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학교도서  장서 배가를 한 소요 서가 산출에 한 논의
Discussion on Calculating the Required Shelves for Arranging the School 

Library Collection

강 봉 숙 (Bong-Suk Kang)*

목  차

1. 서 론

2. 단행본 장서 리

3. 연구 방법  도구

4. 학교도서  단행본 배가를 한 

소요 서가 산출

5. 결론  제언

 록

본 연구의 목 은 학교도서  단행본 장서 배가를 한 소요 서가 산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을 해 학교도서  11곳을 방문하여 배가 황을 학교 별, 한국십진분류법의 주류 주제별로 악하 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0cm 단  서가 단의 67%를 배열하는 이상  배가 권수를 , , 고 각각 46.9권, 

32.3권, 28.4권으로 도출하 다. 한 90cm 단  서가 단의 75%를 배열하는 실  배가 권수를 , , 

고 각각 52.8권, 36.4권, 32.0권으로 도출하 다. 그리고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단행본 장서 

배가를 한 소요 서가 산출에 한 도구를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  실물 장서 배가를 한 

소요 서가 산출 등을 용이하게 하여 도서  장의 장서 리에 정  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of calculating the shelves required for the 

placement of bookshelves in the school library. The study was conducted by visiting 11 school 

libraries, and current library status was identified according to school levels and major subjects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deal numbers 

of arranged volumes are 46.9, 32.3, and 28.4 volumes of book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respectively, which takes up 67 percent of a 90-centimeter-unit bookshelf. However, 

the more realistic number turned out to be 75%, with 52.8, 36.4, and 32.0 volumes of book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 

tool was presented to calculate required bookshelves in school librar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library operation by making it easier to calculate the bookshelves 

required for actual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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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공간 재구성이 활발하다. 더불어 학

교 공간 신 논의와 학교도서  공간 재구성 

역시 역동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 재구

성에 수반되는 장서 리는 도서  정보센터에

서 높은 문성과 업무량을 요구한다. 이용자 

삶에 더욱 착된 서비스를 하여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도서 은 장서 리

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간의 균형감에 한 철

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 문가는 

장서에 한 재 이용자 수요와 미래의 잠재

 이용자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에 따라 장서의 성격에 따라 서가 재배열, 보존 

서고 별치, 제   폐기 필요 여부 등을 단해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를 거쳐 개가식 서

가에 실물 장서 재배열을 통해 이용자 열람이 

가능하게 하기 해서 조직  업무 분담이 필

요하다. 특히 물리 으로 방 한 실물 장서를 

상 식 배가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은 높은 

문성에 기인한 리더십, 체계 인 업무 분담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서  장에 실질

으로 용될 수 있는 실물 장서 배가에 한 논

의를 통한 장 기반 장서 리 지침과 이론 생

성의 과정은 매우 요하다. 

장서 리에 한 연구는 학  공공도서

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물 장

서의 배가에 한 연구는 극히 일부만이 이루

어져 왔다. 특히 학교도서 을 상으로 한 연

구는 극히 미진한 상황이다. 학교도서 은 이

용 상의 특수성이 짙어 장서도 타 종 도서

의 장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장서구성 

기 ,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은 물론 실물 장서

의 외형도 그러하다. 학교도서 은 디지털 

환이 화두가 되는 재에도 여 히 실물 장서

를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의 요성이 가장 강

조되는 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

교도서 의 장서구성 기 , 주제별 장서구성 비

율, 실물 장서의 형태를 고려한 장서 리 방안

에 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학교도서  실물 장서 배가에 한 논의가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의 실물 장서 

 단행본을 심으로 개가식 열람제, 상 식 

배가에 필요한 소요 서가 산출에 하여 탐색

 논의를 시도하 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

해 학교도서 의 장서구성 기 , 주제별 장서

구성 비율, 장서의 형태를 고려하여 학교 별

로 단행본 장서 배가에 필요한 소요 서가 산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이러한 산출 방

안을 학교도서  장에서 손쉽게 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의 장서  실물 

단행본 장서에 국한하여 이루어졌고 이론을 도

출하기 해 수집한 데이터의 표본이 제한 이

라는 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학교도서  장의 실물 장서 리에 실용  

지침을 제공하는 탐색  논의로 학교도서  

장에 충분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향후에는 

단행본뿐 아니라 학교도서  장서 체를 상

으로 보다 많은 범 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학

교도서 의 장서 리에 한 체계  이론을 

정립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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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장서 리 

2.1 단행본 장서 배가

도서 에서 청구기호를 이용한 상 식 배가

법 용 시 서가의 각 단은 향후 배가될 자료를 

비하여 가  1/3의 여유를 두며 배열하도

록 권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 으로 학술서 

주의 서가는 한 단에 평균 18책, 서 심의 

서가는 평균 24책 정도를 배열하는 것을 권한

다( 창호, 2019, 408). 그러나 이 자료에서 제

시한 서가 한 단에 배열할 수 있는 단행본의 

권수는 종을 불문하고 제시된 내용으로 학교

도서  장에서는 학술서와 서로 나 어 

서가 각 단 배가 권수를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외 문헌에서는 서가 각 단 단  공간에 장

서를 배가할 때 서가 단의 67%에서 75%에 해

당하는 공간에만 장서를 배가하는 것을 권장한

다. 즉, 서가 각 단의 34%에서 25%는 여유 공

간으로 비워 각 서가 단의 67%에서 75%만을 

배가하는 것이다. 서가 각 단의 67%만을 배가

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 인 배가 방식이지만 

부분의 도서  정보센터 장의 공간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따라서 서가 각 단의 75%

만을 배가하는 수 으로 상 식 배가의 효율성

을 기하는 도서 이 부분이다. 그러나 도서

의 공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서가 단의 

최  배가율은 86%를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

다. 서가 단 단  최  배가율인 86%에 이르면 

장서 증가 시마다 연쇄 인 장서 재배가가 불

가피하기 때문이다(Quon, T. & Szkudlarek, I., 

2004, 173).

서가 각 단 단  서가 수장력 외에 도서  

공간의 수장력을 개가제와 폐가제로 나 어 제

시한 경우도 있다. 7.7m × 7.7m와 6.9m × 6.9m 

모듈 단 에서 개가서고의 수장력을 각각 10,800

권, 8,670권, 폐가서고의 수장력을 12,960권, 

10,404권으로 보았다(윤희윤, 2021, 306).

단행본 장서 배가와 련된 문헌 조사 결과, 

일반 인 배가 산출식과 지침은 제시되었으나 

학교도서 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서 배가에 

한 구체  지침은 밝 진 바가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2.2 학교도서  장서 리 기

학교도서  장의 장서 리 지침은 2013

년 발표된 한국도서 기 이다. 한국도서

기 에서는 학교도서 에서 도서, 연속간행

물, 시청각자료, 자자료의 자료종류별로 갖추

어야 할 기본 자료수와 연간 증가책수를 학교

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자

료의 종류인 도서의 경우 <표 1>과 같이 , , 

고 각각 학생 1명당 10권, 20권, 30권 이상을 

기본 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학교도서 의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은 <표 2>와 같다(한국

도서 회 한국도서 기  특별 원회, 2013, 

149-150).

해당 기 에서 등학교의 경우 주제별 장서

구성 비율에 그림책의 비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이 특징 이다. 그러나 그림책은 주

제에 해당하는 기 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도

서 기 의 해당 내용은 등학교의 학교도서

 장에서 장서의 주제별 비율 리에 어려

움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등학교 도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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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종류 기본자료수 연간 증가책수

등학교

도서 학생 1명당 10권 이상 학생 1명당 0.5권

연속간행물 학교당 20종 이상 -

시청각자료 학생 1명당 3  이상 학생 1명당 0.3

자자료 학생 1명당 1  이상 학생 1명당 0.1

학교

도서 학생 1명당 20권 이상 학생 1명당 1권

연속간행물 학교당 30종 이상 -

시청각자료 학생 1명당 5  이상 학생 1명당 05

자자료 학생 1명당 2  이상 학생 1명당 0.2

고등학교

도서 학생 1명당 30권 이상 학생 1명당 1.5권

연속간행물 학교당 50종 이상 -

시청각자료 학생 1명당 7  이상 학생 1명당 0.7

자자료 학생 1명당 3  이상 학생 1명당 0.3

<표 1> 한국도서  기 의 학교도서  장서구성 기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술 어학 문학 역사 그림책 계

등학교 4 2 2 8 13 8 5 2 25 16 15 100

학교 5 3 3 10 15 9 7 4 27 17 - 100

고등학교 6 4 3 12 15 9 7 6 25 13 - 100

<표 2> 학교도서 의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술 어학 문학 역사 계

등학교 5 2 2 9 15 9 6 2 29 19 100

학교 5 3 3 10 15 9 7 4 27 17 100

고등학교 6 4 3 12 15 9 7 6 25 13 100

<표 3> 학교도서 의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의 KDC 주류별 재산출(%)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에 그림책에 배당된 비율 

15%를 제외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이하 ‘KDC’) 

상의 주류 10가지 주제별로 해당 기 의 백분

율을 산술  비율만을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 비율을 다시 산출하여 제시하

면 <표 3>과 같다.

3. 연구 방법  도구

3.1 연구 상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 별 학교도서  단행본

의 배가에 필요한 소요 서가 산출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학교도서  방문을 통해 학교도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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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행본의 배가 황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 구 지역 사서교사에게 사 에 유선으

로 본 연구의 목 과 필요성에 해 설명하고, 

방문 여건과 시간을 조율한 후 구 역시 소

재 학교도서 을 직  방문해 학교도서 의 학

교 별로, 주제별 단행본의 배가 황을 조사

하 다. 방문과 자료 수집은 2019년 12월 15일

에서 2020년 2월 14일의 2개월 사이에 진행하

으며, 최종 으로 11개 학교도서 의 장서 

리 황 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연구 상 학교도서 의 학교 별 분포 상황

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이 등학교 5개교, 

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체 11개 학교

도서 이다.

3.2 측정 도구  자료의 처리

조사는 측정 조사지 양식을 <표 5>와 같이 구

성하여 측정하여 작성하며 이루어졌다.

90cm 단  서가 각 단에 배열할 수 있는 최  

단행본 수, 그리고 서가 각 단에 실제로 배열된 

단행본 수, 한 단행본의 높이에 해당하는 세로 

길이를 KDC 주류의 10가지 주제별로 나 어 서

가의 일부를 조사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별 학교도서  소장 단행본을 KDC 주류 주제에 

따라 그 외형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 게 수

집된 자료와 기존 이론을 근거로 학교도서 의 

소요 서가 산출식을 도출하 다.

3.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학교도서  실물 장서  단행본 

배가에 한정하여 이루어졌으며 보다 방 한 학

교도서 을 상으로 한 조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한 

조사 상 도서 의 장서 체를 조사하지 않

고 일부를 표집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학교도서  장서 배가에 한 이론을 

립하기 한 탐색  연구로 활용되기에 합하

며,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학교도서  단행본 배가를 한 
소요 서가 산출

4.1 주제별 최  배가 가능 권수 

서가 각 단 단  최  배가 가능 권수를 측정

하기 해 단  서가에 여유 공간을 두지 않고 

배열한 상태의 장서 권수를 기록하 다. 학교

별 학교도서  소장 주제별 단행본 장서의 

90cm 단  서가 당 배가 가능한 최  권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분 학교도서  수 체

학교

5

113

고 3

<표 4> 연구 상 단행본 소장 학교도서 의 학교 별 분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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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

000

총류

최  배가 권 수 65 53 58 67 59

실제 배가 권 수 58 48 53 62 53

세로 길이 26 29 29 23 34 24 25 28

100

철학

최  배가 권 수 76 70 78 65 76

실제 배가 권 수 71 61 72 37 71

세로 길이 25 25 24 23 23 24

200

종교

최  배가 권 수 73

실제 배가 권 수 70

세로 길이 24 26 23 29 23 24

300

사회

과학

최  배가 권 수 75 79 69 69 70

실제 배가 권 수 74 78 62 68 63

세로 길이 24 26 28 24 23 25 29 17 15 24 29 23 29 30 29 30

400

자연

과학

최  배가 권 수 70 63 62 60 61

실제 배가 권 수 64 57 55 51 43

세로 길이 24 22 24 24 26 27 23 21 33 29 33 35 34 35 34 35

500

기술

과학

최  배가 권 수 76 84 77 85

실제 배가 권 수 70 79 66 79

세로 길이 26 25 27 28 29 26 27 21 25 24 24 30 25 24 25 24

600

술

최  배가 권 수 79 80 72 70

실제 배가 권 수 71 70 50 43

세로 길이 30 30 26 26 27 34 26 29 22 30 38 36

700

언어

최  배가 권 수 72 71 67

실제 배가 권 수 67 68 45

세로 길이 27 25 28 30 20 21 20 24 21

800

문학

최  배가 권 수 68 80 63 79 76 74 83 59 39 47 67 68 61 65 61 65

실제 배가 권 수 61 75 55 70 70 62 60 56 33 44 62 60 53 51 53 51

세로 길이 34 27 26 24 23 23 23 23 27 28 21 21 22 24 22 24

900

역사

최  배가 권 수 60 57 57 59 69 50 55 50 21 34

실제 배가 권 수 58 53 52 39 67 42 51 42 18 6

세로 길이 28 24 22 29 28 25 25 28 26 26 35 33 29 33 29 33

<표 5> 학교도서 의 단행본 배가 황 측정 조사지 양식

고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체 70.3 11.8 51.2 99.0 48.6 6.9 41.6 71.4 42.6 7.1 38.0 51.3

000(총    류) 67.1 13.8 59.3 85.5 45.8 4.3 43.4 47.6 39.0 7.8 38.0 40.0

100(철    학) 71.2 11.7 57.3 79.0 46.7 3.3 45.4 47.8 41.9 2.8 41.2 42.6

200(종    교) 70.6 17.9 56.5 99.0 44.6 2.5 42.6 46.8 41.8 2.8 42.0 42.3

300(사회과학) 76.5 14.1 64.0 84.6 47.1 5.1 44.6 51.3 40.4 4.9 41.2 45.0

400(자연과학) 70.4 9.7 63.2 77.6 50.9 9.1 45.0 54.8 42.1 4.6 42.0 42.2

500(기술과학) 77.5 6.6 72.2 85.2 50.5 3.7 47.2 54.2 42.5 4.7 41.8 43.2

600(     술) 73.9 7.7 68.8 80.0 50.7 5.3 47.4 56.0 44.1 9.2 40.8 47.4

700(언    어) 68.1 10.3 59.4 75.3 57.3 23.0 48.8 71.4 51.0 21.8 50.8 51.3

800(문    학) 63.9 14.3 58.2 72.0 47.6 6.4 45.6 50.2 40.4 5.9 39.8 47.0

900(역    사) 64.2 12.3 51.2 80.8 44.4 6.0 41.6 46.6 43.1 6.2 41.9 44.4

<표 6> 90cm 단  서가 당 최  배가 가능 권수 분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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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등학교의 경우, 90cm 단  서가 당 

배가할 수 있는 단행본 장서 최 치를 조사한 

결과, 평균 70.3권의 단행본 장서를 배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학 주제에 해당하

는 단행본 장서가 평균 63.9권을 배가할 수 있

는 것으로 조사되어 단  서가 당 가장 은 양

의 장서를 배가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되었다. 

한 문학 주제 장서의 배가 가능한 단행본 권

수 조사 결과를 보다 면 히 살펴보면, 배가 가

능성이 가장 작은 경우는 90cm 단  서가 한 

단에 58.2권만을 배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역사 주제 장서는 64.9권을 최  배

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사례  

가장 은 양의 배가 권수를 분석한 것에서는 

51.2권만이 배가되는 상황으로 조사되어 표

편차 등을 고려하면 역사 주제 역시 문학 주제

와 함께 단  서가 당 배가 가능한 장서량이 가

장 은 주제 분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기

술과학, 사회과학, 술의 경우 각각 77.5권, 

76.5권, 73.9권을 배가할 수 있어서 90cm 단  

서가 한 단 당 배가 가능한 단행본 장서량이 다

른 주제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종교 주제의 경우 90cm 단  서가 각 단에 배

가할 수 있는 단행본 수가 최  99권에 이르기

도 한 을 조사하 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의 

서가 각 단 최  배가 가능 권수의 2배에 이르

는 수장력으로, 학교도서  내에서도 학교 , 

주제에 따라 배가 가능 권수의 편차가 두드러

진다는 을 알 수 있었다. 등학교 도서 에

서 90cm 단  서가 각 단 당 배가 가능한 단행

본 장서량이 많은 KDC 주류의 주제를 순서

로 나열하면, 기술과학, 사회과학, 술, 철학, 

종교, 자연과학, 언어, 총류, 역사, 문학 순이다. 

학교 학교도서 에서 90cm 단  서가 각 단 

당 배가할 수 있는 단행본 장서 최 치를 조사

한 결과, 평균 48.6권의 단행본 장서를 배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사와 종교 주제

의 장서가 90cm 단  서가 한 단에 각각 44.4

권, 44.6권을 최  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

어 90cm 단  서가 한 단 당 배가 가능 권수가 

가장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는 57.3권, 자

연과학 50.9권, 술 50.7권, 기술과학 50.5권으

로 상 으로 많은 책을 배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학교도서 에서 90cm 단  

서가 각 단 당 배가 가능한 단행본 장서량이 많

은 주제를 순서 로 나열하면, 언어, 자연과학, 

술, 기술과학, 문학, 사회과학, 철학, 총류, 종

교, 역사 순이다.

고등학교 학교도서 에서 90cm 단  서가 

각 단 당 배가할 수 있는 단행본 장서 최 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2.6권의 단행본 장서를 배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류와 문학 

주제의 경우 39.0권, 40.4권의 자료를 배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고등학교에서 단  서가 

당 배가 가능 권수가 가장 은 주제로 조사되

었다. 이에 비해 언어와 술, 역사 주제의 경우 

단  서가 당 배가 가능 권수가 최  51.0권, 

44.1권, 43.1권으로 단  서가에 상 으로 많

은 장서를 배가할 수 있는 주제 분야로 나타났

다. 단  서가 당 배가 가능한 단행본 장서량이 

많은 주제를 순서 로 나열하면, 언어, 술, 역

사, 기술과학, 자연과학, 철학, 종교, 사회과학, 

문학, 총류 순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별로 단  서

가 당 배가 가능한 단행본 장서량이 많은 주제

를 주류 순서 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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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00(기술과학) 700(언    어) 700(언    어)

300(사회과학) 400(자연과학) 600(     술)

600(     술) 600(     술) 900(역    사)

100(철    학) 500(기술과학) 500(기술과학)

200(종    교) 800(문    학) 400(자연과학)

400(자연과학) 300(사회과학) 100(철    학)

700(언    어) 100(철    학) 200(종    교)

000(총    류) 000(총    류) 300(사회과학)

900(역    사) 200(종    교) 800(문    학)

800(문    학) 900(역    사) 000(총    류)

<표 7> 주제별 단행본 장서 배가 가능 권수 순 화

구분
학교

고

체 12.84mm 18.64mm 21.21mm

000(총    류) 13.4mm 19.7mm 23.1mm

100(철    학) 12.6mm 19.3mm 21.5mm

200(종    교) 12.7mm 20.2mm 21.5mm

300(사회과학) 11.8mm 19.1mm 22.3mm

400(자연과학) 12.8mm 17.7mm 21.4mm

500(기술과학) 11.6mm 17.8mm 21.2mm

600(     술) 12.2mm 17.7mm 20.4mm

700(언    어) 13.2mm 15.7mm 17.6mm

800(문    학) 14.1mm 18.9mm 22.3mm

900(역    사) 14.0mm 20.3mm 20.9mm

<표 8> 단행본 장서 평균 두께 산출

학교 별 학교도서  소장 주제별 단행본 장

서의 90cm 단  서가 각 단 당 배가 가능한 최

 권수를 근거로 학교 별 학교도서  소장 

주제별 단행본 장서의 평균 두께를 추산한 결

과는 <표 8>과 같다.

학교 별 학교도서  소장 주제별 단행본 장

서의 90cm 단  서가 각 단 당 배가 가능한 최

 권수에 비례하여 등학교의 경우 문학과 

역사 주제 장서의 두께가, 학교의 경우 역사, 

종교, 총류 주제 장서의 두께가 고등학교의 경

우 총류, 종교, 사회과학, 문학 주제 장서의 두

께가 상 으로 두꺼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별 단행본 장서의 체  두께를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 학교, 등학교 순으로 각각 

21.21mm, 18.64mm, 12.84mm의 평균 두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학교 이 높을수록 소장 

단행본 장서의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에 등학교와 학교의 학교도서  장

서가 단  권 수당 두께가 고등학교 학교도서

 장서보다 얇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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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학교도서  실물 장서 리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학교도서 의 장서 리와 련된 

이론이 필요하며, 보다 세부 으로는 학교 별

로 장서 리 이론과 지침을 연구하고 립해

갈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4.2 주제별 실제 배가 권수

학교도서 의 90cm 단  서가 각 단 당 실제 

배가된 단행본 장서의 권수를 조사하고 서가 포

화도 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등학교의 배가 황을 살펴본 결과, 90cm 

단  서가 각 단 당 평균 55.1권이 배가되어 있

었다. 등학교 단  서가 각 단 당 최  배가 

가능 권수인 70.3권을 함께 고려하면 재 등

학교 학교도서 의 서가 포화도는 78.2% 수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는 90cm 단  서가 각 단 당 평균 40.7

권이 배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단  서가 각 단 당 최  배가 가능 권수인 48.6권

을 함께 고려하면 서가 포화도는 83.6%이었다.

고등학교는 단  서가 각 단 당 평균 35.6권이 

배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의 90cm 

단  서가 각 단 당 최  배가 가능 권수가 42.6

권인 을 고려하면 서가 포화도가 83.7%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교, 등학교의 학교도

서  순으로 높은 서가 포화도가 조사되었다. 그

러나 고등학교와 학교의 서가 포화도는 0.1%

만의 차이를 보여 매우 유사한 서가 포화도를 지

니고 있었으며 등학교의 서가 포화도가 등

학교인 ․고등학교의 서가 포화도에 비해 뚜

렷하게 낮은 이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모든 학교 의 학교도서 에서 

서가 포화도 황이 이상 인 서가 포화도와 

실 인 서가 포화도 수 인 67%, 75%의 범

를 넘어섰다는 은 주목해야 한다. 서가 포

화도가 86%에 이르면 새로운 장서가 편입될 

때마다 연쇄 인 서가재배열이 불가피한 수

으로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등학교 학교도

고

평균 최댓값 서가 포화도 평균 최댓값 서가 포화도 평균 최댓값 서가 포화도

체 55.1권 104.0권 78.2% 40.7권 126.0권 83.6% 35.6권 63.0권 83.7%

000(총    류) 56.5권 83.0권 84.3% 38.9권 49.0권 85.1% 37.4권 51.0권 95.9%

100(철    학) 55.3권 86.0권 77.6% 38.7권 51.0권 82.9% 39.3권 45.0권 93.8%

200(종    교) 54.4권 104.0권 77.0% 36.6권 45.0권 81.9% 35.3권 40.0권 84.5%

300(사회과학) 63.0권 93.0권 82.3% 41.0권 51.0권 87.1% 33.4권 47.0권 82.8%

400(자연과학) 56.8권 79.0권 80.6% 39.8권 51.0권 78.1% 32.4권 45.0권 77.0%

500(기술과학) 61.7권 93.0권 79.7% 44.7권 56.0권 88.5% 35.0권 49.0권 82.4%

600(     술) 59.5권 89.0권 80.5% 44.3권 54.0권 87.3% 35.7권 63.0권 81.0%

700(언    어) 48.2권 77.0권 70.8% 51.1권 126.0권 89.2% 40.1권 59.0권 78.5%

800(문    학) 50.3권 78.0권 78.7% 37.2권 59.0권 78.2% 35.5권 60.0권 88.0%

900(역    사) 45.5권 83.0권 70.8% 34.3권 54.0권 77.2% 31.8권 41.0권 73.7%

<표 9> 90cm 단  서가 당 실제 배가 권수  서가 포화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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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 경우 80%를 상회하는 서가 포화도 

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 을 막론하고 모

든 학교 의 학교도서 이 심각한 장서 수장 

공간 부족 문제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4.3 주제별 단행본 세로 길이 분석

단행본의 세로 길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

과 같다.

학교도서  장서의 세로 길이를 조사한 결

과, 등학교의 경우 24.5cm, 학교는 22.5cm, 

고등학교는 22.3cm의 평균 세로 길이를 지니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 학교도서

 장서의 세로 길이 수치가 특징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이 올라갈수록 장서

의 세로 크기가 감소한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등학교와 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서가 단의 높이를 보다 여유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4 소요 서가 산출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 로 학교도서 의 장

서 배가를 한 서가 소요 산출 모형을 도출하

다.

먼 , 이상  서가 포화도인 67%, 즉 서가 

단의 2/3만을 배가하는 방안에 따라 학교도서

의 장서를 배가하는 소요 서가 산출 모형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서가 각 단 당 67%만을 배가하는 이상 인 서

가 포화도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90cm 단  서

가 각 단 당 권장 배가 권수는 등학교 학교도서

은 46.9권, 학교는 32.3권, 고등학교는 28.4

권이다. 이 권수에 따라 장서량을 서가 각 단 당 

권장 배가 권수로 나 면 학교도서 의 학교

별 이상 인 소요 서가 단수를 산출할 수 있다. 

한 1,000권의 장서를 신규 소장하게 될 때 

이상  서가 포화도인 67% 기 으로 소요되는 

신규 소요 서가 단수는 등학교 21단, 학교 

31단, 고등학교 35단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고

평균 최댓값 평균 최댓값 평균 최댓값

체 24.5cm 43.0cm 22.5cm 40.0cm 22.3cm 37.0cm

000(총    류) 24.6cm 34.0cm 21.8cm 30.0cm 22.7cm 25.0cm

100(철    학) 23.2cm 29.0cm 21.4cm 25.0cm 21.6cm 24.0cm

200(종    교) 23.8cm 30.0cm 21.5cm 28.0cm 22.0cm 25.0cm

300(사회과학) 24.9cm 34.0cm 22.3cm 26.0cm 22.1cm 25.0cm

400(자연과학) 25.6cm 43.0cm 23.1cm 28.0cm 22.8cm 28.0cm

500(기술과학) 24.7cm 36.0cm 23.3cm 29.0cm 21.9cm 30.0cm

600(     술) 25.2cm 38.0cm 24.1cm 35.0cm 22.3cm 35.0cm

700(언    어) 23.9cm 30.0cm 22.1cm 29.0cm 22.4cm 28.0cm

800(문    학) 23.2cm 34.0cm 21.6cm 30.0cm 21.8cm 27.0cm

900(역    사) 25.6cm 37.0cm 23.6cm 40.0cm 23.2cm 37.0cm

<표 10> 학교도서  소장 단행본 세로 길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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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단당
최 배가
가능권수
평균

권장 서가 포화도(66%) 기

서가 단당
권장 배가 

권수

장서량별 
소요 서가 

단수
산출

1,000권 
신규 소장시 

신규 소요 서가 
단수

5단 2연 양면서가(20단) 6단 2연 양면서가(24단) 7단 2연 양면서가(28단)

권장 
배가권수

소요 서가
산출

권장
배가권수

소요 서가
산출

권장배가
권수

소요 서가
산출

70.3 46.9
장서량
/46.9권

21단
(1,000/46.9권)

938
장서량/46.9권

/20단
1,126

장서량/46.2권
/24단

1,313
장서량/46.9권

/28단

48.6 32.3
장서량
/32.3권

31단
(1,000/32.3권)

646
장서량/32.3권

/20단
775

장서량/32.3권
/24단

904
장서량/32.3권

/28단

고 42.6 28.4
장서량
/28.4권

35단
(1,000/28.4권)

568
장서량/28.4권

/20단
682

장서량/28.4권
/24단

795
장서량/28.4권

/28단

<표 11> 이상  서가 포화도(67%) 기  이상  소요 서가 산출

서가단당
최 배가
가능권수
평균

실  서가 포화도(75%) 기

서가 단당 
권장배가 
권수

장서량별 
소요 서가 

단수
산출

1,000권 
신규 소장시 

신규 소요 서가 
단수

5단 2연 양면서가(20단) 6단 2연 양면서가(24단) 7단 2연 양면서가(28단)

권장
배가권수

소요 서가
산출

권장
배가권수

소요 서가
산출

권장
배가권수

소요 서가
산출

70.3 52.8
장서량
/52.8권

19단
(1,000/52.8권)

1,055
장서량/52.8권

/20단
1,266

장서량/52.8권
/24단

1,477
장서량/52.8권

/28단

48.6 36.4
장서량
/36.4권

27단
(1,000/36.4권)

728
장서량/36.4권

/20단
874

장서량/36.4권
/24단

1,020
장서량/36.4권

/28단

고 42.6 32.0
장서량
/32.0권

31단
(1,000/32.0권)

639
장서량/32.0권

/20단
767

장서량/32.0권
/24단

895
장서량/32.0권

/28단

<표 12> 실  서가 포화도(75%) 기  최소 소요 서가 산출

그리고 5단 2연 양면서가, 6단 2연 양면서가, 

7단 2연 양면서가의 서가 총 단 수인 20단, 24

단, 28단 기 으로 학교 별로 배가할 수 있는 

이상  장서량은 등학교는 938권, 1,126권, 

1,313권이었다. 학교는 636권, 775권, 904권

이며, 고등학교는 568권, 682권, 795권이었다.

다음으로 실  서가 포화도 기 인 75%, 즉 

서가 단의 3/4만을 배가하는 방안에 따라 학교도

서 의 장서를 배가하는 소요 서가 산출 모형을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서가 각 단 당 75%를 배가하는 실  서가 

포화도를 기 으로 산출한 90cm 단  서가 각 

단 당 권장 배가 권수는 등학교는 52.8권, 

학교는 36.4권, 고등학교는 32.0권이다. 

이 권수에 따라 장서량을 해당 권수로 나 면 

학교 별 학교도서 의 최소 소요 서가 단수를 

산출할 수 있다.

1,000권의 장서를 신규 소장하게 될 때 실

 서가 포화도 75% 기 으로 소요되는 신규 

최소 소요 서가 단수는 등학교 19단, 학교 

27단, 고등학교 31단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5단 2연 양면서가, 6단 2연 양면서가, 7단 2

연 양면서가의 서가 총 단 수인 20단, 24단, 28

단 기 으로 학교 별로 배가할 수 있는 실

 장서량을 산출하 다. 등학교 학교도서

은 5단 2연 양면서가, 6단 2연 양면서가, 7단 2연 

양면서가에 각각 1,055권, 1,266권, 1,477권을 배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해당 

서가에 각각 배열할 수 있는 실  장서량은 

학교는 728권, 874권, 1,020권이며, 고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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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권, 767권, 895권이다.

90cm 단  서가 각 단에 배가하기에 이상

인 서가 포화도 67% 기 , 실 인 서가 포화

도 75% 기 으로 학교 별 배가 권수를 산출한 

결과를 토 로 하면 학교 별로 학교도서  장

서 배가를 한 소요 서가 단수 산출식을 <표 13>

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90cm 단  서가 각 단에 배가하기에 이상

인 서가 포화도인 67%를 기 으로 학교 별, 

주제별 배가 권수를 산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하여 학교 별, 주제별로 학교도

서  장서 배가를 한 이상  소요 서가 단수 

산출식을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0cm 단  서가 각 단에 배가하기에 실

인 서가 포화도 75%를 기 으로 학교 별, 주

제별 배가 권수를 산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토 로 하여 학교 별, 주제별로 학교도

서  장서 배가를 한 실  소요 서가 단수 

산출식을 <표 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요 서가 단수 산출식은 학교도서  공간 

재구성 시 학교도서  자  여건에 따라 융통

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5 학교도서 을 한 기본 도서 수, 서가 단 

수, 서가 수 소요 산출

한국도서 기 에서 정하는 학교도서  장

서의 기본 자료 수와 주제별 장서 비율인 <표 1>

과 <표 3>을 기 으로 학교도서  기본 도서 수

의 주제별 산출식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 16>, 

<표 17>과 같다. 

한 이를 <표 13>과 <표 14>에서 정리한 소

요 서가 단수 산출 방법과 주제별 소요 서가 단

수 산출 방법에 결합하면 학교도서  기본 도

서 수에 따른 소요 서가 단 수, 서가 수를 소요

할 수 있는 산출식을 <표 18>, <표 19>, <표 20>, 

구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이상  서가 포화도 67% 기  소요 서가 단수 산출식 =장서량/46.9 =장서량/32.3 =장서량/28.4

실  서가 포화도 75% 기  소요 서가 단수 산출식 =장서량/52.8 =장서량/36.4 =장서량/32.0

<표 13> 학교 별 학교도서  체 장서 배가를 한 소요 서가 단수 산출(단)

주제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총류(000) =총류(000) 주제 장서량/44.7 =총류(000) 주제 장서량/30.5 =총류(000) 주제 장서량/26.0

철학(100) =철학(100) 주제 장서량/47.5 =철학(100) 주제 장서량/31.1 =철학(100) 주제 장서량/27.9

종교(200) =종교(200) 주제 장서량/47.1 =종교(200) 주제 장서량/29.8 =종교(200) 주제 장서량/27.9

사회과학(300) =사회과학(300) 주제 장서량/51.0 =사회과학(300) 주제 장서량/31.4 =사회과학(300) 주제 장서량/26.9

자연과학(400) =자연과학(400) 주제 장서량/47.0 =자연과학(400) 주제 장서량/34.0 =자연과학(400) 주제 장서량/28.1

기술과학(500) =기술과학(500) 주제 장서량/51.7 =기술과학(500) 주제 장서량/33.6 =기술과학(500) 주제 장서량/28.3

술(600) = 술(600) 주제 장서량/49.3 = 술(600) 주제 장서량/33.8 = 술(600) 주제 장서량/29.4

언어(700) =언어(700) 주제 장서량/45.4 =언어(700) 주제 장서량/38.2 =언어(700) 주제 장서량/34.0

문학(800) =문학(800) 주제 장서량/42.6 =문학(800) 주제 장서량/31.7 =문학(800) 주제 장서량/26.9

역사(900) =역사(900) 주제 장서량/42.8 =역사(900) 주제 장서량/29.6 =역사(900) 주제 장서량/28.8

<표 14> 이상  서가 포화도(67%) 기  주제별 이상  소요 서가 단수 산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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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총류(000) =총류(000) 주제 장서량/50.3 =총류(000) 주제 장서량/34.3 =총류(000) 주제 장서량/29.3

철학(100) =철학(100) 주제 장서량/53.4 =철학(100) 주제 장서량/35.0 =철학(100) 주제 장서량/31.4

종교(200) =종교(200) 주제 장서량/53.0 =종교(200) 주제 장서량/33.5 =종교(200) 주제 장서량/31.3

사회과학(300) =사회과학(300) 주제 장서량/57.4 =사회과학(300) 주제 장서량/35.3 =사회과학(300) 주제 장서량/30.3

자연과학(400) =자연과학(400) 주제 장서량/52.8 =자연과학(400) 주제 장서량/38.2 =자연과학(400) 주제 장서량/31.6

기술과학(500) =기술과학(500) 주제 장서량/58.1 =기술과학(500) 주제 장서량/37.9 =기술과학(500) 주제 장서량/31.9

술(600) = 술(600) 주제 장서량/55.5 = 술(600) 주제 장서량/38.1 = 술(600) 주제 장서량/33.1

언어(700) =언어(700) 주제 장서량/51.1 =언어(700) 주제 장서량/43.0 =언어(700) 주제 장서량/38.3

문학(800) =문학(800) 주제 장서량/47.9 =문학(800) 주제 장서량/35.7 =문학(800) 주제 장서량/30.3

역사(900) =역사(900) 주제 장서량/48.1 =역사(900) 주제 장서량/33.3 =역사(900) 주제 장서량/32.3

<표 15> 실  서가 포화도(75%) 기  주제별 최소 소요 서가 단수 산출(단)

구분
고

기본 도서 수 기본 도서 수 기본 도서 수

총류(000) =( 교생수*10)*0.05 =( 교생수*20)*0.05 =( 교생수*30)*0.06

철학(100) =( 교생수*10)*0.02 =( 교생수*20)*0.03 =( 교생수*30)*0.04

종교(200) =( 교생수*10)*0.02 =( 교생수*20)*0.03 =( 교생수*30)*0.03

사회과학(300) =( 교생수*10)*0.09 =( 교생수*20)*0.10 =( 교생수*30)*0.12

자연과학(400) =( 교생수*10)*0.15 =( 교생수*20)*0.15 =( 교생수*30)*0.15

기술과학(500) =( 교생수*10)*0.09 =( 교생수*20)*0.09 =( 교생수*30)*0.09

술(600) =( 교생수*10)*0.06 =( 교생수*20)*0.07 =( 교생수*30)*0.07

언어(700) =( 교생수*10)*0.02 =( 교생수*20)*0.04 =( 교생수*30)*0.06

문학(800) =( 교생수*10)*0.29 =( 교생수*20)*0.27 =( 교생수*30)*0.25

역사(900) =( 교생수*10)*0.19 =( 교생수*20)*0.17 =( 교생수*30)*0.13

총합 = 교생수*10 = 교생수*20 = 교생수*30

<표 16> 학생 수 기  학교 별, 주제별 기본 도서 수 산출(권)

구분
고

기본 도서 수 기본 도서 수 기본 도서 수

총류(000) = 체 장서 수*0.05 = 체 장서 수*0.05 = 체 장서 수*0.06

철학(100) = 체 장서 수*0.02 = 체 장서 수*0.03 = 체 장서 수*0.04

종교(200) = 체 장서 수*0.02 = 체 장서 수*0.03 = 체 장서 수*0.03

사회과학(300) = 체 장서 수*0.09 = 체 장서 수*0.10 = 체 장서 수*0.12

자연과학(400) = 체 장서 수*0.15 = 체 장서 수*0.15 = 체 장서 수*0.15

기술과학(500) = 체 장서 수*0.09 = 체 장서 수*0.09 = 체 장서 수*0.09

술(600) = 체 장서 수*0.06 = 체 장서 수*0.07 = 체 장서 수*0.07

언어(700) = 체 장서 수*0.02 = 체 장서 수*0.04 = 체 장서 수*0.06

문학(800) = 체 장서 수*0.29 = 체 장서 수*0.27 = 체 장서 수*0.25

역사(900) = 체 장서 수*0.19 = 체 장서 수*0.17 = 체 장서 수*0.13

<표 17> 체 장서 수 기  학교 별, 주제별 이상  장서 수 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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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

서가 단수 서가 단수 서가 단수

총류(000) =( 교생수*10)*0.05/44.7 =( 교생수*20)*0.05/30.5 =( 교생수*30)*0.06/26.0

철학(100) =( 교생수*10)*0.02/47.5 =( 교생수*20)*0.03/31.1 =( 교생수*30)*0.04/27.9

종교(200) =( 교생수*10)*0.02/47.1 =( 교생수*20)*0.03/29.8 =( 교생수*30)*0.03/27.9

사회과학(300) =( 교생수*10)*0.09/51.0 =( 교생수*20)*0.10/31.4 =( 교생수*30)*0.12/26.9

자연과학(400) =( 교생수*10)*0.15/47.0 =( 교생수*20)*0.15/34.0 =( 교생수*30)*0.15/28.1

기술과학(500) =( 교생수*10)*0.09/51.7 =( 교생수*20)*0.09/33.6 =( 교생수*30)*0.09/28.3

술(600) =( 교생수*10)*0.06/49.3 =( 교생수*20)*0.07/33.8 =( 교생수*30)*0.07/29.4

언어(700) =( 교생수*10)*0.02/45.4 =( 교생수*20)*0.04/38.2 =( 교생수*30)*0.06/34.0

문학(800) =( 교생수*10)*0.29/42.6 =( 교생수*20)*0.27/31.7 =( 교생수*30)*0.25/26.9

역사(900) =( 교생수*10)*0.19/42.8 =( 교생수*20)*0.17/29.6 =( 교생수*30)*0.13/28.8

총합 = 교생수*10/46.9 = 교생수*20/32.3 = 교생수*30/28.4

<표 18> 학생 수에 따른 이상  서가 포화도(67%) 기  소요 서가 단 수 산출(단)

구분
고

서가 단수 서가 단수 서가 단수

총류(000) =( 교생수*10)*0.05/50.3 =( 교생수*20)*0.05/34.3 =( 교생수*30)*0.06/29.3

철학(100) =( 교생수*10)*0.02/53.4 =( 교생수*20)*0.03/35.0 =( 교생수*30)*0.04/31.4

종교(200) =( 교생수*10)*0.02/53.0 =( 교생수*20)*0.03/33.5 =( 교생수*30)*0.03/31.3

사회과학(300) =( 교생수*10)*0.09/57.4 =( 교생수*20)*0.10/35.3 =( 교생수*30)*0.12/30.3

자연과학(400) =( 교생수*10)*0.15/52.8 =( 교생수*20)*0.15/38.2 =( 교생수*30)*0.15/31.6

기술과학(500) =( 교생수*10)*0.09/58.1 =( 교생수*20)*0.09/37.9 =( 교생수*30)*0.09/31.9

술(600) =( 교생수*10)*0.06/55.5 =( 교생수*20)*0.07/38.1 =( 교생수*30)*0.07/33.1

언어(700) =( 교생수*10)*0.02/51.1 =( 교생수*20)*0.04/43.0 =( 교생수*30)*0.06/38.3

문학(800) =( 교생수*10)*0.29/47.9 =( 교생수*20)*0.27/35.7 =( 교생수*30)*0.25/30.3

역사(900) =( 교생수*10)*0.19/48.1 =( 교생수*20)*0.17/33.3 =( 교생수*30)*0.13/32.3

총합 = 교생수*10/52.8 = 교생수*20/36.4 = 교생수*30/32.0

<표 19> 학생 수에 따른 실  서가 포화도(75%) 기  소요 서가 단 수 산출(단)

구분
고

서가 단수 서가 단수 서가 단수

총류(000) = 체 장서 수*0.05/44.7 = 체 장서 수*0.05/30.5 = 체 장서 수*0.06/26.0

철학(100) = 체 장서 수*0.02/47.5 = 체 장서 수*0.03/31.1 = 체 장서 수*0.04/27.9

종교(200) = 체 장서 수*0.02/47.1 = 체 장서 수*0.03/29.8 = 체 장서 수*0.03/27.9

사회과학(300) = 체 장서 수*0.09/51.0 = 체 장서 수*0.10/31.4 = 체 장서 수*0.12/26.9

자연과학(400) = 체 장서 수*0.15/49.3 = 체 장서 수*0.15/34.0 = 체 장서 수*0.15/28.1

기술과학(500) = 체 장서 수*0.09/45.4 = 체 장서 수*0.09/33.6 = 체 장서 수*0.09/28.3

술(600) = 체 장서 수*0.06/42.6 = 체 장서 수*0.07/33.8 = 체 장서 수*0.07/29.4

언어(700) = 체 장서 수*0.02/45.4 = 체 장서 수*0.04/38.2 = 체 장서 수*0.06/34.0

문학(800) = 체 장서 수*0.29/42.6 = 체 장서 수*0.27/31.7 = 체 장서 수*0.25/26.9

역사(900) = 체 장서 수*0.19/42.8 = 체 장서 수*0.17/29.6 = 체 장서 수*0.13/28.8

<표 20> 체 장서 수에 따른 이상  서가 포화도(67%) 기  소요 서가 단 수 산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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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

서가 단수 서가 단수 서가 단수

총류(000) = 체 장서 수*0.05/50.3 = 체 장서 수*0.05/34.3 = 체 장서 수*0.06/29.3

철학(100) = 체 장서 수*0.02/53.4 = 체 장서 수*0.03/35.0 = 체 장서 수*0.04/31.4

종교(200) = 체 장서 수*0.02/53.0 = 체 장서 수*0.03/33.5 = 체 장서 수*0.03/31.3

사회과학(300) = 체 장서 수*0.09/57.4 = 체 장서 수*0.10/35.3 = 체 장서 수*0.12/30.3

자연과학(400) = 체 장서 수*0.15/52.8 = 체 장서 수*0.15/38.2  = 체 장서 수*0.15//31.6

기술과학(500) = 체 장서 수*0.09/58.1 = 체 장서 수*0.09/37.9 = 체 장서 수*0.09/31.9

술(600) = 체 장서 수*0.06/55.5 = 체 장서 수*0.07/38.1 = 체 장서 수*0.07/33.1

언어(700) = 체 장서 수*0.02/51.1 = 체 장서 수*0.04/43.0 = 체 장서 수*0.06/38.3

문학(800) = 체 장서 수*0.29/47.9 = 체 장서 수*0.27/35.7 = 체 장서 수*0.25/30.3

역사(900) = 체 장서 수*0.19/48.1 = 체 장서 수*0.17/33.3 = 체 장서 수*0.13/32.3

<표 21> 체 장서 수에 따른 실  서가 포화도(75%) 기  소요 서가 단 수 산출(단)

<표 21>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해당 산출식은 

신설 학교도서 의 장서 수, 서가 수를 산출하

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4.6 소요 서가 산출 로그램 구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서가 산출  장서 

리 방안을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 에서 

C# 언어를 활용하여 로그램으로 구 하

다. 구 한 로그램 안의 화면은 다음의 <그

림 1>과 같다. 

학교도서  장의 KDC 주류 주제별 장서 

수 등의 데이터는 csv 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산출된 서가 단 수  서가 수 등의 

데이터 역시 엑셀 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

다. 향후 해당 로그램은 연구 결과의 발표

와 함께 학교도서  련 랫폼을 통해 공유

하여 학교도서  장서 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소요 서가 산출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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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공간 재구성 논의가 활발한 학교도서 에서 

실물 장서의 폐기, 재배가 등 장서 리에 한 

구체  지침이 되는 이론  기반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 의 실물 장

서  단행본의 서가 배열과 련한 이론  기

를 마련하기 한 탐색  논의를 시도하 다. 

구 지역 11개 학교도서  장서의 배열 황

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 별, KDC 10

개 주류의 주제별로 장서 배가의 특징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학교  서가 단 단 에 배열할 수 있는 

이상  배가 권수와 실  배가 권수를 도출

하 다. 이상  서가 포화도인 서가 단 당 67% 

이내 배가 기  이상  단수 산출 방법은 등

학교 학교도서 의 경우 장서량을 46.9권으로 

나 는 것이며, 학교는 장서량을 32.3권으로, 

고등학교는 장서량을 28.4권으로 나 는 것이

다. 실  서가 포화도인 서가 단 당 75% 이

내 배가 기  최소 단수 산출 방법은 등학교 

학교도서 은 장서량을 52.8권으로 나 는 것

이고, 학교는 장서량을 36.4권으로, 고등학교

는 장서량을 32.0권으로 나 는 것이다. 

둘째, 서가 단 당 배가 권수를 바탕으로 학교

별로 1,000권의 장서를 신규 등록했을 때 필

요한 서가 단 수를 산출할 수 있었다. 1,000권

의 장서에 필요한 서가 단수를 산출한 결과, 이

상  서가 포화도인 67%를 기 으로는 , , 

고 각각 21단, 31단, 35단이 필요하 다. 실  

서가 포화도인 75%를 기 으로는 , , 고 

각각 19단, 27단, 31단이 필요하 다. 한 5단 

2연 양면서가, 6단 2연 양면서가, 7단 2연 양면

서가 기 으로 배가 가능한 이상  장서 권수

는 등학교의 경우 938권, 1,126권, 1,313권으

로 나타났다. 학교는 5단 2연 양면서가, 6단 

2연 양면서가, 7단 2연 양면서가 기 으로 배가 

가능한 이상  장서 권수가 646권, 775권, 904

권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5단 2연 양면서

가, 6단 2연 양면서가, 7단 2연 양면서가 기

으로 배가 가능한 이상  장서 권수가 568권, 

682권, 795권으로 나타났다. 실  배가 권수

에 따라서는 5단 2연 양면서가, 6단 2연 양면서

가, 7단 2연 양면서가에 등학교의 경우 각각 

1,055권, 1,266권, 1,477권으로 나타났다. 학

교는 728권, 874권, 1,020권, 고등학교는 639권, 

767권, 895권을 5단 2연 양면서가, 6단 2연 양

면서가, 7단 2연 양면서가 기 에서 실 으

로 배가 가능한 권수로 산출하 다. 

셋째, 학교도서  장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도 특징 인 외형을 지니고 있어서 주

제별로 서가 단 당 배가 가능한 권수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 세로 길이에 있어서도 학교

별, 주제별로 차이를 보 다. 이에 학교 별, 주

제별로 용할 수 있는 이상  배가 방안과 

실  배가 방안을 산출하여 제시하 다. 

넷째, 한국도서 기 의 학교도서  장서구

성 기 과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에 따라 신설 

학교도서 에서 학생수와 체 장서수에 따

라 필요한 소요 서가 단 수와 서가 유형별 소

요 서가 수를 산출할 수 있는 산출식을 제시하

다. 

다섯째,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학교도

서  장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소요 서가 산출 

로그램을 구 하 다. 이는 향후 수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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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후 공유하여 학교도서  장에 보 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  장의 장서 

리에 실질  도움을  수 있는 탐색  시도를 

해보았다. 향후에는 조사 상 범 를 확 하

여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연동되어 제공

되는 DLS에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여 학교도서

 운 에 실질 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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