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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학교도서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추천시스템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도서추천시스템은 DLS의 
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용하 으며, 학교도서  이용자들에게 개인화 도서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이를 해 Apriori 알고리즘 기반의 연 규칙과 매개 심성 분석을 용하고, 기술통계, 
연 규칙 생성, 학생 심 추천, 도서 심추천 등 세부 기능을 구 하 다. 이어서 사서교사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도서추천시스템 사용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도서추천의 필요성  어려움, 학생의 반응, 기존 
추천방식과의 차이   활용방안, 개선 사항에 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 로 다음의 논의 을 제안하
다. 첫째, 개별학교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 장기간의 출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혹은 학교 
특성별 데이터 통합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도서추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 로 향후 학교도서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시스템 용에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book recommendation system that can be used in school 

libraries. The book recommendation system applies an algorithm based on association rules using DLS 
lending data and is designed to provide personalized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to school library 
users. For this purpose, association rules based on the Apriori algorithm and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 were applied and detailed function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generation of association 
rules, student-centered recommendation, and book-centered recommendation were materialized. 
Subsequently, opinions on the use of the book recommend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 librarian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pinions on the necessity and difficulty 
of book recommendation, student responses, differences from existing recommendation methods, 
utilization methods, and improvements were confirmed and based on this, the following discussion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long-term lending data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ata integration plan by region or school 
characteristic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ook recommendation system provided by the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Reading Education. Based on the contents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various discussions will be made on the application of a personalization recommendation 
system that can be used in the school libra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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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기술의 발달은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정보과잉을 래하 다.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 에서는 이용자들에게 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  

용되고 있다. 이미 검색엔진, 음악, 화, 뉴스 

등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

고 있으며, 다양한 알고리즘을 용한 개인화 

서비스를 경쟁 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서  서비스 역시 지속

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장윤  외(2018)는 

도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시하는 맞춤 정보서비스에 한 필요성을 강

조하 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공

공도서 에서 보유한 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도서추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

다. 특히, 베스트셀러나 다 출도서, 신간도서 

 신착도서, 별  기반 이용자별 추천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국의 공공도서

을 상으로 도서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혜선 외, 2015). 이와 

같은 흐름은 더 이상 도서 이 통 인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며, 정보과잉 시 에 이용자들에게 합리

인 선택과 정보의 제공을 효과 으로 지원하는 

기 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 다수 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

 기반의 서비스 제공에 한 논의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청소년의 문해력에 

한 사회  이슈가 두되면서 독서의 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  서

비스 개선에 한 정책 인 지원이나 심은 

조한 편이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학교도서  황에 따르면, 2021년 기  국 

부분의 학교( 등학교 99.5%, 학교 97.4%, 

고등학교 99%)에 학교도서 이 설치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숙, 이용재, 2022). 그

에 비해 학교도서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는 거

의 찾아볼 수 없다. 재 다수의 학교도서 은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Digital Library System, 

이하 DLS) 기반의 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

다. DLS는 ․ 등 학교도서 의 정보 생성

과 공유, 활용 체제의 구축  확립을 통해 학교

도서  운   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웹 기반의 독서교육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장에서 

독서교육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한 서비스

는 제 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

교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도서  

심의 정보서비스 지원을 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장에서 

사서교사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추천시스템

(Book Recommendation System)을 설계하

여 제안하고자 한다. 해당 시스템은 DLS의 

출 데이터를 활용한 연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

을 용하 으며, 학교도서  이용자들에게 개

인화 도서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 다.

개인화 추천이란 이용자가 직 으로 검색

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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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며, 업 필터링과 연 규칙 등이 

표 으로 용되고 있다. 업필터링은 이용자

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용자가 부여한 평가

치를 활용하여 추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연

규칙은 데이터의 빈도와 동시 발생 확률을 활

용하여 항목과 항목 사이에 연 성을 찾아낸다.

최근에는 딥러닝을 추천시스템에 용하려

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업 필터

링을 인공신경망으로 구 하여 추천 성능을 개

선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문

실 외, 2020). 그러나 학교도서 에서 운용하는 

DLS 시스템의 특성상 표 인 추천 방법 가

운데 하나인 업 필터링 기반 추천은 용하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업필터링 기반 알고

리즘을 용하기 해서는 평 을 부여하는 등 

평가과정이 필수 이지만 학교도서 에서 사

용하는 DLS 시스템은 평가치를 입력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LS의 출 데이터

를 기반으로 연 규칙을 도출하기 해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도서추천시스템을 구

하 으며, 네트워크 내의 정보 흐름이나 교환

에 한 통제 능력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라

고 할 수 있는 매개 심성 기반의 추천 방법을 

추가로 용하 다. 추천시스템에서 용되는 

다양한 추천방식은 각각의 장단 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서

교사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도서추천시

스템 사용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학교도서  이용자의 맞춤

형 도서추천 서비스에 한 기  정보를 제시

할 것으로 기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이용자에게 합한 도

서를 제공하기 해 연 규칙과 매개 심성 

기반의 추천 방법을 토 로 도서추천시스템을 

구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별도의 데

이터 처리 과정이 없이 DLS에서 추출되는 

출 데이터를 그 로 용하여 연 규칙과 매

개 심성의 생성을 통한 추천 방법을 제안하

고 있다. 다만, 제시되는 정보 가운데 출자의 

이름은 비식별조치(가명 처리)하여 개인정보

의 노출을 최소화하 다.

연구 방법은 다음의 차에 따라 진행하

다. 첫째, 학교도서 에서 제공되는 DLS 시스

템의 성격을 알아보고, 표 인 추천 방법에 

한 개념  장단 을 분석하 다. 특히, 연

분석을 해 용된 Apriori 알고리즘의 특성과 

본 연구에서 용되는 지지도(support), 신뢰도

(confidence), 향상도(lift)를 용한 분석과정

도 함께 제시하 다. 둘째, 연 규칙 기반의 도

서추천 로그램의 구  기능에 한 개요와 제

공되는 정보의 특성  활용방안에 해 제시

하 다. 셋째, 학교도서  장의 사서교사들을 

상으로 도서추천시스템 사용에 한 의견을 

심층 으로 조사하여 분석하 다. 넷째, 연구내

용을 바탕으로 학교도서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추천시스템 개선을 한 논의 을 제

안하 다.

1.3 선행연구 개요

도서추천과 련된 연구는 추천 방법에 한 

성능을 비교하거나 도서  데이터를 활용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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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스템의 개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정 미, 이용구

(2002)는 업 필터링, 연 성 규칙,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 등을 용하여 도서추천시스템을 

구 하고 각 추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 다. 

특히, 업 필터링과 내용 기반 필터링 추천 방

법을 용한 추천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용, 문성

빈(2006)은 도서   정보센터에서 이용자에

게 맞춤형 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

법으로 이용자 맞춤형 개인화 추천시스템 구축

을 한 방안을 제안하 다. 이를 하여 다양

한 추천 방법을 분석하고 연 규칙과 업 필

터링 방법을 조합한 하이 리드 추천 방법을 

제안하 으며, 이재식, 명훈식(2008)은 인터넷 

서 의 구매기록을 활용하여 도서를 추천할 수 

있는 사례기반추론 방법을 활용하여 구매자들

의 도서 선택을 도와주는 도서추천시스템을 개

발하 다. 김용(2012)은 개인화 정보추천서비

스에 한 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연

규칙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정보추천시스템을 

구 하 으며, 박 우 외(2020)는 도서 의 빅

데이터 기반의 추천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도

서 의 빅데이터를 악하고, 다양한 분석 알

고리즘을 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도서추천

시스템을 개발하 다. 김성훈, 노윤주, 김미령

(2021)은 연 성 분석 알고리즘 Apriori를 용

하여 맞춤형 도서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자와 면담을 통해 만족의 요인과 추천서비스 구

을 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심층 으로 분석

하 다. 홍연경 외(2021)는 학도서 의 출 

정보를 활용하여 SVD, SGD 기법과 이용자 간

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도서를 추천하는 업 필

터링을 용한 연구를 수행하 다. Mariana et 

al.(2017)은 학도서  이용자의 출일자, 

출자료 등 출 데이터를 활용한 연 규칙 기

반의 도서추천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Ziegler, 

Shrake(2018)는 아마존에서 공공도서 에 이

르기까지 도서추천시스템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을 언 하며, 미국 철학회 도서  이용자의 

심사와 출 빈도 등 출 데이터와 주제, 청

구기호 등 도서에 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도서

추천시스템에 활용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DLS 개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Digital Library System)

는 시․도교육청 단 에 설치되는 표 화된 학

교도서  정보시스템으로서 개별 학교도서

의 수서, 목록, 출․반납 등 도서 리 업무를 

자동화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DLS는 도

서  업무지원, 자료구축․공유, 독서교육 등

을 주요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의 지

자체 교육청 단 로 운 된다. 단  학교에서 

공인된 인증 차를 통해 학교도서  자료  

이용자 정보 등을 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교도서 을 운 하는 사서교사 등이 자료 혹

은 이용자 정보에 근하는 거의 유일한 도구

라고 할 수 있다.

DLS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01년 개발

된 이후 재는 2005년 국제표 을 용한 DLS 

2.0 버 이 보 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는 독

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함께 서비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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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

스템 기능고도화가 이루어지는 등 지속 인 시

스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교도서

 장에서는 DLS에 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 히 제기됨에 따라 DLS 시스템의 문제 과 

개선에 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다.

변우열, 이미화(2017)는 DLS 문 원을 

상으로 6가지 역(자료등록, 자료선정, 출반

납, 장서 검, 이용자검색, 통계)에서 DLS 사용

황과 문제 을 조사하여 이에 한 개선방안

을 제안하 다. 특히 통계 측면에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의 생성, 이용자검색에서는 검색 속도

의 향상과 이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향상의 필요

성을 강조하 다.

강 숙, 정 미(2019)는 DLS의 도서 검색

과 자료 근의 어려움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

찰하기 해 DLS 목록 코드의 주제 근 가

능성과 학교도서  사서교사, 사서의 의견을 

조사하고, 학교도서  자료 근성의 향상을 

한 방법으로 풍부한 주제 색인, 검색키워드 

부여 등의 의견을 도출하 다.

DLS 시스템의 개선에 한 논의가 일부 연

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정보

과잉에 따른 맞춤정보 제공이나 개인화 서비스

에 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이

용자 심의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개인화 추

천서비스에 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2.2 개인화 추천 방법

이용자의 개별  요구에 합한 정보를 추출

하고, 이에 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법

을 개인화로 정의할 수 있다(정경용 외, 2004). 

개인화 추천은 최근 다양한 웹 사이트에서 활발

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성향이나 행태 

등을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극 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 략은 이용자

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충성도를 높이고 마

의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김용, 문성빈, 2006).

학교도서 에서 용할 수 있는 추천 방법

을 선택하기 해서는 기존 추천 방법의 장단

을 분석하고, 학교도서 에 합한 추천 방

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개인화 서비

스를 해 다양한 추천 방법이 제안되어왔는데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규칙 기반

(rule-based), 내용 기반(contents-based) 방법 

등이 표 이다.

2.2.1 업 필터링

업 필터링은 특정 이용자의 성향과 유사한 

다른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항목에 

한 선호도를 측하는 방법으로 추천 상 

이용자와 비슷한 성향의 이용자가 선호했던 항

목을 바탕으로 선호도를 측하거나, 특정 이

용자가 선호했던 항목을 선호한  다른 이용

자가 선호한 항목에 한 선호도를 측한다

(김지혜, 박두순, 2005; Ahn, 2008; Sarwar et 

al., 2001). 업 필터링은 이용자들의 경험에 

한 평가(평 )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

존에 선호하던 항목과는 다른 성격의 항목 추

천도 가능하다(김용, 2012).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추천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다는 장 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에도 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김지혜, 박두순, 2006). 그러나 새로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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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가되거나 참여한 사용자가 은 경우 등 

충분한 트랜잭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용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충분히 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천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에게 

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2.2.2 규칙 기반

규칙 기반의 추천 방법은 이용자의 행동 패

턴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

에 어떠한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구매 성향이나 정보 이용의 경향을 악하는 

경우 주로 활용된다. 규칙 기반 추천 방법은 이

용자의 구매 데이터나 로 일 데이터 등에 

근거하여 조건문 형식을 용하고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 의해 생

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추론 과정을 

통해 규칙이 생성된다(김용, 2012). 규칙 기반 

추천에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주로 활용되는

데 각 트랜잭션의 상호 계를 통계  방법으로 

항목들 사이의 연 된 규칙성을 추출하는 연

규칙이 주로 사용된다. 연 규칙은 데이터베이

스 항목간의 연 성을 찾아주는 유용한 방법이

지만, 최소신뢰도와 최소지지도 등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김용, 문

성빈, 2006).

2.2.3 내용 기반

내용 기반 추천 방법은 사용자의 구매 이력

이나 심 항목과 유사한 항목을 비교하여 추

천이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항목에 한 평가

와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정보를 생성

하고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항목을 추천하

는 방법으로 과거 이용자가 선호하는 것과 유

사한 항목을 추천하는 방식이다(Wu & Chen, 

2001). 즉, 내용 기반 추천 방법은 사용자의 과

거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라고 할 수 있으며, 뉴스 기사, 화, 음악 등 

다양한 추천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추천 항목

이 특정 분야에 집 되거나 이용자가 평가한 항

목과 유사한 것을 주로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는 

단 이 존재한다(김용, 2012; Balabanovic & 

Shoham, 1997).

2.2.4 매개 심성 분석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개체 간의 연결구조를 시각 으로 표 하며, 최

근에는 추천시스템에서도 이를 용하여 기존 

추천 방법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박종학, 조윤호, 김재경, 2009). 

사회연결망분석에서 노드와 링크는 선호  연

결 즉, 하나의 노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링크

에 비례하여 새로운 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는 많은 항목과 유사한 구매패턴을 보일수록 

새로운 항목과도 구매 계가 성립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 기법  하나

인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

을 활용하여 추천시스템에 용하 다. 매개 

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행 자가 담

당하는 매개자나 재자 역할의 정도를 나타낸

다. 이 매개자나 재자는 체 네트워크 구성

원들 가운데 정보교환 는 흐름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 자들이며, 매개 

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정보의 흐름이나 교환에 

한 통제 능력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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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곽기 , 2019; Freeman, 1979).

Pei 외(2011)는 트 터 사용자의 타임라인 

콘텐츠와 사용자 로 일 정보를 수집하여 매

개 심성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

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매개 심

성을 이용한 추천 콘텐츠에 한 정확도를 검

증한 결과, 기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보다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 다. 이는 매개 

심성 분석을 이용하여 보다 양질의 콘텐츠 추

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연관규칙 기반 추천 방법

연 규칙은 항목집합(itemset)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의 동시출 성향에 

한 계성을 표 하며(김미성, 김남규, 안재 , 

2012), 장바구니 분석(market basket analysis)

이라고도 불린다. 동시출 정보는 추천시스템

에서는 특정 이용자가 A(선택한 항목)의 조건

을 만족할 경우, B(추천 항목)의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 규칙은 항목 집합들

간의 련성을 토 로 규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를 들어, 과일가게에서 여러 개의 과일을 샀

을 때 구입한 과일의 리스트가 아이템 집합이 

되며 자주 나타나는 아이템 집합은 빈발항목집

합(large itemset)이라고 한다. 빈발항목집합

에 한 연 규칙은 →를 통해 표 되며, 하나

의 빈발항목집합에 포함하는 트랜잭션은  다

른 빈발항목집합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즉, A→B라는 연 규칙이 있다면, A를 

구입한 사람은 B도 함께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김용, 2012).

본 연구에서는 연 분석을 토 로 도서추천

시스템을 구 하 으며, Apriori 알고리즘 기반

의 연 규칙을 활용하 다. Apriori는 Agrawal 

(1994)이 소개한 이래, 재까지 다양한 추천

시스템에 용되고 있는 표 인 알고리즘으

로, 연 규칙의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해 

지지도(support)와 신뢰도(confidence) 그리고 

향상도(lift)의 성능평가 기 을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 성을 분석하기 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의 최소기 값을 정하고, 이 기

을 충족하는 연 규칙을 추출하 다.

지지도는 체 트랜잭션 가운데 연 규칙을 

구성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트랜잭션의 비율을 

의미하며, 의 시에 비유하면 과일을 구매

한 체 고객 가운데 A와 B를 구매한 고객의 

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 신뢰도는 항목간의 

련성이 성립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A를 구입한 

고객이 B도 함께 구입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연 규칙에서 신뢰도의 개념은 항목 간의 상

인 연 성을 측정하며, 규칙의 강도를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향상도는 지지도와 신뢰도

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의미이며, A→B의 연 규칙에서 임의로 B가 

구입되는 경우에 비해 A와의 계를 고려하여 

구입하는 경우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연 규

칙이 후항(결과부)을 측하기 한 능력의 향

상 정도를 표 하는 것으로 향상도가 크면 우

연의 가능성이 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상도

가 1보다 크면 양의 상 계를 나타낸다. 이에 

한 계산식은 <그림 1>과 같다.

각 항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연

규칙은 지지도와 신뢰도가 주어졌을 때, 주

어진 지지도, 신뢰도 값보다 높은 값을 갖는 연

규칙을 추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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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계산식

연 규칙은 첫째, 기술통계를 통해 학년별 통

계, 분야별 통계, 다 출 통계, 다 출 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연 규칙 찾기를 통해 

항(선행부)과 후항(결과부)으로 표 되는 연

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신

뢰도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하며, 매개 심성

을 도식 으로 제시하여 분석 결과를 직 으

로 해석하기 쉽도록 설계하 다. 셋째, 학생 

심 추천을 통해 이용자별 개인 추천 자료를 제

시하고, 연 규칙에 의해 출 가능성이 있는 

책을 선별하여 제공한다. 넷째, 도서 심추천을 

통해 매개 심성이 높은 도서와 도서를 연결

해주며, 해당 도서를 심으로 출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이상의 과

정은 DLS를 통해 출반납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고 본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지지도와 신뢰도를 조정할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3. 도서추천시스템 구축

3.1 시스템 개요

연 규칙을 생성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항

목 간의 계성을 분석하는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연 규칙을 추론하여 다양한 추

천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본 도서추천시스템 

개발을 해 R 4.12 버 의 arules(연 규칙), 

Tidygraph(매개 심성) 패키지를 활용하 으

며, 로그램 구축을 해 Shiny 패키지를 활

용하여 비주얼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 하

다.

연 규칙에 기반한 도서추천시스템은 DLS

의 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그림 2>의 과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용하고 

있는 연 규칙 기반의 도서추천방법의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 의 출 데이터를 업로드한다. DLS

의 출 데이터를 그 로 활용하며, 학년, 특수

문자 제거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이 이루어

진다. 를 들어, ‘할머니, 어디가요? 앵두따러 

간다!’라는 제목을 가진 도서의 경우, 콤마를 기

으로 별도의 도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제

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처리 과정을 

거쳐 학년별 출통계, 분야별 출통계, 다

출 도서, 다 출 자 등 기술통계를 제공한다.

둘째, 트랜잭션 행렬을 생성한다. 도서를 

출한 학생과 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트랜잭션

(transactions) 행렬을 생성한다. 이때 학년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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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 규칙 기반의 도서추천시스템 흐름도

간을 별도의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를 들

면, 특정 학년(4학년, 5학년 등)을 상으로 하여 

행렬을 만들 수 있고, 기간별(1년, 2년 등)로도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연 규칙을 통해 연 성을 추출한다. 

데이터 분석 범 는 DLS의 출 정보에 근거

하여 설정할 수 있다. 향상도(lift)는 1보다 크

고, 신뢰도(confidence)는 0.5보다 크게 설정

하 으며, 지지도(support)는 0.15부터 0.01씩 

감소시키면서 연 규칙을 용하게 된다. 이때, 

연 성이 있는 도서가 추출되는 조건으로 지지

도 범  내에서 사례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연

성이 있는 도서를 최소 200건 이상을 출력하도

록 하 으며, 반 로 사례 수가 은 경우에는 

연 성이 있는 도서 10건 이상( 항+후항)을 

최소 조건으로 설정하 다. 최소지지도는 0.01

까지 용된다. 즉, 지지도를 여가면서 연

성을 찾아가고, 추출되는 결 값이 200개 이상

이 추출되는 경우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최소

지지도인 0.01까지 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

성이 있는 도서가 추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 규칙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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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설정한 이유는 지지도를 낮춰가면서 연

규칙을 찾되 소수의 인원에 의해 수천에서 

수만 건의 연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연

규칙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0.01까

지 연 규칙을 찾도록 하 다. 다만, 추천의 질

이 좋아지면 추천 상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

이 발생할 수 있고, 지지도나 신뢰도가 낮아지

면 추천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도와 신뢰도 등에 한 정보를 함께 제공

하 다.

넷째, 연 규칙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한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가운데 매개 

심성 분석을 통해 매개 심성이 높은 도서를 

제시한다. 매개 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

드의 매개  역할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매

개 심성이 높다는 것은 특정 노드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 여기에서 노드는 이용자가 출한 도서를 

의미하며 매개 심성이 높은 도서는 다른 도

서와 도서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하는 도서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개 심성이 높은 도서

를 통해 다양한 도서에 근할 수 있는 근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도서추천정보를 제공한다. 연 규칙 

알고리즘을 용하여 연 성이 높은 도서의 

을 구하고, 특정 도서를 읽은 이용자들이 함께 

읽은 책 가운데 빈도수가 높은 도서를 찾아 추

천한다. 도서추천은 연 규칙 찾기를 통해 기간, 

개별 이용자(학생) 등을 선택하여 연 규칙을 

찾을 수 있다. 항(선행부)을 기 으로 후항

(결과부)을 제시하고, 신뢰도와 지지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매개 심성을 그래  모델로 제

시하여 시각 으로 표 하 다. 이어서 학생 

심 추천을 통해 연 규칙에 의해 개인별 출 

확률을 추정하여 추천정보를 제공한다. 한, 

도서의 매개 심성 지표를 제시하고 특정 책을 

출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리스트를 제시하는 

도서 심 추천정보를 제공한다. 이상의 도서추

천정보는 학생들의 독서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

할수록 지지도는 작아질 수 있다. 반면, 연 규

칙의 수가 매우 많으면 지지도나 신뢰도를 높여

서 도서추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3.2 기술통계

기술통계 역에서는 데이터 분석 범 에 해

당되는 기술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입력된 데

이터의 성격에 따라 분석 범 와 상을 지정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총 출자 수와 출 

건수, 출 도서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한, 학

년별 통계, 분야별 통계(KDC 기 ), 다 출 도

서, 다 출 자 정보 등의 통계도 제공한다. 클

릭과 드래그만으로 특정 학년 혹은 특정 기간

을 한정하여 분야별 통계, 다 출 도서, 다 출 

자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해

당 정보를 엑셀 일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

다(<그림 3> 참조).

3.3 도서추천

3.3.1 연 규칙 찾기

도서추천 메뉴에서는 먼  연 규칙 찾기를 

통해 지지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연 규칙을 

용한다. 먼  데이터 분석 범 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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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술통계 정보

설정된 범 에서 연 규칙 찾기를 진행하면 최

소지지도와 최소신뢰도의 용에 따라 연 규

칙의 항목이 제시된다. 각 항목별로 구체 인 

신뢰도와 지지도에 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

며, 지지도와 신뢰도에 한 상세한 설명을 함

께 제시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4>의 시와 

같이 1번 항목을 선택하면 ‘꽃들에게 희망을’, 

‘빨강연필’ 책을 출한 학생들은 30명이고 이 

에서 ‘신기한 시간표’ 책을 출한 학생은 29

명으로 96.67%(신뢰도)에 해당하며, 이 학생

들 29명은 분석 조건 내에서의 체 출자 228

명의 12.72%(지지도)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제

공한다. 즉, ‘꽃들에게 희망을’, ‘빨강연필’을 

출한 학생의 부분이 ‘신기한 시간표’를 출

한 규칙성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규칙성에 의

해서 ‘꽃들에게 희망을’, ‘빨강연필’을 읽었지만 

아직 ‘신기한 시간표’를 읽지 않은 학생에게 책

을 추천해주는 원리이다.

한 <그림 5>와 같이 매개 심성을 기반으

로 시각 으로 도식화하여 매개 심성이 높은 

자료를 심으로 신뢰도를 표시한 도표도 함께 

제시한다. 를 들어, 역사 분야 심의 독서를 

하는 학생들에게 철학과 련된 책을 볼 수 있

도록 추천을 하기 해서는 역사와 철학 분야

를 매개하는 책을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매개 심성을 용한 추천 결과를 통해 독서의 

범 를 확장할 수 있는 근 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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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 규칙 찾기

<그림 5> 매개 심성 그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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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학생 심 추천

연 규칙 찾기가 완료되면 학생 심 추천을 

통해 개인별 출 확률을 추정하여 개인화 추

천정보가 제시된다. 를 들어 <그림 6>과 같이 

OOO 학생이 출한 책이 ‘식구가 늘었어요’, 

‘고양이 해결사 깜냥 2 최고의 요리에 도 하

라’, ‘조선에서 가장 재미난 이야기꾼’, ‘블랙아

웃’, ‘열두 사람의 아주 특별한 동화’ 등임을 토

로, 이 에 50% 이상(신뢰도)의 연 규칙

이 있는 도서 ‘신기한 시간표’, ‘들꽃 아이’, ‘아

르베’, ‘꽃들에게 희망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연 규칙을 토 로 개별 이용자에게 도서추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3.3 도서 심 추천

도서 심 추천은 도서의 매개 심성 지표

를 제시하고 특정 책을 출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리스트를 제시한다. 해당 추천도서를 클

릭하면 연 규칙에 의거하여 출 가능성이 높

은 이용자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개별 학생의 

출 이력도 함께 제공한다. 매개 심성이 높

은 도서는 다른 도서와 도서를 연결해주는 다

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개 심성이 높은 자

료를 활용하여 추천 범 를 넓  나갈 수 있다

(<그림 7> 참조).

4. 이용자 만족도 분석

4.1 면담 조사

면담 조사는 2022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

까지 총 8명의 사서교사를 상으로 진행되었

<그림 6> 학생 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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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서 심 추천

다.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은 각 지역 표 

교사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 으며, 도서추천시

스템을 약 4개월 동안 학교 장에서 활용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본 도서추천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출 데이

터는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 가운데 2명( 등

학교 1, 학교 1)으로부터 제공받았다. 해당 

학교도서 은 펜데믹 상황에서도 도서 출을 

단하지 않고 지속 으로 시행하여 연속 인 

출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단하 다. 제공받은 출정보에는 출자, 

학년․반․번호, 등록번호, 자료명, 자명, 청

구기호, 출일, 반납 정일, 반납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출자의 이름은 비식별조치

(가명 처리)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

다.

순 학교 성별 연령 경력 지역

T1

등학교

여 20 5

T2 남 40 17 강원

T3 여 40 16

T4 여 30 5

T5 여 40 17 남

T6

학교

여 40 17

T7 여 20 2

T8 여 30 6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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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에게는 도서추천시스템에 한 안

내를 제공하고, 사용법이나 결과 활용 등에 

한 피드백을 지속 으로 제공하 으며, 사용기

간 동안 연구자와 지속 으로 소통하 다. 연

구참여자들의 도서추천시스템 사용기간이 약 4

개월 정도 지났을 때 면담을 진행하여, 도서추

천시스템 사용에 한 의견  만족도를 조사

하 다.

면담이 이루어지기 에 연구의 목 과 방

법, 수집된 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에 해 상세하게 설명하 다. 면담은 인근 

카페 혹은 화상으로 진행하 으며, 면담 항목

을 사 에 제시하고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구하 다. 면담은 한 명당 1시간 내외의 시간

이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

여 면담 내용을 사하 으며, 면담 내용은 연

구참여자의 확인을 거쳐 객 성을 확보하 다. 

체 인 면담 항목은 김성훈, 노윤주, 김미령

(2021)의 연구를 참조하 으며, 본 연구 주제

와 련된 항목을 추가로 제시하 다(<표 2> 

참조).

4.2 면담 결과 분석

4.2.1 도서추천의 필요성  어려움

도서추천의 필요성에 한 항목에서는 이용

자 개인 특성, 개인화 추천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용자 개인 특성은 도서를 추천하는 과정에 성

별, 학년별, 독서 수 , 독서 경험, 독서 흥미, 개

인별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언 한 것이며, 

개인화 추천은 이용자의 심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도서추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도

서추천의 어려움에 한 항목에서는 기존 추천 

방법의 한계, 교사 역량 한계 요소가 도출되었

다. 기존 추천 방법의 한계는 추천도서, 권장도

서, 주제별 도서 목록을 학생들에게 용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며, 교사 역량의 한계

는 학생들에게 한 추천도서를 제공함에 있

어서 교사의 독서 지식  독서 경험의 부족, 개

별 주제 분야에 한 안목 부족, 배경지식의 한

계 등이 확인되었다(<표 3> 참조).

구분 질문 내용

도서추천의 

필요성  어려움

∙학교도서 에서 도서추천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도서추천 시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은 무엇인가?

학생의 반응

∙학생들에게 도서추천시스템에서 제시된 추천도서를 제시해 보았는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마음에 들었다면) 어떤 부분을 마음에 들어 했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했나?

기존 추천방식과 차이
∙교사 주도의 추천과 차이 이 있다면?

∙베스트셀러, 인기도서 심의 추천과 차이 이 있다면?

사용 소감  활용방안
∙도서추천시스템 사용 소감은?

∙도서추천시스템 활용에 한 의견은?

개선에 한 의견 ∙ 로그램의 개선에 한 의견이 있다면?

<표 2> 면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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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소 세부 요소

도서추천의 

필요성

이용자 개인 특성 성별, 학년별, 독서 수 , 독서 경험, 독서 흥미, 개인별 상황

개인화 추천 이용자 심 고려, 개인별 맞춤 도서추천의 필요성

도서추천의 

어려움

기존 추천 방법의 한계 추천도서, 권장도서, 주제별 도서 목록 활용의 한계

교사 역량의 한계
교사의 독서 지식  독서 경험, 개별 주제 분야에 한 안목 부족, 배경지식

의 한계

<표 3> 도서추천의 필요성  어려움

4.2.2 학생의 반응

도서추천시스템 활용에 한 이용자의 정

인 반응과 부정 인 반응을 도출할 수 있었

다. 정 인 반응에 한 항목에서는 출 데

이터 분석, 동기유발, 빠른 서비스 요소가 도출

되었다. 출 데이터 분석은 본인의 출 이력

을 확인하고, 자신의 출 데이터 기반의 도서

추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해 정 인 반응

이 나타났으며, 동기유발은 나의 심사와 

련된 주제가 추천되거나 래 친구들의 심 

주제가 반 된 책이 추천되는 것에 한 정

인 반응도 악되었다. 빠른 서비스는 신속

한 도서추천이 가능하며, 즉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이 정 인 반응의 세부 요

소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정 인 반응에 한 

항목에서는 복 추천, 최신정보 반  부족, 추

천정보 부족 요소가 도출되었다. 복 추천은 

시리즈가 반복 으로 추천이 되거나 기존의 추

천도서, 윤독도서, 독서 로그램에 활용되는 

필독도서, 교과 독서 등과 복되어 결과가 도

출되는 문제 이 언 되었으며, 최신정보 반  

부족은 과거의 출 이력을 기반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동안 심 사항이 바 었거

나 반복 인 유사 주제의 추천, 신간도서가 반

되지 못하는 , 새로운 심 분야 반 의 어

려움 등이 지 되었다. 추천정보 부족은 출 

이력이 부족하거나 신규이용자의 경우 연 규

칙의 한계로 추천이 어렵다는  등이 부정

인 반응의 원인으로 작용하 다(<표 4> 참조).

4.2.3 기존 추천방식과의 차이   활용방안

기존 방식과의 차이  항목에서는 데이터 기

항목 요소 세부 요소

정 인 반응

출 데이터 분석 출 이력 확인, 출 데이터 기반의 도서추천

동기유발 연  주제, 래 심 주제 반

빠른 서비스 신속한 도서추천 가능, 즉시 서비스 제공

부정 인 반응

복 추천
시리즈 반복 추천, 기존 추천 자료(추천도서, 윤독도서, 독서 로그램 

필독도서, 교과독서 등)와 복

최신정보 반  부족
심 변경, 유사 주제 추천, 새로운 역 추천 부족, 신간도서 정보 반  

미흡, 새로운 심 분야 반 의 어려움

추천정보 부족 출 이력 부족, 신규이용자 추천 한계

<표 4> 학생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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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용자 심 요소가 도출되었다. 데이터 기

반은 기존의 교사 혹은 추천도서 심의 추천

방식에 비해 이용자의 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과 이용자 심은 개인

의 취향을 고려한 빠른 추천서비스가 가능하다

는 이 기존 추천방식과의 차이 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활용방안에 

한 항목에서는 개별 독서실태 악, 보조 추천 

수단의 요소가 악되었다. 개별 독서실태 악

은 이용자의 독서 성향을 분석하거나 개인화 추

천시스템으로 독서 상담 시 활용 가능하다는 의

견이 조사되었으며, 도서추천을 한 보조 수단

으로 도서추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의견도 제시되었다(<표 5> 참조).

4.2.4 개선 사항

개선 사항에 한 항목에서는 분석 상 확 , 

DLS 연동, 테마  주제 반 , 수 별․교과별 

도서추천 요소가 도출되었다. 먼  분석 상 확

 측면에서는 연 규칙의 특성상 소수의 이용

자를 상으로 유의미한 추천정보를 도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데이

터를 확 하여 추천정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개별학교의 출 정보

가 부족할 경우, 지역 혹은 국의 학생 출 정

보 활용의 필요성이 언 되기도 하 다. DLS 

연동은 별도의 데이터 업로드 과정 없이도 도서

추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언 된 것이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직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근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테

마  주제 반 은 추천도서 결과에 주제별 근

의 필요성을 언 한 것이며, 어린이날, 독도의 

날 등 테마별 독서 추천서비스의 필요성이 나타

나기도 하 다. 이용자의 수 에 따라 도서추천

이 가능하도록 학년이나 난이도 등에 한 정보

제공과 개별 교과 내용과 련된 추천정보 제공

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표 6> 참조).

항목 요소 세부 요소

기존 추천방식과 

차이

데이터 기반 출 데이터 분석, 통계 정보 활용

이용자 심 개인 취향 고려, 흥미 유발, 빠른 추천서비스 가능

활용방안
개별 독서실태 악 이용자 독서 성향 분석, 개인화 추천시스템으로 독서 상담 시 활용 가능

보조 추천 수단 도서추천을 한 보조 도구로 활용, 

<표 5> 기존 추천방식과의 차이   활용방안 

항목 요소 세부 요소

개선 사항

분석 상 확
분석 데이터를 확 하여 추천정보의 다변화 필요, 개별학교의 출 데이
터 정보 부족 시 지역 혹은 국 학생 데이터 활용 필요

DLS 연동 
DLS와 연동하여 별도의 업로드 과정 없이 추천시스템 사용 필요, 독서교
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 필요

테마  주제 반
특정 주제별 근 방법 모색, 테마 독서 추천서비스(어린이날, 독도의 
날 등) 제공

수 별․교과별 도서추천 이용자 수 별 도서추천, 학년 정보  난이도 제시, 교과별 도서추천

<표 6>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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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 규칙을 활용하여 학교도

서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추천시스템을 제

안하 다. 이를 해 Apriori 알고리즘 기반의 

연 규칙과 매개 심성 분석을 용하 으며, 

DLS의 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연

규칙 생성, 학생 심 추천, 도서 심 추천 

기능을 제시하 다. 이어서 도서추천시스템을 

학교도서  장에서 용하고, 사서교사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도서추천시스템 사용

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  장에서 생성되는 DLS 

출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도서  이용

자들의 개인화 서비스에 용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을 구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출 이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

로운 자료의 추천에 한계가 있으며, 출 이력

이 은 학교의 경우 신뢰도와 지지도를 확보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 학생들의 

독서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할수록 지지도는 작

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DLS

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한정 이기 때문에 

지역 혹은 개별학교의 특색이 반 된 도서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상

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DL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제공의 확 가 요구된

다. DLS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국 시도교육청

에 갖추어져 있고, DLS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형식도 동일하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DLS에

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자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확 가 가

능할 것이다. 즉,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우리

와 비슷한 성격의 학교, 특수한 목 으로 설립

된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주화가 가능하고 

이들의 특성을 반 한 추천서비스 설계가 이루

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시스템의 용을 해 다음의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개별학교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 

장기간의 출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재 재학 인 학생들의 출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한 연 성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연

규칙은 도서 출이 많을수록 더 뚜렷한 연

규칙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학

교의 특색이 반 된 추천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재학생 출 데이터 뿐만 아니라 과거

의 출 기록을 폭넓게 활용하여 연 성을 추

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 로 개별학교의 이

용자 특성이 면 하게 반 된 추천시스템의 구

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혹은 학교 특성별 데이터 통합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학교 성격

이 유사한 집단( 문계, 특목고, 특수학교 등)

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폭넓

은 연 규칙의 용을 통해 보다 향상된 성능

의 도서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도서추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서추천시스템은 별도의 로그램을 실

행한 후,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 따라서 궁극 으로는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 교육부, 각 지역 교육청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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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의 주도하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서 학교도서  이용자가 개별 으로 근할 수 

있는 개인화 도서추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서추천시스템은 학교

도서  이용자를 한 개인화 도서추천서비스 

제공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

후 학교도서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화 추천시스템 용에 한 다양한 논의가 이

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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