

2020
알에이치코리아

(RHK)
기술과학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생 도시 
련 공학

7 7 페인트 이희 (지은이) 2019 창비 문학 한국문학 소설

7 4 당근 유치원 안녕달(지은이) 2020 창비 문학 한국문학 소설

<표 6> 상 추천빈도 도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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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추천빈도 도서들은 체로 2019~2021년에 발행된 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종의 도서 , 11종

이 2020년에 발행된 도서이고, 2019년에 발행된 도서는 2종, 2021년에 발행된 도서는 2종이다. 15종 

도서의 발행처는 창비가 5종으로 가장 많고, 문학동네가 3종이다. 그리고 상 추천빈도 도서의 주제를 

악하기 해 한국십진분류표(이하, KDC) 6  기 으로 주류, 강목, 요목을 살펴보았다. 주류 역에서

는 ‘문학’이 11종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과학’ 3종, ‘사회과학’이 1종으로 분석되었다. ‘문학’ 분야의 강목

으로는 ｢한국문학｣, 요목은 ｢소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과학’ 분야 도서(2종)의 강목은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이며, 요목은 ｢ 생 도시 련 공학｣에 해당되는 도서 으며, 1종은 

｢의학｣이었다. 그리고 ‘사회과학’ 1종의 강목은 ｢사회학, 사회문제｣이며, 요목은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나. 발행처

발행처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로 각 도서의 발행처명에 한 통제작업과 정제작업을 

하 다. 먼  모든 발행처명에서 띄어쓰기를 제거하고, 동일 발행처이지만 문과 한 로 달리 

표기된 발행처명은 한  이름을 우선으로 용하 다. 2차 작업은  한출 문화 회의 2021년 

출 시장 통계의 2019년~2021년 주요 출 사  콘텐츠 기업 매출액 황의 기업명을 기 으로 

수집한 발행처 데이터와 조하 다. 그다음으로는 각각의 출 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  랜

드를 수집하 다. 를 들어, ㈜창비의 경우 하  랜드로 창비, 미디어창비, 창비교육을 두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창비로 보고, 각각의 빈도를 합산하 다.

체 8,996종의 발행처는 랜드명 기 으로 1,892개로 나타났다. <표 7>은 이 에서 50종 

이상의 추천도서를 발행한 발행처를 정리한 것이다. 발행처 기 에서 ㈜창비가 가장 많은 278종의 

도서를 발행하 고, 그 다음은 ㈜민음사 262회, ㈜문학동네 223회, ㈜웅진싱크빅 189회 순이다. 

이들은 20개 발행처이며, 체 8,996종 에서 2,450종(27.2%)의 도서를 발행하 다. 랜드명 

기 으로 75개이며, 체 발행처( 랜드 기 )의 약 4%에 해당된다. 결국 특정한 발행처에서 

발행한 도서들이 추천도서로 많이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번호 발행처 랜드명(빈도수) 빈도합계

1 ㈜창비 창비(213종), 미디어창비(35종), 창비교육(30종) 278

2 ㈜민음사
비룡소(188종), 민음사(44종), 황 가지(14종), 세미콜론(6종), 사이언스북스(5종), 

반비(3종), 민음인(2종)
262

3 ㈜문학동네

문학동네(160종), 항아리(13종), 교유서가(9종), 아트북스(7종), 이 (7종), 달(5종), 

난다(4종), 나무의마음(3종), 이콘(3종), 애니북스(3종), 싱 (2종), 엘릭시르(2종), 

이야기장수(1종), 아우름(1종), 테이스트북스(1종), 콜라주(1종), 오우아(1종)

223

4 ㈜웅진씽크빅
웅진주니어(133종), 웅진지식하우스(31종), 갤리온(13종), 걷는나무(5종), 재미주의

(4종), 리더스북(2종), 웅진리빙하우스(1종)
189

5 ㈜시공사
시공주니어(149종), 시공사(18종), 지식 머(5종), 시공아트(3종), 알키(2종), 검은

숲(2종), 미호(1종)
180

<표 7> 50종 이상 추천도서의 발행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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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행년도

<표 8>은 23개 공공도서 이 북큐 이션 서비스로 추천한 도서들의 발행년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 에서 1,000권 이상 추천된 경우는 최근 3년(2019년, 2020년, 2021년)에 해당된다. 2020년 

1월 이후부터 2022년 6월말( 는 2분기)까지 북큐 이션으로 추천된 도서들이기에, 최근 발행된 

도서들이 주로 추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발행년도 1986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종수 1 2 4 2 1 2 12 14 21 15 11 24 109

발행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종수 41 34 42 33 38 59 64 70 95 129 605

발행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종수 170 189 194 175 242 354 372 551 702 1,361 4,310

발행년도 2020 2021 2022 단기

종수 2,063 1,579 328 2 3,972

합계 8,996

<표 8> 추천도서 발행년도 황

라. 주제분야

<표 9>는 KDC 6 을 기 으로 추천도서의 주제분야를 주류와 강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먼  

주류 역을 살펴보면, ‘문학’ 분야가 4,593종(51.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과학’ 1,285종

(14.28%), ‘기술과학’ 819종(9.1%), ‘철학’(6.66%), ‘역사’(6.34%), ‘자연과학’(4.57%), ‘총류’(3.28%), 

번호 발행처 랜드명(빈도수) 빈도합계

6 ㈜ 즈덤하우스 - 151

7 ㈜사계 출 사 - 149

8 ㈜김 사 주니어김 사(80종), 김 사(59종), 비채(10종) 149

9 ㈜다산북스
다산책방(29종), 다산북스(28종), 다산 당(20종), 놀(12종), 다산에듀(9종), 다산어

린이(3종), 다산라이 (3종), 다산사이언스(2종), 다산스마트에듀(1종)
107

10 ㈜도서출 길벗 길벗어린이(76종), 길벗스쿨(14종), 길벗(13종), 길벗이지톡(2종) 105

11 ㈜북이십일 21세기북스(49종), 아르테(18종), 을 소(8종), 아울북(5종), 아르테팝(2종) 82

12 ㈜책읽는곰 - 77

13 ㈜한림출 사 - 72

14 ㈜보림출 사 - 72

15 ㈜키즈엠 - 69

16 국민서 (주) - 67

17 풀빛 - 60

18 ㈜알에이치코리아 - 54

19 북뱅크 - 53

20 한겨 출 (주) 한겨 출 (34종), 한겨 아이들(15종), 휴(2종) 51

20 75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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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3.11%), ‘언어’(1.11%), ‘종교’(0.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류별 강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에서는 ｢한국문학｣ 2,392종(52.08%), ｢ 미문학｣ 

1,047종(22.8%)으로 체의 약 75%를 차지하 고 10개의 강목을 모두 추천하고 있었다. ‘사회과학’에

서는 ｢경제학｣ 454종(35.33%), 그리고 ｢사회학, 사회문제｣, ｢교육학｣ 순이다. 10개의 강목 , 9개의 

강목 주제를 추천하고 있었고 ｢통계자료｣로 분류된 주제의 도서를 추천하는 경우는 없었다. ‘기술과학’

에서는 ｢의학｣ 285종(34.8%), ｢생활과학｣, ｢공업,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순이다. 10개의 강목

에 분류된 모든 주제를 추천하고 있었다. ‘철학’에서는 ｢심리학｣ 276종(46.1%), ｢윤리학, 도덕철학｣

(32.05%) 순이며, 10개의 강목에 분류된 모든 주제를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에서는 

｢아시아｣ 215종(37.7%), ｢지리｣, ｢ 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7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있었다. ‘자연과학’

에서는 ｢자연과학｣이 96종(23.35%), ｢생명과학｣, ｢동물학｣ 순이며, 9개의 강목 주제를 추천하고 있으

며, 물학으로 분류된 도서는 추천하고 있지 않았다. ‘총류’에서는 ｢문헌정보학｣이 128종(43.39%), 

｢총류｣, ｢도서학, 서지학｣ 순으로 분석되었다. 10개의 강목 , 8개의 강목 주제를 추천하고 있으며, 

｢일반 연속간행물｣과 ｢향토자료｣로 분류된 도서는 추천하고 있지 않았다. ‘ 술’에서는 ｢회화, 도화, 

디자인｣ 81종(28.93%), ｢ 술｣, ｢오락, 스포츠｣, ｢음악｣ 순이며, 9개의 강목 주제를 추천하고 있었는데, 

｢조각, 조형미술｣로 분류된 도서는 추천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언어’에서는 ｢한국어｣ 42종(42%), 

｢ 국어｣, ｢ 어｣ 순이며, 3개의 강목 주제를 추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기독교｣가 14종 

(31.81%), ｢비교종교｣, ｢불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강목 주제로 분류된 도서를 추천하고 있었다.

주류 도서종수 비율 강목 도서종수 비율

총류 295 3.28%

총류 108 36.60%

도서학, 서지학 23 7.80%

문헌정보학 128 43.39%

백과사 14 4.75%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5 1.69%

일반 연속간행물 0 0%

일반 학회, 단체 회, 기 4 1.36%

신문, 리즘 11 3.73%

일반 집, 총서 2 0.68%

향토자료 0 0%

총류 합계 295 100%

철학 599 6.66%

철학 51 8.51%

형이상학 3 0.50%

인식론, 인과론, 인간학 10 1.67%

철학의 체계 2 0.33%

경학 7 1.17%

동양철학, 동양사상 26 4.34%

서양철학 30 5.01%

논리학 2 0.34%

심리학 276 46.08%

윤리학, 도덕철학 192 32.05%

철학 합계 702 167.95%

<표 9> 추천도서의 KDC 6  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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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서종수 비율 강목 도서종수 비율

종교 44 0.49%

종교 6 13.64%

비교종교 13 29.55%

불교 11 25.00%

기독교 14 31.81%

도교 0 0%

천도교 0 0%

- 0 0%

힌두교, 라만교 0 0%

이슬람교(회교) 0 0%

기타 제종교 0 0%

종교 합계 746 267.95%

사회과학 1,285 14.28%

사회과학 47 3.66%

통계자료 0 0%

경제학 454 35.33%

사회학, 사회문제 297 23.11%

정치학 96 7.47%

행정학 11 0.86%

법률, 법학 32 2.49%

교육학 244 18.99%

풍습, , 민속학 99 7.70%

국방, 군사학 5 0.39%

사회과학 합계 2,026 367.56%

자연과학 411 4.57%

자연과학 96 23.35%

수학 35 8.52%

물리학 14 3.41%

화학 6 1.46%

천문학 49 11.92%

지구과학 28 6.81%

물학 0 0%

생명과학 78 18.98%

식물학 41 9.98%

동물학 64 15.57%

자연과학 합계 2,373 451.99%

기술과학 819 9.10%

기술과학 15 1.83%

의학 285 34.80%

농업, 농학 77 9.40%

공업,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114 13.92%

건축, 건축학 25 3.05%

기계공학 25 3.05%

기공학, 통신공학, 자공학 2 0.24%

화학공학 8 0.98%

제조업 1 0.13%

생활과학 267 32.60%

기술과학 합계 2,925 519.39%

술 280 3.11%

술 66 23.57%

- 2 0.72%

조각, 조형미술 0 0%

공 9 3.21%

서 3 1.07%

회화, 도화, 디자인 81 28.93%

사진 술 10 3.57%

음악 40 14.29%

공연 술, 매체 술 25 8.93%

오락, 스포츠 44 15.71%

술 합계 3,161 6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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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SBN 부가기호

ISBN은 국제표 도서번호 13자리와 부가기호 5자리로 구성된다. 이 에서 부가기호 5자리는 

각각 독자 상기호(첫번째 자리), 발행형태기호(두번째 자리), 그리고 내용분류기호(3-5번째 자리)

를 나타낸다. 독자 상기호는 독자 상을 구분하는 기호이며, 이는 출 사가 책을 매할 상을 

명확하게 표 하기 한 것이다. 발행형태기호는 책의 발행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며, 내용분류기호

는 KDC 분류기호 3자리를 나타낸다.

ISBN의 부가기호는 R 로그램을 사용하여 국립 앙도서  ISBN․ISSN 납본시스템에서 크

롤링하 다. 먼 , ISBN 국제표 도서번호를 검색한 뒤, 종이책 부가기호를 우선으로 선택하 으

며, 종이책의 부가기호가 없는 경우, 자출 물의 부가기호를 수집하 다. 그리고 개별도서와 

세트의 경우에는 ISBN 국제표 도서번호는 상이하나, 부가기호는 거의 동일하 기에 개별도서와 

주류 도서종수 비율 강목 도서종수 비율

언어 100 1.11%

언어 8 8.00%

한국어 42 42.00%

국어 26 26.00%

일본어  기타 아시아 제어 0 0.00%

어 24 24.00%

독일어 0 0.00%

랑스어 0 0.00%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0 0.00%

이탈리아어 0 0.00%

기타 제어 0 0.00%

언어 합계 3,261 703.68%

문학 4,593 51.06%

문학 103 2.24%

한국문학 2,392 52.08%

국문학 74 1.61%

일본문학  기타 아시아 제문학 372 8.10%

미문학 1,047 22.80%

독일문학 174 3.79%

랑스문학 254 5.53%

스페인문학  포르투칼문학 82 1.79%

이탈리아문학 42 0.91%

기타제문학 53 1.15%

문학 합계 7,801 802.53%

역사 570 6.34%

역사 57 10.00%

아시아 215 37.72%

유럽 11 1.93%

아 리카 1 0.18%

북아메리카 2 0.35%

남아메리카 0 0.00%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0 0.00%

- 0 0.00%

지리 160 28.07%

기 124 21.75%

역사 합계 8,247 880.78%

합계 8,996 100% - 8,996 -



 국내 공공도서관 온라인 북큐레이션 서비스의 내용분석

- 205 -

세트의 구분없이 수집하 다. 한 결과값이 없는 도서의 경우에는 직  검색하여 확인 작업을 

하 다. <표 10>과 <표 11>은 추천도서 체 8,996종 에서 ISBN 검색 결과가 없는 29건, ISBN 

번호는 검색이 되나, 부가기호가 없는 18건을 제외한 8,949종에 한 부가기호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 , <표 10>의 독자 상기호에 따른 독자 상은 ‘아동’으로 설정한 도서가 4,091종(45.7%)으

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양’ 도서가 3,619종(40.4%)이었다. 그리고 교과서, 지도서, 학습서, 

참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청소년’(6.92%) 도서, 일반인을 

상으로 실무에 계되거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인 ‘실용’(5.51%) 도서, 학술과 문

인 도서인 ‘ 문’(1.25%) 도서 순으로 나타났다.

ISBN 제1행 독자 상기호 도서종수 비율

교양 3,619 40.44%

실용 493 5.51%

여성 0 0%

정 2 0.03%

청소년 619 6.92%

고교(교지학참) 2 0.02%

등용(교지학참) 11 0.12%

아동 4,091 45.71%

정 0 0%

문 112 1.25%

합계 8,949 100%

<표 10> 추천도서의 독자 상 구분

<표 11>은 발행형태기호에 따른 발행형태의 분석결과이며, ‘단행본’이 4,992종(55.78%)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었다. 그 다음은 ‘그림책, 만화’ 2,133종(23.84%), ‘ 집, 총서, 다권본’ 1,748종(19.5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ISBN 제2행 발행형태기호 도서종수 비율

문고본 8 0.09%

사 1 0.01%

신서 32 0.36%

단행본 4,992 55.78%

집, 총서, 다권본 1,748 19.53%

자출 물 25 0.28%

도감 6 0.07%

그림책, 만화 2,133 23.84%

혼합자료, 자자료, 마이크로자료 4 0.04%

문 0 0%

합계 8,949 100%

<표 11> 추천도서의 발행형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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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 기반 공공도서  북큐 이션 서비스의 제공 형태와 추천( 시)되는 북컬 션

의 특성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북큐 이

션 서비스와 추천되는 도서목록의 사례를 수집하고, 그 특성을 내용분석 방법으로 악한 것이다. 

이를 해 선정한 분석 상은 23개의 공공도서  사례에서 수집한 35가지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와 11,447권(8,996종)의 추천도서 목록이었으며, 내용분석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에 해서는 추천주제, 추천 상, 그리고 추천주기에 해당하는 추천기

의 특성을 악하 다. 둘째,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로 제공되는 추천도서 목록에 해서는 

추천빈도, 발행처, 발행년도, 주제분야, ISBN의 부가기호를 분석하 다. 

북큐 이션 서비스의 내용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큐 이션에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도서를 추천한 도서 은 체 23개 도서  , 9개(39%) 도서 이며, 해당 도서권수는 

5,299권(46%)에 해당된다. 둘째, 온라인 북큐 이션의 추천 상은 13가지로 나타났다. 특정한 

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32.4%), 추천 상이 ‘일반’인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았

다(16.8%).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과 같이, 두 개의 추천 상을 합쳐 북큐 이션을 제공하

거나, 학년 단 로 나 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도서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주기는 월별

(55.5%)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연도별(19.5%)이었다. 주기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기 

힘든 경우(23.6%)도 있었다. 

그리고 북큐 이션으로 추천되는 추천도서의 서지  특성에 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로 북큐 이션으로 추천되는 도서는 서로 복되지 않으며, 일부의 도서들에서만 

추천이 복되었다. 복추천된 도서들은 주로 문학분야(소설)에 해당되며, 2019~2021년에 발행

된 것들이 많았다. 둘째, 추천도서들은 ㈜창비, ㈜민음사, ㈜문학동네, ㈜웅진싱크빅 등 일부 출

사에서 발행된 것들이 많았다. 셋째, 발행년도는 2019년, 2020년, 2021년이 가장 많았다. 2020년 

1월 이후부터 2022년 6월말( 는 2분기)까지 북큐 이션으로 추천된 도서들이기에, 최근 발행된 

도서들이 주로 추천됨을 알 수 있다. 넷째, KDC 6  기 의 주제분야는 ‘문학’ 분야가 가장 많았으

며,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의 순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부분 ｢한국문학｣과 ｢ 미

문학｣의 세부주제가 많았다. ‘사회과학’에서는 ｢경제학｣, ｢사회학, 사회문제｣, ｢교육학｣ 순이었다. 

다섯째, ISBN의 부가기호를 통해 살펴본 독자 상의 부분은 ‘아동’ 도서와 일반을 상으로 

매하는 ‘교양’ 도서 으며, 발행형태는 주로 ‘단행본’, ‘그림책, 만화’ 등이었다. 도서 들에서 선정된 

추천도서목록(북컬 션)은 제한된 장르나 주제 역, 발행년도, 독자 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큐 이션의 기 이나 지침을 통해 추천도서 선정에 있어, 서지  균형과 조화를 

반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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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이션의 시 에 맞추어, 최근 우리나라 공공도서 은 북큐 이션에 한 심이 많고, 온라인

으로만 북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도 많다. 그러나 분석사례에 나타난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들은 도서 들마다 서로 다른 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

서 공공도서 을 한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의 운 체계를 확립하기 해, 서비스 형태, 추천

기 이나 추천도서 선정 등에 있어 련된 워크 로우나 지침을 개발하여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한 북큐 이션으로 추천된 도서(북컬 션)들을 각 도서 들에서 공유하여 참조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요하다. 이는 공공도서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를 랫폼의 형태

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의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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