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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학계와 장의 도서  빅데이터 련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도서  빅데이터 랫폼인 도서  

정보나루의 장서/ 출데이터를 상으로 기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도서 과 빅데이터에 한 선행연구와 활용사례

를 참고하여 연도별 장서증가량, 주제별 장서구성비, 미 출 장서구성비, 주제별 장서회 율, 그리고 주제별 이용계수의 

5가지 분석지표를 선정하 다. 분석에 사용된 도서  데이터는 부산지역 33개 공공도서 의 장서/ 출데이터 6,722,603건

이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3개 공공도서  간 장서수보다 출수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간 장서증가량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 다. 셋째, 소장 장서의 주제별 구성과 미 출 장서의 주제별 구성에 있어서 

각 도서 들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넷째, 이용자들의 출은 주제별, 도서 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분의 도서 에서 자연과학 분야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and utilization cases on library big data, and based on this, 

analyzed the collection/circulation data of the library big data platform and tried to derive meaningful 

analysis results. And five analysis indicators were selected: the increase rate of collections by annual, 

the composition of collections by subject, the composition of unborrowed collections by subject, the rate 

of borrowed collections, and use factor by subject. The analysis data is 6,722,603 cases of collection/circulation 

data from 33 public libraries in Busan.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gap in the number of circulation was larger than the number of collection in the 33 public libraries. 

Second, the annual increase rate of collections also showed a clear decline. Third, each library showed 

a similar pattern in the composition of both the collections and the unborrowed collections by subject. 

Fourth, it was found that users’ circulation were very different by subject and library. Fifth, in most 

libraries, the rate of circulation of collections and use factor in the natural science field were the highest.

키워드: 공공도서 , 빅데이터 분석, 도서  정보나루, 장서/ 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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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는 일반 으로 20세기 후반, 1960년을 

기 으로 하여 정보가 경제  자원이자 경제활

동의 심이 되는 정보사회로 발 했다고 이야

기한다. 그리고 정보사회를 논할 때 빼놓지 않

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보의 홍수’ 즉, ‘폭발

으로 증가하는 정보’에 한 우려 고, 4차 

산업 명을 논하는 2021년 재에도 정보는 여

히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지 60년 에

는 가공한 ‘정보’ 단 던 것이 재에는 가공

하지 않은 ‘데이터’ 단 로 더욱 세분화되어, ‘정

보의 홍수 시 ’가 아닌 ‘빅데이터(Big Data) 

시 ’라고 일컫는다. 빅데이터 시 , 데이터가 

그 이 까지의 방법으로는 리하기 어려울 만

큼 방 해진 시 를 말한다. 2010년 이후 스마

트 모바일이 확산되고 소셜미디어가 폭발 으

로 성장하면서 연간 생산되는 데이터가 격하

게 증가했고, 빅데이터 열풍의 원년인 2012년 

한 해에만  세계 으로 2.8제타바이트(ZB)의 

데이터가 생산(송길 , 2012)되었다. 미국 시장

조사기  I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세계 데

이터 규모는 연평균 61%, 약 20제타바이트씩 

증가할 것이라고 하 다(Patrizio, A., 2018). 

이 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

증하는 데이터를 두고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의 

가치(values)에 주목해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

터 진흥 정책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민간의 빅

데이터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리나

라에서도 2012년에 스마트 국가 구 을 한 

빅데이터 마스터 랜을 발표해 빅데이터 핵

심기술 개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

고 공공데이터 개발 활성화를 한 법령 제정 

등을 추진하 다(이강 , 2012).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도서 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의 

도서  서비스를 연구하고 련 시스템을 구축

하기에 이른다. 국립 앙도서 과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KISTI)을 심으로 2014년부터 

빅데이터 문가 의회를 개최, 도서  분야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와 교육을 시행하고 ‘도서

 빅데이터 분석․활용 랫폼(이하 도서  

빅데이터 랫폼)’을 구축하 다(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2015). 도서  빅데이터 랫폼은 

국 공공도서 과 작은도서 의 장서별 출 

빈도 데이터(이하 장서/ 출데이터)를 주기

으로 수집  개방하여 사서  연구자, 이용자 

등이 이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

공하고 있는데, 재 1,263개 도서 의 약 1억5

천여 건의 장서/ 출데이터가 축 되어 있다

(도서  정보나루, 2021.09). 

빅데이터에 한 혹자의 심이, 날로 증하

는 데이터의 규모(Volume)에 주목한다고 하더

라도 데이터를 모아만 놓았다면 그것은 그  ‘

규모 데이터 집합(a large set of data)’일뿐이

다. 빅데이터 한 선택의 문제이며, 선택의 결

과로 ‘사고의 확장(송길 , 2012)’을 이루어 내

야 한다. ‘도서  빅데이터’라는 이름 아래 도서

의 장서/ 출데이터를 축 한지 7년이 지난 

지 , 도서  빅데이터에 한 학계와 장의 지

난 성과를 정리하고 축 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서 을 한 숨은 가치를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서  빅데이터에 한 그간의 연

구 결과와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분석지표를 마

련하고, 도서  빅데이터 랫폼의 장서/ 출데

이터를 분석하여 차후 도서 의 인사이트를 만

들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할 목 으로 수행하



 부산지역 공공도서 의 빅데이터 분석 연구  91

다. 선행연구와 활용사례에서처럼 한 도서

의 빅데이터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역 단 의 도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도서  빅데이

터 랫폼 구축 기에 력 도서 으로 참여한 

비율이 국에서 가장 높았던(총 38개 도서  

 24개 도서  참여, 63%) 부산지역 공공도서

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분석 시 의 장서/

출데이터 오류 등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장서수와 출수를 심으로 하는 분석지표들

에 한 기  분석을 수행하 다. 

 

2. 이론  배경

2.1 도서 의 빅데이터 련 연구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는 2013년에 도서

과 빅데이터 련 연구가 시작된 이후, 도서  

빅데이터 랫폼 사업을 추진한 2014년부터 본

격 으로 련 연구물들이 생산되었다. 이들 연

구는 크게 빅데이터 개념, 특징, 분석 방법 등에 

한 이론  고찰과 더불어 빅데이터의 도서  

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이정미, 2013; 

이수상, 2014; 이원상, 2014; 표순희 외, 2015)

와 실제 도서  운 을 통해 생산되는 도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서

 운 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 

연구(김태형, 백지연, 오효정, 2018; 백지연 외, 

2018; 이선우, 장우권, 2019; 박태연, 손은정, 

오효정, 2020)로 나  수 있다. 

특히 표순희 외(2015)의 연구에서는 도서  

빅데이터 랫폼 구축 사업의 결과로 도서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도서  빅데이터는 도서  내

외부에서 수집, 생성되는 다양한 도서  정보로 

빅데이터의 기본 특징인 크기(Volume), 다양

성(Variety), 생성 속도(Velocity)에 부합하고 

도서  분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의한다. 그리고 도서  빅데이터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데이터로 나 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서  홈페이지  도서  정

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 DBMS에 장되는 

형 인 도서 의 정형데이터로, 수서․목록데

이터 등의 장서데이터와 출․반납, 열람 등의 

이용데이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도서  

반정형데이터로, 도서  홈페이지 웹로그나 검색

로그 등의 로그데이터, 시설  출 황 등의 

도서  통계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제공되는 도서  공공데이터(OpenAPI, 데이터

셋) 등 도서 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도서 이 자체 으로 생성하는 데이터이다. 세 

번째는 도서  내/외부에서 생성되는 도서  비

정형데이터로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생산되

는 도서  련 텍스트 데이터나 도서  이용 

후기 데이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서 과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와 같은 빅데이터 유형으로 나 어 살펴보면, 

먼  도서 의 정형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는 장서, 출, 이용자데이터를 분석하여 도

서  운  방안(김태형, 백지연, 오효정, 2018)

과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백지연 외, 

2018), 출데이터를 활용하여 남녀 노령자의 

독서 주제를 분석한 연구(조재인, 2019)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도서 의 반정형데이터를 수

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연구로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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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의 이용자 트래픽을 분석하거나(이

선우, 장우권, 2019) 도서  출입 로그데이터와 

공간별 약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박태연, 손

은정, 오효정, 2020)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

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내 정보화 트 드와 

도서 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나경식, 이지수, 

2018), 도서 을 주제로 한 뉴스 빅데이터를 분

석하여 도서 에 한 언론 보도 경향을 분석

한 연구(한승희, 2019) 등이 도서  비정형데

이터 분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2 도서  빅데이터 랫폼과 활용사례

도서  빅데이터 랫폼은 사서의사결정지

원서비스인 ‘솔로몬’, 도서  빅데이터 개방 공

유 서비스인 ‘도서  정보나루’를 두 축으로 한

다. 먼  솔로몬은 도서  내부 데이터인 서지

데이터, 회원데이터, 출데이터와 도서  외부 

데이터인 온라인 서  데이터, 공공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사서 업무를 지원하는 웹기

반 의사결정서비스로 도서  담당자만 가입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도서 (single 

library)과 체도서 (network library)으로 

나 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연령별․지역별 회원

황과 출회원 황, 연도별․주제별 출장

서  미 출장서분석, 장서별․주제별 출반

감기, 연도별․주제별 장서회 율, 외부 데이

터와 연계해 수서추천과 출장서순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도서  정보나루는 

도서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주요 분석 결과를 개방․공유함으로써 도서

 정책가, 사서, 연구자, 민간사업자 등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 생산, 서비스 개발  연

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국민 서비스이다. 

데이터 공개에 동의한 참여기 의 장서/ 출데

이터를 기본데이터로 하여 도서별 이용 분석, 인

기 출도서 등을 분석, 그 결과를 OpenAPI로 

공유하고 있으며, 비 문가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R기반의 통계분석 로그램인 Radar

도 제공하고 있다. 도서  정보나루의 공개데

이터는 <표 1>에 정리하 다.

구분 데이터 내용

도서 별 장서/ 출데이터 도서 별(도서  코드) 장서, 출빈도 데이터

도서  정보
데이터 공개에 참여하는 도서 의 목록

 - 도서  주소, 치, 단행본수 등

인기 출도서
인기 출도서목록 5,000건

 - 기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주제별 

도서 상세 조회
도서 ISBN 기반 상세정보, 출정보

 - 지역별, 연령별, 성별 순 , 건수

도서별 이용 분석

도서 ISBN 기반 서지정보, 출정보

 - 기간별, 건수, 순 , 다 출 이용자그룹(최근30일간)의 연령, 성별, 출건수, 순

도서 ISBN 기반 키워드정보(단어, 가 치), 추천도서, 함께 출된 도서(최근 36개월 동안) 

기타 도서 별 출반납추이, 도서 별 소장여부  출가능 조회, 출 상승도서

<표 1> 도서  정보나루 공개데이터(Open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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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나루에서 데이터 공개에 동의한 

참여기 의 장서/ 출데이터는 <그림 1>과 같

이 도서명, 자, 출 사, 발행년도, ISBN, 주제

분류번호, 도서권수, 출건수, 등록일자 등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  빅데이터 활용 도서 들은 랫폼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도서  운 과 서비스 개

선에 어떻게 활용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도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집(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6; 2017; 

2018; 국립 앙도서 , 2019; 2020)을 분석하

다. <표 2>는 우수사례 참여 도서 이 활용한 데

이터를 도서  내부 데이터인 장서/ 출데이터

와 회원데이터, 도서  외부 데이터인 온라인 서

 데이터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먼  장서/ 출데이터는 참여 도서  부분

이 활용한 기본데이터로, 출빈도 상  장서, 

미 출 장서, 장서회 율 분석결과를 토 로 

출 빈도가 높은 인기도서를 추천하거나 미 출 

비율이 높거나 장서회 율이 낮은 주제분야의 

도서를 홍보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요 활용내용을 정보서비스 역에서 4가지, 장

서개발 역에서 2가지로 정리하 는데, 첫 번

째 맞춤형 북큐 이션은 부분의 도서 에서 

시행한 표 인 활용사례로, 추천 목록이나 소

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도서나 테마 시 등

의 로그램을 진행하여 인기 장서 혹은 비인기 

장서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 다. 두 번째는 연

<그림 1> 도서  정보나루 장서/ 출데이터의 

데이터 유형 분석 지표 활용 내용 분야

장서/ 출데이터

출 빈도 상  장서
(성별, 연령별, 주제별)

맞춤형 북큐 이션

정보서비스

맞춤형 정보서비스 운

특화주제 선정  
특화정보서비스 제공미 출 장서

(주제별, 연령별) 개인화 도서 추천 서비스

장서회 율
(주제별)

장서 구성 계획수립  구입
장서개발

장서 폐기 심의

회원데이터
회원 황

(연령별, 연도별, 지역별)

맞춤형 로그램 운 정보서비스

홍보범  설정
도서  운  정책

도서  건립 기  마련

온라인 서  데이터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 목록

트 드를 반 한 도서 구입, 
미보유 도서 구입

장서개발

최신 트 드로 선별한 신간 
안내 서비스

정보서비스

<표 2> 도서  빅데이터 랫폼 데이터 유형별 활용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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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별 출빈도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로그

램을 개설하거나, 미 출 도서에 한 추가 출

서비스를 실시, 지역사회 독서 양극화 해소를 

한 소외계층 서비스, 워킹스루, 책꾸러미 배달 

등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운 이다. 세 번째는 특

화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출빈도 상  장서의 

주제를 분석해 도서 의 특화 주제분야로 선정

하여 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의 독서취향을 반 한 도서 추천 서

비스이다. 장서개발 역에서는 이용자별, 주제

별로 선호도가 높은 장서의 구입비를 증액하거

나 장서를 구입․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 결

과를 활용한 사례와 장기간 출수가 0인 장서

를 폐기 심의한 사례가 있었다.

회원데이터는 연령별, 가입 연도별, 지역별 회

원 황 데이터로, 맞춤형 로그램을 기획  운

하거나 도서 의 홍보 범  설정 혹은 도서  

건립 기 을 마련하는데 그 결과를 활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 연계되어 있

는 온라인 서  데이터로는 베스트셀러 목록과 

신간도서 목록을 참고해 최신 트 드를 확인하

고 도서  미보유 도서를 구입하거나 트 드 

심의 신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서  정보나루 공개데이터

이자 도서  빅데이터 랫폼의 기본데이터인 

공공도서 의 장서/ 출데이터를 추출해 분석

하 다. 도서  정보나루 사업에 참여하고 있

는 부산지역 공공도서  45개   장서의 등

록연도별 분석 결과의 원활한 비교를 해, 최

근 5년 내 설립한 공공도서  12개 은 제외하

고 2016년 이 에 개 한 33개 공공도서 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이들 도서 의 장서/

출데이터는 도서  정보나루에서 월별로 수집

하고 있는데, 상기 <그림 1>에서 나타낸 것처럼 

해당 월에 서비스 인 체 도서별 출빈도 데

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에서 가장 최

신 데이터인 2021년 7월 기 의 데이터를 추출

하 으며, 기본 오류 수정(서명, 주제분류번호 

등의 오류 수정)  인코딩 변환(utf-8)을 거

쳐 최종 으로 33개 의 6,722,603건을 상

으로 선정하 다. 분석 상 데이터의 규모와 

분석 성능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은 Google Colaboratory(Colab) 환경에

서 Python으로 수행하 다.

분석지표는 지 까지 살펴본 도서  빅데이

터 련 연구와 활용사례에서 나타난 지표들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장서의 기

본속성인 [발행년도, 주제분류번호, 도서권수, 

등록일자] 데이터를 통해 연도별 장서증가량, 

주제별 장서구성비를, 여기에 [ 출건수] 데이

터를 목하여 미 출 장서의 비율과 장서구성

비, 출 장서의 주제별 장서회 율, 그리고 주

제별 이용계수를 도출하 다(<표 3> 참조).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서회 율과 Bonn의 이

용계수를 산정하기 해서는 연도별 혹은 주제

별 출수와 장서수 데이터가 필요하다(오지은, 

정동열, 2015). 연도별 데이터는 도서 마다 참

여시기와 참여기간이 달라 분석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분류번호를 기 으로 주

제별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를 분석하 는데, 

주제분류번호 필드 값이 락된 일부 코드는 

결측치로 처리하고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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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지표

기술통계량 장서수와 출수의 합계, 평균, 앙값, 표 편차, 사분 수

연도별 장서증가량
2004년 이  개  도서 의 장서량, 2004년 이후 개  도서 의 장서량, 연도별 

장서증가량

주제별 장서구성비 주제별 장서분포도, 주제별 장서구성비

미 출 장서구성비 미 출 장서 비율, 미 출 장서의 주제별 구성비

주제별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주제별 장서회 율, 주제별 이용계수

<표 3> 부산지역 공공도서  장서/ 출데이터 분석지표

4. 연구 결과

4.1 도서  기본 황과 기술통계량

<표 4>는 분석 상이 된 33개 공공도서 의 

기본 황(공공도서  통계, 2020년 6월 기 )

이며, 장서수와 출수는 장서/ 출데이터에서 

총 도서 권수와 총 출 건수를 계산한 것으로 

2021년 7월 기 의 데이터이다.

장서수와 출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33개 공공도서 의 총 장서수는 7,156,258

권으로 평균 216,856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33

개   장서수가 가장 은 도서 은 정 어

린이도서 (49,762권)이고 가장 많은 도서

은 시민도서 (700,061권)이다. 출수는 총 

40,736,541건이며, 평균은 1,234,441건이다. 그

리고 출수가 가장 은 도서 은 기장도서

(194,995건)이고 출수가 가장 많은 도서 은 

해운 도서 (4,781,8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수와 출수의 평균과 표 편차, 앙값으

로 보아 장서수보다 출수의 비 칭도가 상

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림 2>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4.2 연도별 장서증가량

33개 공공도서 의 연도별 장서증가량을 

살펴보기 해 장서/ 출데이터에서 등록일

자를 추출해 연도별로 구분하여 두 가지 측면

에서 분석하 다. 첫 번째는 당해 연도까지 

된 총 장서수를 계산하여 연도별 장서

량을 도식화하고, 두 번째는 당해 연도 등록한 

장서수를 이  연도 등록 장서수로 나 어 

년도 비 당해 연도 장서증가율을 백분율로 

계산하 다. 2021년 7월 기  장서/ 출데이

터에서 가장 빠른 등록일자가 부분 2004년

인 것으로 나타나, 개 년도가 2004년 이 인 

22개 도서 과 2004년 이후 개 한 11개 도서

, 두 그룹으로 나 어 장서량을 살펴보

았다.1)

 1) 등록일자가 2004년 이 인 장서 데이터를 가진 도서 (서동, 수 구, 시민, 도도서 )의 경우 시작 인 2004년에 

합산하여 계산하 다. 그리고 2004년 이후 개 한 도서   2009년 개 한 도어린이 어도서 과 2010년 개

한 해운 도서 은 등록일자가 개  이 인 도서가 각각 419건, 8446건 나타났으며 이는 개 년도 등록 장서와 

합산하여 개 년도를 시작 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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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수(권) 출수(건)

합계(sum) 7,156,258 40,736,541

평균(mean) 216,856.30 1,234,440.64

앙값(median) 204,219 900,357

표 편차(std) 130,811.31 1,130,007.80

최소값(min) 49,762 194,995

25% 142,091 518,286

50% 204,219 900,357

75% 266,294 1,662,700

최 값(max) 700,061 4,781,867

<표 5> 장서수와 출수 기술통계량

<그림 2> 부산지역 33개 공공도서 의 장서수와 출수

<그림 3>은 2004년 이 에 개 한 22개 공공

도서 의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서

량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부분의 도서

에서 2005년에 장서를 많이 확충하여 그래  기

울기가 크고 2006년 이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

고 있으며, 반 으로 2015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그림 4>는 개 일이 2004년 이후인 11개 공

공도서 의 개 시 에서부터 2020년까지의 

장서량을 도식화한 것이다. 2004년 이  개  

공공도서 에 비해서 반 으로 기울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수 의 장서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연도별 장서증가량을 분석한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 나타낸 것처럼, 2004년 이 에 개 한 

도서 은 2004년을 기 으로 2005년 장서증가량

이 평균 5배 이상(533%)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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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4년 이  개  공공도서 의 장서량

<그림 4> 2004년 이후 개  공공도서 의 장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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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사하도서 (174.9% ￫ 398.8%), 서동도

서 (141.9% ￫ 255.9%), 도도서 (167.9% ￫ 
280.2%)은 2005년보다 2006년에 더 높은 장서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강서도서 은 2008년부

터 2018년까지 10% 의 증가량을 보이다 2018

년 이후에 10% 미만의 장서를 확충하 으며, 

구덕도서 은 2006년보다 2007년에 60.3%로 

장서증가율이 높았다가 2008년 이후로는 10%

미만으로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정도서 과 남구도서 은 2007년부터 

10%내외의 증가량을 보이다, 2014년에 각각 

25.0%, 22.3%로 상 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도도서 도 2010년부터 10%미만

의 장서증가율을 보이다 2014년에 15.4%로 상

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4년 이후에 개 한 정 어린이도서 은 

2013년에 개 하여 2014년에 95.0%를, 도어

린이 어도서 은 2009년에 개 하여 2010년

에 77.1%를, 동래읍성도서 도 2015년에 개

하여 2016년에 74.4%의 높은 장서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연제도서 , 정 도서 , 해운 도서

 등은 개  후 2년까지 20~30% 의 장서증

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 도서 은 개  다음 

해인 2011년은 58.0%, 2012년은 30.5%, 2013년

은 24.1%의 증가율을, 그 이후부터는 10% 로 

비교  일정한 장서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

이다. 2014년 개 한 연제도서 , 2015년 개

한 정 도서  한 개  이후 매년 10~20%

의 일정한 장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자면, 2004년 이  개  공공도서 은 

2005년 장서증가량이 평균 5배 이상 많게는 10

배 이상 증가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

년에 높은 장서증가량을 기록한 도서 이 많고 

 그 이후부터는 장서증가량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에 개 한 공

공도서 은 개  다음 해에 장서증가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자의 경우보다는 증가량의 정

도가 100% 미만으로 낮아 <그림 4>와 같이 

반 으로 일정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

역 33개 공공도서 은 2004년 혹은 개  연도를 

심으로 이후 1~2년간은 장서를 많이 확충하

여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이후부터 부분 최

값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주제별 장서구성비

부산시 33개 공공도서 의 주제별 장서구성비

를 살펴보기 에, 주제별로 장서가 어떻게 분포

되어 있는지를 시각 으로 표 하기 해 <그림 

5>와 같이 방사형 그래 를 그려 보았다. 도서

별 장서 규모의 차이로 인해 방사형의 크기가 다

를 뿐, 33개 공공도서 의 주제별 장서수를 연결

한 그래 는 일정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33개 공공도서 이 주제별

로 유사한 분포의 장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바깥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장서수가 가장 많은 시민도서

의 그래 인데, 시민도서 의 주제별 장서 구

성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10개 주제 분야  문학 

분야 장서(249,031권, 36%)가 가장 많으며, 다음

으로 사회과학 분야(129,788권, 19%), 기술과학 

분야(60,497권, 9%), 역사 분야(50,189권, 7%) 

순으로 장서수가 많고, 종교 분야(21,083권 3%), 

총류(30,692권, 4%), 언어 분야(32,096권, 5%)

는 장서수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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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산지역 33개 공공도서 의 주제별 장서분포도

<표 7>은 개별 도서 의 체 장서를 100으

로 보았을 때 주제별 장서 구성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모든 도서 들에서 문학 분야 

장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

어도서 의 경우 체 장서의 62.86%가 문

학 분야 장서이며, 정 어린이도서 도 문학 분

야 장서가 50.91%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33개 공공도서 의 문학 분야 장서수는 평

균 41.63%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장서수가 많

은 주제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이며 다른 8개 주

제 분야에 해서는, 구덕도서 의 기술과학 분

야(10.60%)를 제외하고는 부분 10% 미만의 

장서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어린이도서  

3개 이 조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송어린이도서 은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

과학 분야 장서 구성비가 각각 11.69%, 11.33%

이고 정 어린이도서 은 10.62%와 10.77%로 

두 분야의 장서가 유사한 비율을 보이며, 특히 

도어린이 어도서 은 언어 분야가 20.75%, 

총류가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33개 도

서  부분이 유사한 비율과 순 를 가지는 주

제별 장서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미 출 장서구성비

다음은 장서/ 출데이터의 [ 출건수] 데이

터를 활용하여, 어떤 주제 분야 장서가 활용도가 

높고 낮은지를 확인해보았다. 먼  미 출 장서

의 비율은 33개 공공도서 의 장서/ 출데이터

에서 출수가 0인 장서수를 계산하고 체 장

서수로 나 어 <표 8>에 나타냈다. 미 출 장서

의 체 평균은 36.78%이며, 미 출 장서 비율

이 가장 높은 도서 은 기장도서 으로 체 

장서의 66.90%, 138,478권에 해서는 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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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 명(가나다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1 강서도서 3.37 4.76 2.14 14.20 6.53 6.98 4.86 5.32 43.99 7.86 

2 구덕도서 4.95 6.02 3.16 18.37 4.88 10.60 5.81 3.75 34.57 7.89 

3 구포도서 4.44 5.84 3.40 18.24 5.13 7.92 5.64 5.25 36.76 7.39 

4 정도서 4.64 5.16 2.35 15.82 6.31 6.62 4.68 4.64 42.25 7.53 

5 기장도서 4.37 5.71 2.84 15.04 5.96 7.03 4.84 5.10 41.59 7.53 

6 남구도서 4.29 4.97 2.03 15.19 6.82 7.00 4.15 6.83 40.96 7.76 

7 다 도서 4.05 5.05 2.24 15.97 7.58 7.20 4.78 6.99 38.62 7.50 

8 동구도서 3.97 4.86 2.13 15.11 6.03 6.97 6.59 4.41 42.31 7.61 

9 동래읍성도서 3.06 3.76 1.09 12.66 6.98 6.50 4.12 2.66 49.34 9.83 

10 만덕도서 3.91 5.38 2.82 14.49 6.11 7.16 4.61 5.11 42.60 7.81 

11 망미분 4.24 4.52 1.84 14.71 7.73 6.56 3.59 4.23 44.71 7.87 

12 명장도서 3.98 6.45 3.05 18.50 4.85 8.62 6.33 4.16 36.37 7.70 

13 반송도서 3.76 6.08 3.14 17.60 4.72 8.04 5.94 3.84 38.07 8.79 

14 반여도서 3.97 5.59 2.47 15.84 5.92 7.23 5.08 7.74 39.13 7.02 

15 부산 어도서 2.45 0.86 0.88 7.63 5.97 6.42 2.53 5.94 62.86 4.46 

16 부 도서 4.75 6.12 3.32 19.87 4.44 8.35 5.68 3.88 35.98 7.62 

17 사상도서 4.18 4.69 2.01 13.22 6.81 6.45 4.50 3.90 46.42 7.82 

18 사하도서 4.81 5.21 2.85 17.40 5.17 8.04 6.01 5.97 36.62 7.92 

19 서동도서 3.82 6.15 2.76 18.80 5.17 9.73 5.47 4.05 36.18 7.87 

20 수 구도서 3.54 5.34 2.57 15.76 7.27 6.81 4.91 3.14 42.42 8.25 

21 시민도서 4.47 5.92 3.07 18.92 4.86 8.82 5.65 4.68 36.30 7.32 

22 연산도서 4.28 5.96 2.95 17.30 5.69 8.14 5.16 4.15 37.83 8.55 

23 연제도서 4.13 5.11 1.88 15.15 6.75 7.05 5.71 3.35 43.18 7.69 

24 도도서 5.25 5.18 2.51 16.55 5.74 7.90 5.11 4.84 39.25 7.67 

25 도어린이 어도서 11.15 0.74 0.43 5.10 4.95 2.01 2.26 20.75 49.15 3.45 

26 재송어린이도서 3.02 2.60 1.17 11.69 11.33 3.81 3.50 4.79 49.60 8.51 

27 정 도서 4.20 5.27 2.66 15.55 7.26 6.18 4.78 5.05 40.09 8.97 

28 정 어린이도서 4.10 2.52 0.77 10.62 10.77 3.88 4.08 4.20 50.91 8.14 

29 앙도서 4.55 5.63 3.31 17.60 4.80 8.54 6.07 4.10 37.51 7.89 

30 앙도서  수정분 4.40 5.15 2.67 15.78 5.68 7.77 7.01 4.17 39.33 8.04 

31 해운 도서 3.41 5.30 3.22 15.77 5.82 7.16 5.10 6.15 40.46 7.62 

32 해운 도서  우동분 3.77 5.75 3.03 16.87 4.98 7.82 5.42 3.58 39.63 9.15 

33 화명도서 3.62 4.93 1.89 15.35 6.77 6.60 5.37 8.56 38.73 8.19 

<표 7> 주제별 장서구성비(%) 

연번 도서 명(가나다순) 체 장서수(권) 미 출 장서수(권) 미 출 장서 비율(%)

1 강서도서 141,638 39,187 27.67 

2 구덕도서 286,901 153,468 53.49 

3 구포도서 446,001 184,140 41.29 

4 정도서 274,540 66,920 24.38 

5 기장도서 206,987 138,478 66.90 

6 남구도서 280,795 65,419 23.30 

7 다 도서 155,189 62,035 39.97 

8 동구도서 142,091 51,698 36.38 

<표 8> 미 출 장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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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

구도서 이 61.66%(101,309권), 서동도서

이 55.22%(124,454권), 앙도서 이 55.01% 

(220,462권), 구덕도서 이 53.49%(153,468권) 

순으로 미 출 장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

면에 동래읍성도서 은 체 장서의 10.97% 

(6,179권), 정 어린이도서 은 12.21%(6,076

권), 화명도서 이 14.77%(24,975권), 해운 도

서 이 15.49%(48,320권), 정 도서 이 18.22% 

(37,202권)으로 미 출 장서 비율이 비교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어떤 주제 분야의 미 출율이 높은

지 알아보기 해, 개별 도서 의 미 출 장서

를 주제별로 나 어 분석한 것이다. 미 출 장

서의 주제별 구성비도 <표 8>의 주제별 장서 구

성비와 유사하게 소장 비율이 높은 주제 분야

가 미 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모든 도서

에서 문학 분야 장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

었고, 미 출 장서 비율도 문학 분야가 가장 높

은 순 로 나타났다. 장서수가 두 번째로 많은 

사회과학 분야가 미 출 장서 비율도 두 번째

로 높게 나타났다. 주제별 장서 구성비에서 다

른 도서 들과는 조  다른 구성을 보 던 어

린이도서  3개 의 경우에도 미 출 장서 비

율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 소장 장서

의 주제별 구성비와 미 출 장서의 주제별 구

성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연번 도서 명(가나다순) 체 장서수(권) 미 출 장서수(권) 미 출 장서 비율(%)

9 동래읍성도서 56,330 6,179 10.97 

10 만덕도서 170,848 54,332 31.80 

11 망미분 98,187 34,150 34.78 

12 명장도서 228,783 119,605 52.28 

13 반송도서 242,780 121,337 49.98 

14 반여도서 112,015 39,566 35.32 

15 부산 어도서 81,075 29,086 35.88 

16 부 도서 404,864 164,288 40.58 

17 사상도서 189,458 51,658 27.27 

18 사하도서 266,294 123,888 46.52 

19 서동도서 225,371 124,454 55.22 

20 수 구도서 164,300 101,309 61.66 

21 시민도서 700,061 291,601 41.65 

22 연산도서 251,342 116,088 46.19 

23 연제도서 131,787 42,412 32.18 

24 도도서 207,033 68,237 32.96 

25 도어린이 어도서 50,373 14,082 27.96 

26 재송어린이도서 144,782 33,445 23.10 

27 정 도서 204,219 37,202 18.22 

28 정 어린이도서 49,762 6,076 12.21 

29 앙도서 400,744 220,462 55.01 

30 앙도서  수정분 145,770 73,603 50.49 

31 해운 도서 313,925 48,620 15.49 

32 해운 도서  우동분 204,360 97,709 47.81 

33 화명도서 169,084 24,975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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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 명(가나다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1 강서도서 4.21 5.04 2.54 16.45 5.10 5.72 7.61 5.03 39.73 8.56

2 구덕도서 6.60 5.67 3.41 21.15 4.34 10.79 6.39 2.95 31.17 7.52

3 구포도서 4.91 4.83 3.91 20.68 4.28 6.88 7.70 3.92 35.51 7.38

4 정도서 6.78 4.73 2.54 19.47 4.62 5.94 5.30 6.83 38.04 5.74

5 기장도서 4.94 5.87 3.10 15.89 5.69 6.86 5.45 4.57 39.99 7.65

6 남구도서 6.58 4.99 2.61 17.38 5.48 7.50 6.13 6.99 35.22 7.13

7 다 도서 4.23 4.72 2.55 17.13 7.39 7.04 5.68 6.66 36.98 7.62

8 동구도서 5.60 3.96 2.19 18.56 5.32 6.54 8.67 4.91 37.44 6.81

9 동래읍성도서 4.38 2.90 1.28 12.05 4.46 3.37 17.46 1.74 39.51 12.86

10 만덕도서 5.87 5.11 3.83 16.94 4.98 6.11 6.76 6.08 36.18 8.13

11 망미분 6.17 4.49 1.73 17.41 7.10 5.78 4.39 4.42 40.13 8.38

12 명장도서 4.40 6.29 3.35 20.27 4.22 7.56 7.77 3.26 35.21 7.66

13 반송도서 4.25 5.29 3.17 18.64 4.62 7.27 7.83 3.19 36.58 9.17

14 반여도서 6.03 5.17 2.51 20.56 5.13 7.08 7.59 6.10 33.07 6.77

15 부산 어도서 1.40 0.84 0.96 12.71 9.84 6.46 2.74 9.43 50.38 5.23

16 부 도서 6.47 5.87 3.47 23.82 4.21 6.65 6.66 2.99 32.74 7.11

17 사상도서 6.18 4.95 2.87 14.48 6.22 6.24 7.86 4.85 38.27 8.09

18 사하도서 5.84 4.73 2.98 19.46 4.95 7.70 8.15 3.98 34.13 8.07

19 서동도서 4.07 5.64 3.06 19.70 4.55 9.64 6.49 3.17 35.67 8.02

20 수 구도서 4.33 5.75 2.95 16.88 7.17 6.11 6.04 3.23 38.76 8.78

21 시민도서 4.87 4.91 2.58 19.90 3.97 8.42 6.38 3.72 38.50 6.75

22 연산도서 5.16 5.40 3.19 18.53 5.62 7.30 5.79 3.48 36.77 8.77

23 연제도서 4.66 5.21 2.30 18.14 4.99 6.06 11.31 3.43 36.24 7.66

24 도도서 7.09 4.53 2.40 19.61 4.32 7.36 6.71 5.63 34.91 7.45

25 도어린이 어도서 12.27 0.63 0.63 5.72 4.72 2.23 3.20 16.87 49.59 4.14

26 재송어린이도서 3.88 2.59 1.51 13.95 9.48 3.64 6.71 5.48 47.42 5.35

27 정 도서 4.56 6.32 3.45 18.93 4.17 5.31 6.01 4.78 39.22 7.23

28 정 어린이도서 4.51 3.10 0.89 11.57 8.08 3.27 17.54 2.91 41.70 6.42

29 앙도서 5.35 4.84 3.21 18.99 4.40 8.24 7.00 3.49 36.71 7.77

30 앙도서  수정분 5.13 4.29 2.80 17.15 5.01 7.22 10.43 3.85 36.13 8.00

31 해운 도서 2.74 3.50 2.82 13.99 4.52 6.02 10.64 3.71 44.73 7.33

32 해운 도서  우동분 5.11 5.10 3.30 19.13 4.28 7.08 6.79 3.33 37.47 8.40

33 화명도서 3.65 3.85 2.08 15.68 4.47 4.12 12.60 9.10 37.39 7.06

<표 9> 미 출 장서의 주제별 구성비(%) 

4.5 주제별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장서회 율은 장서구성의 합성을 평가하

기 한 방법으로 도서의 출수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수로 나 어 계산하는데, 그 값이 

클수록 분석 상 도서의 출수가 많음을 의

미한다(오지은, 정동열, 2015). 선행연구에서

는 부분 한 도서 의 주제별, 연도별 장서회

율을 분석하 으며, 솔로몬에서도 자 의 

연도별 장서회 율과 주제별 장서회 율  

장서수가 비슷한 도서 들의 평균 장서수와 

장서회 율, 국 평균 장서회 율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주제별 장서회 율을 살펴보기 에, 주제별 

장서 구성비와 같이 장서회 율 데이터로 방사

형 그래 를 그려 보았다. 이는 과연 장서회

율 한 주제별 장서 구성을 나타내는  그래

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는지를 보아 장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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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구성이 장서의 출 행태와 비슷한지를 

확인하기 해서다. <그림 6>은 <그림 5>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도서 별로도 

그래 의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도서 의 주제별 장서 구성 형태와 이용자

들의 주제별 출 행태가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10>의 주제별 장서회 율 수치와 함께 살

펴보면, 장서 구성비에서는 7  정도에 자리하

고 있던 자연과학 분야가 장서회 율은 다른 주

제 분야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연과학 

분야의 도서 1권당 출 횟수가 다른 주제 분야

보다 반 으로 많다는 의미이다. 개별 도서

의 체 장서회 율을 기 으로 주제별 장서회

율을 살펴보면, 부분의 도서 에서 언어, 문

학, 역사 분야가 체 장서회 율보다 높거나 비

슷하게 나타났다. 총류, 종교, 사회과학, 기술분

야는 상 으로 다른 주제 분야보다 장서회

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해운 도서 (12.39), 부

산 어도서 (16.38), 다 도서 (3.17)은 총류 

분야가, 정 어린이도서 (11.88)과 도어린

이 어도서 (7.99)은 종교 분야가, 그리고 부

도서 (5.72)과 앙도서  수정분 (2.17)은 

기술과학 분야가 체 장서회 율보다 높게 나

타나 특징 이다. 

한 정 어린이도서 은 언어 분야의 장서

회 율이 20.13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부산 어도서 은 총류의 장서

회 율이 1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운

도서 은 장서회 율이 부분 높은데 다른 

<그림 6> 부산지역 33개 공공도서 의 주제별 장서회 율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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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 명(가나다순) 체 장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1 강서도서 7.42 6.15 4.81 4.73 6.05 12.16 7.36 4.18 7.82 7.97 7.72

2 구덕도서 3.23 1.52 2.61 1.97 1.98 4.98 2.45 2.05 4.10 4.35 3.94

3 구포도서 4.10 3.03 3.71 2.39 3.21 5.91 3.81 2.38 4.16 5.25 4.08

4 정도서 9.24 6.29 7.87 6.49 7.27 13.05 8.61 6.75 8.05 10.82 11.28

5 기장도서 0.94 0.73 0.77 0.64 0.81 1.44 0.87 0.52 1.00 1.06 0.92

6 남구도서 7.90 5.40 6.77 4.83 6.61 11.69 6.05 4.96 8.95 8.68 9.16

7 다 도서 3.08 3.17 2.60 1.95 2.78 3.55 2.74 2.67 2.56 3.57 2.87

8 동구도서 3.10 2.59 3.64 2.55 2.48 4.77 2.68 2.43 2.94 3.30 3.86

9 동래읍성도서 13.30 11.81 11.30 10.27 11.66 24.91 11.96 5.86 13.59 13.80 13.08

10 만덕도서 5.27 3.48 4.49 3.68 4.19 6.67 5.07 3.03 4.05 6.45 5.03

11 망미분 3.48 2.02 3.42 3.22 2.93 4.88 2.83 2.11 3.52 3.85 3.24

12 명장도서 2.59 1.86 2.22 1.79 1.86 3.61 2.34 1.68 3.29 3.33 2.49

13 반송도서 2.69 2.42 2.84 1.90 2.02 2.70 2.63 1.57 3.26 3.53 2.31

14 반여도서 4.12 2.57 3.37 3.37 3.02 6.04 3.01 2.46 4.39 4.86 4.70

15 부산 어도서 9.24 16.38 6.81 3.73 4.93 15.75 6.66 5.51 4.27 10.92 4.12

16 부 도서 5.40 4.07 5.67 3.85 4.23 6.22 5.72 3.93 6.39 6.46 5.78

17 사상도서 8.25 5.77 8.26 5.51 7.60 11.68 6.73 3.65 6.97 9.22 8.57

18 사하도서 3.58 2.52 3.32 2.51 2.80 5.05 3.50 1.65 4.49 4.29 3.79

19 서동도서 2.30 1.71 2.11 1.59 1.64 3.57 1.85 1.21 2.78 2.94 2.21

20 수 구도서 1.58 0.76 1.16 1.04 1.37 2.19 1.67 0.85 1.51 1.77 1.49

21 시민도서 6.82 4.80 6.79 4.81 5.55 11.90 5.18 4.04 6.39 8.03 8.40

22 연산도서 4.38 2.88 3.85 2.85 3.29 5.79 3.82 3.07 4.56 5.41 4.47

23 연제도서 4.40 3.74 3.21 3.75 3.67 6.96 3.65 2.40 5.37 5.29 4.91

24 도도서 5.47 4.26 5.52 4.22 4.42 8.44 4.84 4.47 4.81 6.07 5.67

25 도어린이 어도서 5.33 4.45 4.06 7.99 4.25 7.08 5.33 3.32 7.15 5.07 4.48

26 재송어린이도서 11.48 8.94 8.80 9.98 9.60 14.16 10.33 7.74 13.77 11.76 14.42

27 정 도서 9.66 7.10 6.13 5.96 7.45 13.68 9.52 8.20 10.55 11.07 10.67

28 정 어린이도서 11.31 7.96 7.21 11.88 10.10 14.84 12.72 6.45 20.13 11.62 12.07

29 앙도서 2.25 1.67 2.76 1.86 1.84 2.91 2.16 1.36 2.47 2.61 2.23

30 앙도서  수정분 2.16 1.79 2.43 1.67 1.74 2.48 2.17 0.80 2.51 2.65 2.15

31 해운 도서 15.23 12.39 13.22 9.07 12.02 21.56 14.52 9.38 17.71 17.82 16.98

32 해운 도서  우동분 3.47 1.68 3.28 1.87 2.28 4.88 2.87 1.80 3.41 4.59 3.63

33 화명도서 13.96 12.08 11.17 9.81 11.53 20.58 12.99 10.82 13.07 15.71 14.78

<표 10> 주제별 장서회 율 

역에 비해 술 분야와 종교 분야의 장서회

율이 각각 9.07과 9.38로 상 으로 낮게 나타

났으며, 동래읍성도서 도 다른 역에 비해 

술 분야가 5.86으로 크게 낮게 나타났다. 

33개 공공도서 의 체 장서의 회 율을 비

교해보면, 장서회 율이 가장 높은 도서 은 

해운 도서 (15.23)으로 나타났고, 화명도서

이 13.96, 동래읍성도서 이 13.30, 재송어린

이도서 이 11.48, 정 어린이도서 이 11.31

로 나타나 이들 도서 의 소장 장서는 평균 10

회 이상 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장도

서 은 장서회 율이 0.94로 33개 공공도서  

 가장 낮으며, 수 구도서 은 1.58, 앙도

서  수정분 은 2.16, 앙도서 은 2.25, 서동

도서 은 2.30 순으로 낮은 장서회 율을 보이

고 있다. 

주제별 이용계수는 Bonn(1974)에 의해 사

용되었는데, 출비율을 장서비율로 나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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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 명(가나다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1 강서도서 0.83 0.65 0.64 0.81 1.63 0.99 0.56 1.05 1.07 1.04

2 구덕도서 0.47 0.80 0.61 0.61 1.53 0.75 0.63 1.26 1.34 1.21

3 구포도서 0.72 0.88 0.57 0.76 1.41 0.91 0.57 0.99 1.25 0.97

4 정도서 0.66 0.83 0.68 0.76 1.37 0.91 0.71 0.85 1.14 1.19

5 기장도서 0.77 0.81 0.68 0.85 1.52 0.91 0.55 1.05 1.12 0.97

6 남구도서 0.68 0.85 0.61 0.83 1.47 0.76 0.62 1.12 1.09 1.15

7 다 도서 1.02 0.84 0.63 0.89 1.14 0.88 0.86 0.82 1.15 0.92

8 동구도서 0.82 1.15 0.81 0.78 1.51 0.85 0.77 0.93 1.04 1.22

9 동래읍성도서 0.87 0.83 0.76 0.86 1.83 0.88 0.43 1.00 1.02 0.96

10 만덕도서 0.65 0.84 0.69 0.78 1.25 0.95 0.57 0.76 1.21 0.94

11 망미분 0.58 0.98 0.92 0.84 1.40 0.81 0.60 1.01 1.10 0.93

12 명장도서 0.71 0.84 0.68 0.70 1.37 0.89 0.64 1.25 1.26 0.95

13 반송도서 0.87 1.02 0.68 0.73 0.97 0.94 0.56 1.17 1.27 0.83

14 반여도서 0.62 0.82 0.82 0.73 1.46 0.73 0.60 1.06 1.18 1.14

15 부산 어도서 1.69 0.70 0.39 0.51 1.63 0.69 0.57 0.44 1.13 0.43

16 부 도서 0.74 1.03 0.70 0.77 1.13 1.04 0.72 1.16 1.18 1.05

17 사상도서 0.69 0.99 0.66 0.91 1.40 0.81 0.44 0.83 1.10 1.03

18 사하도서 0.69 0.91 0.69 0.77 1.39 0.96 0.46 1.24 1.18 1.04

19 서동도서 0.74 0.91 0.68 0.70 1.53 0.80 0.52 1.19 1.26 0.95

20 수 구도서 0.49 0.74 0.66 0.88 1.40 1.06 0.54 0.97 1.13 0.95

21 시민도서 0.70 0.98 0.70 0.80 1.72 0.75 0.58 0.93 1.16 1.22

22 연산도서 0.65 0.87 0.65 0.74 1.31 0.86 0.69 1.03 1.22 1.01

23 연제도서 0.80 0.69 0.81 0.79 1.50 0.78 0.52 1.15 1.14 1.05

24 도도서 0.78 1.00 0.77 0.80 1.54 0.88 0.81 0.88 1.11 1.03

25 도어린이 어도서 0.82 0.75 1.47 0.78 1.30 0.98 0.61 1.31 0.93 0.82

26 재송어린이도서 0.76 0.75 0.85 0.82 1.21 0.88 0.66 1.17 1.00 1.23

27 정 도서 0.72 0.62 0.61 0.76 1.39 0.97 0.83 1.07 1.13 1.08

28 정 어린이도서 0.68 0.61 1.01 0.86 1.26 1.08 0.55 1.71 0.99 1.03

29 앙도서 0.73 1.21 0.82 0.81 1.28 0.95 0.60 1.08 1.14 0.98

30 앙도서  수정분 0.81 1.10 0.76 0.79 1.12 0.98 0.36 1.14 1.20 0.97

31 해운 도서 0.79 0.84 0.58 0.77 1.38 0.93 0.60 1.13 1.14 1.08

32 해운 도서  우동분 0.48 0.93 0.53 0.65 1.38 0.81 0.51 0.96 1.30 1.03

33 화명도서 0.85 0.79 0.69 0.81 1.45 0.92 0.76 0.92 1.11 1.04

<표 11> 주제별 이용계수 

로 산출한다. 이용계수가 1보다 큰 경우는 많이 

이용되는 도서이므로 장서 확장을 필요로 한다

고 보며, 1보다 은 경우는 이용이 게 되는 

도서로 장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본다(유경

종, 박일종, 2008). 앞서 자연과학 분야의 장서

회 율이 다른 주제 분야에 비해 부분의 도

서 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제별 이용

계수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자연과학 분

야 이용계수를 살펴보면, 반송도서 을 제외한 

모든 도서 에서 1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학 분

야도 부분의 도서 이 이용계수 1 이상의 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시사

지 까지 부산지역 33개 공공도서 의 장서

/ 출데이터를 추출해서 기술통계량, 연도별 장

서증가량, 주제별 장서구성비, 미 출 장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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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주제별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로 분석을 수

행하 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시사 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별 출수와 장서수에 편차가 있

고, 장서수보다 출수의 도서 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  개  공공도서

은 시민도서 을 제외하고는 만 권 내외( 부

분 만 권 이내)의 장서로 시작 을 형성하고 있

는데, 연도별 장서증가량의 차이로 2020년 기

의 장서수에 도서 별 격차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이후 개 한 도서 은 2만 권 

내외의 장서로 오 하여 시작 장서수가 상

으로 크지만, 2004년 이  개  도서 과 마찬

가지로 연도별 장서증가량이 장서수의 격

차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산지역 33개 공공도서 의 출과 

미 출 장서를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소장 장

서의 주제별 구성비와 미 출 장서의 주제별 

구성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식 으로 특정 주제분야의 장서가 많다

는 것은 해당 분야의 이용이 많기 때문이고, 따

라서 미 출 비율이 상 으로 낮아야 할 것

이다. 한 도서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하 지만, 어린이도서 을 제외하고는 부

분의 도서 에서 유사한 패턴의 보 다. 주제

별 장서 구성에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림 7>에서 주제별 장서분

포도와 주제별 장서회 율의 분포도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셋째, <그림 7>과 같이 주제별 장서분포도를 

통해 33개 공공도서 이 주제별로 유사한 분포

의 장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용자들의 

출은 주제별, 도서 별로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모든 도서 에서 문학 분야 장

서를 압도 으로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부분의 도서 에서 자연과학 분야 장서회 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 장서회 율보다 

높게 나타난 주제분야도 도서 마다 다르게 나

주제별 장서분포도 주제별 장서회 율 분포도

<그림 7> 주제별 장서분포도와 주제별 장서회 율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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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분석하여 장서구

성 시 도서 별로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며, 지

역 통합의 에서 장서 공유와 특성화, 장서구

성의 질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계와 장의 도서  빅데이터 

련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도서  

빅데이터 랫폼인 도서  정보나루의 장서/

출데이터를 분석하여 차후 도서 의 인사이트

를 만들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한 연구이

다. 이를 해 부산지역 33개 공공도서 의 장

서/ 출데이터를 수집, 장서 속성 데이터를 통

해 연도별 장서증가량, 주제별 장서구성비를 

분석하고 출 데이터를 목하여 미 출 장서

의 비율과 구성비, 출 장서의 주제별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3개 공공도서 의 총 장서수는 7,156,258

권으로 평균 216,856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출수는 총 40,736,541건으로 평균 1,234,441건

의 출이 이루어졌다. 도서  간 장서수보다 

출수의 비 칭도가 상 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도서 의 장서수와 출수, 그리고 이 

둘의 편차를 이끌어내는 요인을 도서  내부와 

외부요인으로 나 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산지역 33개 공공도서 은 반 으

로 2004년 혹은 개  연도를 심으로 이후 

1~2년간은 장서를 많이 확충하여 높은 증가율

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

이다 최근 최 치의 장서증가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체 도서 의 흐름이다. 개별 도서 으

로 보았을 때는 연도별 장서증가량이 장서

수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주제별 장서 분포도를 분석해보니 도

서 별 장서 규모의 차이로 인해 방사형의 크

기가 다를 뿐 33개 공공도서 의 주제별 도서 

권수를 연결한 그래 가 일정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학 분야 장서가 

평균 41.63%, 많게는 62.86%로 압도 인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 도 있었다. 이를 주제

별 장서회 율의 분포도와 비교해보니, 33개 

공공도서 의 주제별 장서구성이 이용자의 정

보요구를 반 하지 않은 천편일률 인 구성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는 미 출 장서의 주제별 구성비에서

도 나타났다. 미 출 장서는 체 평균 36.78%

이며, 게는 10.97%, 많게는 66.90%로 도서

별로 차이가 있는데 반해, 부분의 도서 에서 

미 출 장서의 주제별 구성비와 소장 장서의 주

제별 구성비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주제별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분석을 통해, 상기 언 한 바와 같이 도서 의 

장서 구축 황과 장서 활용도의 차이를 확인

하 고, 구체 으로 33개 공공도서 별로 어떠

한 주제 분야의 장서가 많이 이용되는지를 알

아보았다. 부분의 도서 에서 자연과학 분야 

장서회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별 도서

의 체 장서회 율 보다 높게 나타난 주제

분야는 언어, 문학, 역사 분야이지만, 일부 도서

은 총류, 종교, 기술과학 분야로 나타났다. 도

서 마다 이용자의 주제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연구 진행의 기에는 다양한 분석지표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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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분석을 시도하 으나 상치 못한 데이

터 오류로 인해 분석의 한계에 직면해야만 했다. 

주요한 데이터 오류를 정리하면, 첫째, 도서

마다 주제분류번호 락 장서가 게는 0.30%, 

많게는 7.90%이며, 평균 2.67% 수 이었다. 

둘째, 도서권수 필드의 값이 0으로 표기된 코

드가 등록일자 구분 없이 다수 발견되었다. 셋

째, 발행년도 필드에 특수문자, 불기, 서기, 발

행년 미상 등의 연도 이외의 값이 다수 발견되

었다. 특히 장서/ 출데이터의 가장 큰 오류는 

ISBN이 동일한 자료가 수만 건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자료의 식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장서 식별자(ISBN)를 기  데이터로 하는 분석

은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상의 오

류들에 해서는 도서  빅데이터 랫폼 할 

부서에서 데이터 품질 검을 수행하고, 각종 오

류사례와 데이터 입력 지침을 작성해 체 도서

을 상으로 공지  수정 요청을 해야 할 것

이다. 특히 도서  정보나루의 OpenAPI 데이

터  ISBN을 기반으로 추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ISBN 체계의 문제 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서  빅데이터에 한 학계와 장, 이용

자의 기  속에는 도서  운 에 필요한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도서  서비스의 변화, 

소셜  공공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한 더 나은 

가치 창출에 한 요구가 드러나 있다. 결국 도

서  빅데이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분석할지, 

이를 도서  운 과 서비스 신의 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를 찾아내는 것이 도

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이자 목 일 것

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해 도서  정보나루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도

서 별 장서/ 출데이터의 오류 분석과 이에 

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 하다. 도서 별 장

서/ 출데이터가 도서  빅데이터 랫폼의 기

본데이터이기 때문에 반 인 품질 검이 필

요한 시 이다. 둘째, 도서  빅데이터를 공공

도서 의 입지 환경(인구 도 등), 지역주민의 

활동 역과 시간 , 축제나 기념일 등 지역사

회 공공데이터와 연계․분석하여, 도서 별 특

성에 따른 연 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도서 이 독자 인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공동의 도서  운 과 서

비스 신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해 부산․울산․경남이 메가시티 구

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범 를 확

하여 도농 간, 부울경 간, 부울경과 수도권 간 

도서  빅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메가시티의 

지식 랫폼으로서의 공공도서 의 역할을 찾

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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