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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 의 장서개발정책을 하여 장서평가 방법을 실증  데이터에 용함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하여 서울시 진정보도서 의 최근 10년간 장서 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  장서평가 

방법 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Bonn의 이용계수, 소장도서 장서회 율과 Trueswell의 80/20 법칙을 용하 다. 분석내용은 

소장도서의 체  분석과 주제별 분석으로 장서평가에 한 실질 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 다. 주요 분석항목으로는 

연도별로 소장도서 체  주제별 이용도 분석과 연도별로 출 핵심장서의 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장서 

체 이용도와 주제별 이용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도서 에서 수행된 업무와 이용도 간의 련성을 악할 수 있으며, 장서 출 

데이터 분석으로 이용자들의 장서 이용패턴에 한 변화와 도서  로그램에 한 지역주민의 평가를 악할 수 있다. 아울러 

출도서 핵심장서의 비  분석을 통하여 효과 인 수서정책을 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usability of collection evaluation methods fo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public librari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d Bonn’s Use Factor, Turnover Rate of Collection, 

and Trueswell’s 80/20 Rule to actual circulation data of the Gwangjin District Public Library in Seoul during 

last ten years. This study added practical meanings and values in collection evalu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otal holdings and subject classes. Main items of analysis are the rate of use to total holdings and to holdings 

in specific subject classes by year, and the rate of core collection circulation by year. The results show relations 

between the rate of use and library’s perform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ate of use both total holdings 

and subject classes. The results also figure out user’s patterns and library appraisal of community users through 

the analysis of circulation data. In addition, the analysis of core collection gives a good basis for an effectiv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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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서  정보환경의 변화는 인터넷을 비

롯한 정보기술을 활용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

의 세분화  구체화, 정보매체  달 방법의 

다양화, 정보서비스 범 의 확  등 매우 복잡

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혜택이나 향은 도서  

종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특히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의 개별 인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

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서확충이 가장 요한 

업무로 장서 심으로 운 되고 있다. 우리나

라의 다수 공공도서 은 한정된 산으로 지

역주민의 개인  요구와 사회발 에 필요한 사

회  요구가 조화된 최 의 장서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해 정기 으로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공공도서 에서 주기 인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에 시행하는 장서평가는 년도 주제별 출

데이터와 장서에 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를 분석하여 장서개발정책에 반 하는 것이 일

반 이다.

공공도서 에서 미래의 장서서비스 수 을 

향상시키기 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해

서는 다년간 출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장서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재 

자 의 장서개발정책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

지에 한 진단 (diagnostic) 의 평가가 필

요하다. 동시에 지역주민의 장서이용 추세에 어

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한 흐름을 분석하여 향

후 계획에 반 하는 종단 (longitudinal)이며 

진단  의 장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

서개발 측면에서 단기간의 장서 출 데이터를 

이용한 장서평가의 에서 탈피하여 장기간 

다양한 측면에서 장서이용 추이를 분석함으로

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에게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다. 이러한 장서 출 데이터 논

의는 이용자의 요구와 장서의 가치라는 공공도

서  서비스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사서는 

자신의 문  지식을 사용해 가장 합한 자

료를 선택하여 시에 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다수 공공도서 은 자원 확보를 

해 장서규모와 산을 다른 도서 과 비교하

거나 자 의 장서서비스 만족도나 이용자 수요

를 악하기 한 이용만족도 조사에는 상당히 

익숙한 편이지만, 자 의 장서개발정책의 문제

을 도출해내기 한 진단 인 평가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장서평가의 진

정한 목 달성을 해서는 이용자들의 주

인 만족의 표시에 의한 정성 인 평가와 실제 

장서 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정량 인 평가

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공공도서

에서는 개 이래 출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장서이용 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

한 데이터를 면 히 분석하여 그 동안 자 에

서 수행했던 장서개발정책과 장서 리업무를 

평가하는 진단평가를 통하여 자 의 장서개발

정책에 한 개선  도출뿐만 아니라 다년간 

지역주민의 자료이용 추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면 보다 효과 인 장서개발정책이 수

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 

진구립도서 의 본 인 진정보도서 의 최

근 10년간 장서 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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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이용도  핵심장서 분석을 한 다양한 장

서평가 방법을 실증 으로 용함으로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도서  장

서평가 방법 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Bonn의 

이용계수, 소장도서 장서회 율과 Trueswell의 

80/20 법칙을 용하여 분석하 다. 주요 분석

항목으로는 장서평가에 한 실질 인 의미와 

내용을 부여하기 하여 연도별 소장도서 체 

이용도  주제별 이용도 분석과 연도별 출

도서 핵심장서의 비  분석에 을 두었다. 

이러한 장서평가 방법의 용은 향후 공공도서

이 지향해야 하는 장서개발정책에 한 방향 

수립에 도움을  뿐 아니라, 개인  요구와 사

회  요구의 조화라는 공공도서  장서서비스

의 궁극  목 을 달성하여 도서  존재의 당

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한 장

서개발업무에 한 문제 을 도출하여 개선하

다면 자 의 장서서비스 수 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서평가 이론  방법

2.1 장서평가 방법의 유형

도서 의 장서평가는 해당 도서 의 평가 목

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장서평가는 장서이

용과 장서 근에 을 맞춘 이용  이용자 기

반 평가(use and user based evaluation)와 장

서 자체에 을 맞춘 장서 기반 평가(collec- 

tion based evaluation)로 구분된다. 송 희 외

(2011)의 서 디지털시 의 장서 리 와 도

서 연구소(2010)에서 편찬한 공공도서  장

서 리매뉴얼 과 한국도서 회(2010)의 문

헌정보학용어사 을 심으로 주요 장서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2.2 이용  이용자 기반의 평가 방법

이용  이용자 기반의 평가 방법은 장서가 

구 분 이용  이용자 기반 장서 기반

양  방법

- 출데이터 분석

- 내이용 통계

- 문헌제공 통계

- 상호 차 통계  처리

- 서가자료 입수 가능성

- Hits  다운로드 분석

(트랜잭션로그, 매상 제공데이터 등)

- 이용 당 비용

- 장서 규모량/장서 증가량

- 자료 산 규모/자료구입 산 증가

- 장서규모 기   공식

- 인용분석/연구

- 비율 측정(단행본 비용  연속간행물 비용, 

주민 1인당 지출 비용 등)

- 내용 복 연구

질  방법

- 이용자 의견조사(LibQual+, 웹기반, 이메일)

- 이용자 찰

- 포커스 그룹

- 서지 조법(목록, 서지)

- 서가 스캐닝(서가 직  찰법)

- 인용분석

- 장서매핑(컨스펙터스 수  부여)

- 장서강  간략 테스트

- 상업  상품 이용

<표 1> 장서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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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출, 내 이용 등), 

도서 이 자료로의 근을 어떻게 제공하 는

지에(상호 차, 문헌제공 등) 을 두고 있다. 

2.2.1 양  평가 방법

이용  이용자 기반의 양  평가 방법으로

는 출데이터 분석을 심으로 내이용 통계, 

문헌제공 통계, 상호 차 통계  처리, 서가자

료 입수 가능성, 트랜잭션로그나 매상의 제

공 데이터에 한 합정보  다운로드 분석, 

이용 당 비용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출데이터 분석

(circulation data analysis)에 의한 평가는 

출건수, 갱신, 약건수, 내 이용, 상호 차 

등 장서의 수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장서 이용패턴을 통한 장서의 강도를 악하여 

장서개발정책에 반 할 수 있다. 출데이터 

분석의 장 으로는 부분의 도서 에서 익숙

하며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동시에 공공도서 에서 분석기간이나 

표본의 크기를 신축 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출데이터 자체가 이용자의 자료 이용형태를 

가장 잘 표 하고 있어 가장 실용 인 이용 

심  평가방법이다. 단 으로는 내 이용과 같

이 출이 아닌 장서의 이용 형태에 해서는 

데이터 수집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장서 이

용에 하여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라서 완 한 분석이 아니라는 과 출이 불가

능한 자료와 미 출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된

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 장서평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Bonn의 이용계수, 소장도서의 

장서회 율 분석과 Trueswell의 80/20 법칙도 

출데이터 분석 유형에 속한다. 

2.2.2 질  평가 방법

이용  이용자 기반의 질  평가 방법으로

는 다양한 설문조사 기법을 활용한 이용자 의

견조사, 이용자 찰, 포커스 그룹에 한 조사 

등이 있다. 

표 인 이용자 의견조사(user surveys)는 

실제 공공도서 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용 

 이용자 기반의 질  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

하거나 면담으로 이용자에게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다. 장 으로는 장서에 한 이용자 평가

를 통해 실제 인 재  미래의 이용자의 정

보요구에 하여 악할 수 있다는 이다. 그

러나 단 으로 객 인 설계  조사도구를 마

련하기가 어렵고 고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과 이용자 체의 의견이 반 되기 어려워 실제

와 다른 정보들이 생성될 수 있다. 

2.3 장서 기반의 평가 방법

장서 기반 평가방법은 장서의 규모, 범 , 깊

이, 비용에 하여 장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

가하는 방법으로 주요 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양  평가 방법

장서 기반의 양  평가 방법으로는 장서 규

모나 장서량을 측정, 자료 산 규모나 자료구

입 산의 증가 정도에 한 통계수집, 장서규

모에 한 기 이나 공식 용, 인용분석, 단행

본 비용에 한 연속간행물 비용이나 주민 1인

당 지출비용 등 비율 측정, 내용 복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장서 기반 양  평가의 표 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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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수집과 장서에 한 기  용을 들 수 있

다. 통계수집(compiling statistics) 방법은 장

서의 규모, 산, 장서의 성장(축소), 장서의 경

향 등을 측정하는데 체로 모기  는 산 

제공기 에게 산 사용에 한 합성을 보고

하기 한 외형  지표에 한 데이터를 측정

하는 방법이다. 장 으로는 도서 자동화시스

템을 통해 장서통계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수월

하며 타 도서 과의 데이터 비교가 용이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오류, 상세정보의 부족, 용어 

정의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인해 통계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 도서 마다 규모와 처한 환

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데이터의 수치를 

단순하게 도서  간에 직  비교하여 상  

우수성을 말할 수는 없다는 단 이 있다.

장서에 한 기  용(applying standards) 

방법은 빠르고 쉬운 평가 도구의 하나로서 공

 기 에서 제시한 기 과 도서 의 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의 장 은 폭넓게 용인된 기 을 용하기 

때문에 산 제공기 이나 모기  등에 공신력

을 지닌 평가 지침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는 

과 규모와 특성이 비슷한 도서 들 간에 데이

터를 비교하기에 합하다는 이다. 그러나 

학계의 문가에게서 이러한 공  기 들이 신

뢰성이 있는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평가 기

이 제시된 곳이 드물다. 한 포 인 기 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서 이 가지는 지역  특성

이 고려되지 못하며, 부분의 양  기 이 장

서의 강약을 나타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

러한 공신된 기 의 경우 도서 이 만족시켜야

할 최  수 을 제시하고 있기에 도서 들이 

최  수 만을 만족하는 수 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단 을 지닌다.

2.3.2 질  평가 방법

장서 기반의 질  평가 방법으로는 목록이나 

서지를 이용한 서지 조법, 서가를 직  찰

하는 서가 스캐닝, 장서매핑, 장서강  간략 테

스트, 상업  상품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서지 조법(list checking)은 표 서지, 목

록, 기본 장서목록, 추천 도서목록 등의 평가 기

으로 선정한 도서목록과 도서 의 장서를 비

교하여 도서  목록에 등재된 도서를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가 기  도서목록의 도서

를 소장하고 있는 비율이 높을수록 더 나은 도

서  장서개발이 이루어 졌다고 단할 수 있

다. 이 평가 방법을 통해 장서의 질 , 양 인 

면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한 이용 가능한 도서목록이 다양하며, 리스

트의 체크과정이 비교  쉽게 이루어질 수 있

다. 최근 도서목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도서목록과의 비교가 수월해졌으며, 목록비교

를 통하여 도서 이 소장하고 있지 않는 도서

목록이 악되어 자료구입을 한 선정 시 자

료선정 도구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 으로는 도서목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

어 평가하려는 상 자료에 합한 도서목록을 

선정해야하며, 선정한 도서목록의 작성자의 신

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다. 그리고 

도서목록의 업데이트 주기가 길어 최신자료가 

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 을 가진다.

서가 스캐닝(scanning shelves)은 서가 직

찰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주제 문가, 문사

서, 문연구자 등이 해당 분야의 서가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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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으로써 장서의 상태, 출 연도, 규모, 범

, 연 성, 합성 등을 평가 목 에 따라 단

하는 기법이다. 장서의 양이 많을 경우 하나하

나의 책을 살펴보기보다는 매 10번째 는 50

번째 등의 도서를 선정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방법의 장 으로는 빠르게 장서의 강약 에 

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장서가 소규모이

거나 특정 주제 분야의 도서 에서 사용하기에 

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제 분야의 도서

를 평가할 수 있는 문성을 갖춘 평가자를 확

보하기 어려우며, 평가자의 의견이나 주 이 

개입될 수 있으며 재 출 자료는 제외하고 

서가에 배가된 자료만을 평가 상으로 한다는 

단 을 가진다.

3. 장서평가 방법  범

3.1 평가의 방법  분석 내용

본 연구의 장서평가 방법 용은 기본 으로 

출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한 이용 심  평

가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재 우리나라 부분 

공공도서 의 출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되어 있어 연도별 출비율, 주제별 출비

율, 특정기간 입수도서의 출비율, 거주지별 

출비율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

기간의 출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장서개발 업무를 진단하고 이용

자의 장서이용 패턴과 특성 규명에 활용할 수 

있다.

내열람을 제외한 출데이터만으로 장서

이용 정도와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에 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학도서 이나 문

도서 과는 달리 공공도서 의 경우 실제 출

을 하지 않고 내열람만 하는 경우가 많지 않

아 출데이터로 장서이용 정도와 이용 패턴 

분석의 신뢰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출데이터를 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장서개발정책에 반 하여 장서

수 의 향상은 물론 객 인 장서개발정책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키

기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평가방법을 용하여 10년간 

소장도서의 체  주제별 이용도 분석과 연

도별 출 핵심장서를 분석하 다.

① 연도별(2004∼2013) 소장도서 장서회

율  Bonn의 이용계수 주제별 분석

  ∙도서  이용자의 10년간 출도서 체 

이용도  연도별 변화 분석

  ∙도서  소장도서의 주제별 이용도 분석 

② 연도별(2004∼2013) 연도별 출량 80%

에 해당되는 핵심장서 분석

  ∙Trueswell의 80/20 법칙 용 분석

3.2 평가의 범

서울시 진정보도서  장서평가의 구체  

범 는 일 성 있는 용기 과 평가기간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평가 상 데이터 자료유형 범 는 

진정보도서  종합자료실 도서(성인도서)로 제

한하 다. 그 이유는 본 평가가 이용 심  방

법인 출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것으로, 주제별 출데이터 분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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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류 2,576 2,941 3,247 3,528 3,912 4,240 4,739 4,954 5,261 5,628

철학 2,386 2,693 3,039 3,436 3,895 4,455 5,077 5,569 6,137 6,677

종교 1,398 1,566 1,754 1,967 2,279 2,591 2,961 3,091 3,339 3,538

사회과학 6,676 7,731 9,072 10,349 12,092 13,914 16,058 17,562 19,318 20,858

자연과학 1,356 1,614 1,839 2,098 2,337 2,681 2,930 3,106 3,271 3,462

기술과학 3,672 3,971 4,361 4,782 5,395 6,165 7,018 7,725 8,500 9,383

술 2,903 3,148 3,467 3,761 4,223 4,715 5,213 5,559 5,964 6,392

언어 2,187 2,442 2,688 2,923 3,292 3,617 3,895 3,992 4,156 4,338

문학 13,697 15,548 17,698 19,744 21,905 23,931 26,469 28,426 30,309 32,151

역사 2,716 3,048 3,462 3,879 4,566 5,347 6,180 6,807 7,416 7,914

계 39,567 44,702 50,627 56,467 63,896 71,656 80,540 86,791 93,671 100,341

<표 2> 진정보도서  소장도서 황
 (단 : 권)

성인도서와 아동서의 분류 기 이 다소 상이하

여 아동서를 포함시켰을 경우 주제별 이용에 

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둘째, 평가 상 데이터의 기간은 본 연구가 

시작된 2014년 후반기를 기 으로, 출데이

터가 완 하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는 과거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기 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 다. 분석 상

이 된 진정보도서 의 분석기간 동안 소장도

서 황은 <표 2>와 같다.

4. 장서평가 방법 용  분석

4.1 연도별 소장도서 이용도 분석

연도별 소장도서의 체  주제별 이용도를 

분석하기 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소장도서의 장서회 율과 Bonn의 이용계수 

분석을 통해 소장도서의 출 증감에 한 추

이 변화와 주제별 출 추이의 변화를 분석하

다.

4.1.1 체 이용도  연도별 추이 분석

(1) 장서회 율

연도별로 주제별 소장도서의 장서회 율을 

산출하기 하여 연도별로 주제별 소장도서수

와 주제별 출횟수 데이터를 도서 리자동화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엑셀로 장서회 율 분석

테이블을 만든 다음 주제별 장서회 율을 연도

별로 계산하게 된다. 林 耕一(1971)이 장서구

성의 합성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제안한 

소장도서의 장서회 율 분석은 도서의 출횟

수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수로 나  값을 의

미한다. 장서회 율 값이 클수록 분석 상 도

서의 출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소장도서 장서회 율 = 소장도서 출횟수 / 

소장 도서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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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2013년도 문학류 소장도서의 장

서회 율은 132,111회를 32,151로 나  값으로 

4.11이 도출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산출된 소장

도서 장서회 율은 <표 3>과 같다.

주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류

총 출횟수 14,418 15,666 14,696 13,361 13,170 12,025 11,085 13,434 15,032 17,413 

소장권수 2,576 2,941 3,247 3,528 3,912 4,240 4,739 4,954 5,261 5,628 

장서회 율 5.60 5.33 4.53 3.79 3.37 2.84 2.34 2.71 2.86 3.09 

철학

총 출횟수 10,311 11,043 12,224 13,149 14,903 15,765 15,581 20,225 24,909 27,555 

소장권수 2,386 2,693 3,039 3,436 3,895 4,455 5,077 5,569 6,137 6,677 

장서회 율 4.32 4.10 4.02 3.83 3.83 3.54 3.07 3.63 4.06 4.13 

종교

총 출횟수 4,762 5,639 5,527 5,187 5,422 5,744 5,848 6,290 7,308 7,221 

소장권수 1,398 1,566 1,754 1,967 2,279 2,591 2,961 3,091 3,339 3,538 

장서회 율 3.41 3.60 3.15 2.64 2.38 2.22 1.98 2.03 2.19 2.04 

사회과학

총 출횟수 36,129 39,660 43,132 47,303 48,140 48,485 45,107 55,362 66,776 65,764 

소장권수 6,676 7,731 9,072 10,349 12,092 13,914 16,058 17,562 19,318 20,858 

장서회 율 5.41 5.13 4.75 4.57 3.98 3.48 2.81 3.15 3.46 3.15 

자연과학

총 출횟수 6,492 8,322 9,335 9,155 9,825 10,824 10,553 12,096 13,616 14,150 

소장권수 1,356 1,614 1,839 2,098 2,337 2,681 2,930 3,106 3,271 3,462 

장서회 율 4.79 5.16 5.08 4.36 4.20 4.04 3.60 3.89 4.16 4.09 

기술과학

총 출횟수 14,061 14,375 15,557 15,410 17,226 20,246 20,230 29,002 35,031 42,824 

소장권수 3,672 3,971 4,361 4,782 5,395 6,165 7,018 7,725 8,500 9,383 

장서회 율 3.83 3.62 3.57 3.22 3.19 3.28 2.88 3.75 4.12 4.56 

술

총 출횟수 11,522 12,196 12,402 12,379 13,215 14,607 14,940 17,452 20,159 22,191 

소장권수 2,903 3,148 3,467 3,761 4,223 4,715 5,213 5,559 5,964 6,392 

장서회 율 3.97 3.87 3.58 3.29 3.13 3.10 2.87 3.14 3.38 3.47 

언어

총 출횟수 23,949 24,752 23,587 18,980 21,483 15,497 11,387 11,680 13,038 13,840 

소장권수 2,187 2,442 2,688 2,923 3,292 3,617 3,895 3,992 4,156 4,338 

장서회 율 10.95 10.14 8.77 6.49 6.53 4.28 2.92 2.93 3.14 3.19 

문학

총 출횟수 100,077 112,191 116,042 114,155 120,098 122,925 111,733 119,162 127,735 132,111 

소장권수 13,697 15,548 17,698 19,744 21,905 23,931 26,469 28,426 30,309 32,151 

장서회 율 7.31 7.22 6.56 5.78 5.48 5.14 4.22 4.19 4.21 4.11 

역사

총 출횟수 10,728 13,271 14,162 15,889 16,938 18,900 19,025 22,646 26,759 29,701 

소장권수 2,716 3,048 3,462 3,879 4,566 5,347 6,180 6,807 7,416 7,914 

장서회 율 3.95 4.35 4.09 4.10 3.71 3.53 3.08 3.33 3.61 3.75 

체

평균

총 출횟수 232,449 257,115 266,664 264,968 80,420 285,018 65,489 307,349 350,363 372,770 

소장권수 39,567 44,702 50,627 56,467 63,896 1,656 80,540 86,791 93,671 100,341 

장서회 율 5.87 5.75 5.27 4.69 4.39 3.98 3.30 3.54 3.74 3.72 

<표 3> 소장도서 장서회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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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보도서 의 체 인 장서 이용도  

연도별 이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체장

서의 평균 장서회 율은 4.4회로 10년 인 2004

년에는 5.87회에서 매년 소장도서가 증가됨에 

따라 장서회 율이 조 씩 하락 추이를 보이다

가 2010년 3.30회로 최 치를 보인 후, 2011년

부터 상승세로 환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 Bonn의 이용계수

진정보도서 의 주제별 소장도서수와 주제

별 출횟수 데이터를 도서 리자동화시스템에

서 연도별로 추출한 후 엑셀을 활용하여 Bonn

의 이용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Bonn(1974)이 

제안한 장서평가 이용계수(use factor: UF)는 

소장도서에 한 특정주제분야의 이용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서  자료의 총 출횟수에

서 특정주제분야의 총 출횟수가 차지하는 비

율을 도서 의 소장 체장서수에서 특정주제

분야의 장서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  것을 

의미한다. 

[(특정 주제의 총 출수 ÷ 도서 의 총 출수) × 100]

―――――――――――――――――――――――――

[(특정 주제의 장 서 수 ÷ 도서 의 총장서수) × 100]

즉, 이용계수(UF)는 체장서나 부분 인 

장서 혹은 참고도서, 지정도서, 도서 상호 차 

등 다양한 장서이용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일

반 으로 이용계수의 값이 1보다 크면 활발하

게 장서가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를 들어, 2013년 문학류 소장도서 이용계수는 

(132,111 ÷ 372,770)*100/(32,151 ÷ 100,341) * 

100 = 1.11이 된다. 주제별 소장도서 이용계수

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Bonn의 이용계수는 

일반 으로 이용계수의 값이 1.0보다 크면 활발

하게 장서가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별 소장도서의 이용계수 값이 1.0을 상회

하는 경우를 보면, 문학 분야는 10년간 계속 활

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분

야로는 언어 분야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1.0 이상이었으나, 그 이후는 1.0에 미치지 못하

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2009년 이후, 철학과 

<그림 1> 연도별 체 소장도서 평균 장서회 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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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류

총 출횟수 14,418 15,666 14,696 13,361 13,170 12,025 11,085 13,434 15,032 17,413 

소장권수 2,576 2,941 3,247 3,528 3,912 4,240 4,739 4,954 5,261 5,628 

이용계수 0.95 0.93 0.86 0.81 0.77 0.71 0.71 0.77 0.76 0.83

철학

총 출횟수 10,311 11,043 12,224 13,149 14,903 15,765 15,581 20,225 24,909 27,555 

소장권수 2,386 2,693 3,039 3,436 3,895 4,455 5,077 5,569 6,137 6,677 

이용계수 0.74 0.71 0.76 0.82 0.87 0.89 0.93 1.03 1.09 1.11

종교

총 출횟수 4,762 5,639 5,527 5,187 5,422 5,744 5,848 6,290 7,308 7,221 

소장권수 1,398 1,566 1,754 1,967 2,279 2,591 2,961 3,091 3,339 3,538 

이용계수 0.58 0.63 0.60 0.56 0.54 0.56 0.60 0.57 0.59 0.55

사회

과학

총 출횟수 36,129 39,660 43,132 47,303 48,140 48,485 45,107 55,362 66,776 65,764 

소장권수 6,676 7,731 9,072 10,349 12,092 13,914 16,058 17,562 19,318 20,858 

이용계수 0.92 0.89 0.90 0.97 0.91 0.88 0.85 0.89 0.92 0.85

자연

과학

총 출횟수 6,492 8,322 9,335 9,155 9,825 10,824 10,553 12,096 13,616 14,150 

소장권수 1,356 1,614 1,839 2,098 2,337 2,681 2,930 3,106 3,271 3,462 

이용계수 0.81 0.90 0.96 0.93 0.96 1.02 1.09 1.10 1.11 1.10

기술

과학

총 출횟수 14,061 14,375 15,557 15,410 17,226 20,246 20,230 29,002 35,031 42,824 

소장권수 3,672 3,971 4,361 4,782 5,395 6,165 7,018 7,725 8,500 9,383 

이용계수 0.65 0.63 0.68 0.69 0.73 0.83 0.87 1.06 1.10 1.23

술

총 출횟수 11,522 12,196 12,402 12,379 13,215 14,607 14,940 17,452 20,159 22,191 

소장권수 2,903 3,148 3,467 3,761 4,223 4,715 5,213 5,559 5,964 6,392 

이용계수 0.68 0.67 0.68 0.70 0.71 0.78 0.87 0.89 0.90 0.93

언어

총 출횟수 23,949 24,752 23,587 18,980 21,483 15,497 11,387 11,680 13,038 13,840 

소장권수 2,187 2,442 2,688 2,923 3,292 3,617 3,895 3,992 4,156 4,338 

이용계수 1.86 1.76 1.67 1.38 1.49 1.08 0.89 0.83 0.84 0.86

문학

총 출횟수 100,077 112,191 116,042 114,155 120,098 122,925 111,733 119,162 127,735 132,111 

소장권수 13,697 15,548 17,698 19,744 21,905 23,931 26,469 28,426 30,309 32,151 

이용계수 1.24 1.25 1.24 1.23 1.25 1.29 1.28 1.18 1.13 1.11

역사

총 출횟수 10,728 13,271 14,162 15,889 16,938 18,900 19,025 22,646 26,759 29,701 

소장권수 2,716 3,048 3,462 3,879 4,566 5,347 6,180 6,807 7,416 7,914 

이용계수 0.67 0.76 0.78 0.87 0.85 0.89 0.93 0.94 0.96 1.01

체

평균

총 출횟수 232,449 257,115 266,664 264,968 80,420 285,018 65,489 307,349 350,363 372,770 

소장권수 39,567 44,702 50,627 56,467 63,896 1,656 80,540 86,791 93,671 100,341 

평균 이용계수 0.91 0.91 0.91 0.90 0.91 0.89 0.90 0.93 0.94 0.96

<표 4> 소장도서 이용계수

기술과학은 2011년 이후, 그리고 역사는 2013년

만 이용계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10년간의 이용계수는 소장도서의 증가와 무

하게 순수한 도서 출 이용 추이를 악하기 

해 산출되었다. 소장도서 체에 한 이용계

수 증감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평

균 0.90로 이용계수가 거의 일정하게 지속되다

가 2011년부터 매년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여 

출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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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체 소장도서 평균 이용계수 변화 추이 

4.1.2 주제별 이용도 분석

주제별 이용도 분석은 우리나라 공공도서 에

서 채택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KDC)의 10개 

주류(main classes)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1) 총류

총류의 10년간 이용도를 살펴보면, 2004년부

터 2007년까지는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가 평

균(장서회 율 평균 3.64, 이용계수 평균 0.81)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이후부터 평균 이

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총류는 

과거에 출이 활발하 으나 최근에는 조한 

주제 분야로 나타났다. 10년간 이용계수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진 으로 이용계수가 낮아

지다가 2011년을 기 으로 상승으로 환하여 

최근까지 소폭으로 이용계수가 증가 추이를 보

여 향후에 총류의 출이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로 분석되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총류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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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

철학 분야의 10년간 장서회 율을 보면 평균 

3.85로 체도서 평균 장서회 율 4.4보다 낮은 

주제 분야이나 이용계수(평균 0.89)를 보면 2011

년부터 1.0 이상으로 최근에 매우 이용이 활성화

되는 주제로 조사되었다. 특히 10년 동안 이용계

수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조 씩 상승하여 앞으

로는 재 보다 더 활발한 출이 상되는 주제

이다(<그림 4> 참조). 

(3) 종교

10년 동안 종교 분야의 장서회 율은 평균 

2.56으로 체도서 장서회 율 4.4보다 낮은 분

야로 10개 주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주제로 나타났다. 10년간 이용계수는 큰 변화 

없이 평균 0.55∼0.60 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용계수의 평균 한 0.58로 체평균 0.92보다 

매우 낮아 향후에도 출이 조할 것으로 

상되는 주제이다(<그림 5> 참조).

<그림 4> 철학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그림 5> 종교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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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과학

10년 동안 사회과학 분야의 장서회 율 평균

은 3.99로 체도서 장서회 율 4.4보다 다소 

낮은 주제로 나타났다. 10년간 이용계수 변화

추세를 보면 큰 변화 없이 평균 0.90 내외를 유

지하고 있고, 평균 이용계수가 0.90으로 체 

평균 0.92에 근 하여 향후에도 보통 수 의 

이용이 상되는 주제로 분석되었다(<그림 6> 

참조).

(5) 자연과학

자연과학 분야는 10년 동안 연평균 4.34의 

장서회 율을 보이는 주제로 체 장서회 율 

평균치인 4.4와 비슷하여 장서회 율로 보면 

평균 수 의 출이 이루어지는 주제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용계수가 10년 평균 1.0으로 체

평균 0.92를 상회할 뿐 아니라 10년 동안 이용

계수가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재 보다 더 활발한 출이 상되는 주제로 

조사되었다(<그림 7> 참조). 

<그림 6> 사회과학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그림 7> 자연과학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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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과학

기술과학의 10년간 장서회 율을 보면 평균 

3.60로 체도서 평균 장서회 율 4.4보다 낮은 

주제 분야이나 이용계수(평균 0.85)를 보면 2011

년부터 1.0을 넘어 최근에 매우 출이 활성화

되는 주제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동안 이용계

수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조 씩 상승하여 향

후에는 재 보다 더 활발한 출이 상되는 

주제로 조사되었다(<그림 8> 참조). 

(7) 술

술 분야는 10년간 장서회 율이 평균 3.38

로 체도서 평균 장서회 율 4.4보다 낮은 주제 

분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이용계수가 0.68

이었으나 매년 상승하여 2013년에는 0.93으

로 체평균 이용계수인 0.92와 비슷해짐에 따

라, 과거에는 이용이 조했으나 최근에 평균

수 으로 회복한 주제로 조사되었다(<그림 9> 

참조).

<그림 8> 기술과학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그림 9> 술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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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언어

언어 분야는 2004년 장서회 율 10.95, 이용

계수 1.86으로 출이 매우 활발한 주제로 2009

년까지 이용계수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언어 분야의 10년간 장서회율 평균

은 5.93이며, 이용계수의 평균은 1.27로 나타났

다. 그러나 2010년부터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모두 체 평균을 돌고 있어, 향후에도 평균 

수 보다 낮은 출이 상되는 주제로 분석되

었다(<그림 10> 참조).

(9) 문학

문학 분야의 10년 동안 평균 장서회 율 평

균이 5.42로 체평균 4.4보다 높은 주제로 조사

되었다. 이용계수 한 10년 동안 지속 으로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 으로 활발하게 

출되고 있는 주제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계

수를 보면 2010년 이후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이

를 보여 향후 이용 역시 소폭 상하로 이동하면

서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1> 참조).

(10) 역사

역사 분야의 10년간 장서회 율을 보면 평균 

3.75로 체도서 평균 장서회 율 4.4보다 낮은 

주제 분야이나 이용계수는 10년 동안 지속 으

로 상승 추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부터는 평균 이용계수 0.92를 상회할 뿐 아니라 

2013년에 이용계수가 1.0을 넘어 최근에 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로 분석되

었다(<그림 12> 참조).

4.1.3 체 이용도  주제별 이용도 분석

진정보도서 의 출용 소장도서 장서회

율은 매년 소장도서가 증가함에 따라 2004년

부터 2010년까지는 지속 으로 하락 추이를 나

타내다가 2011년을 기 으로 상승 추이로 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계수 한 2004년

부터 2010년까지 0.9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1

년을 기 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3에는 0.96

까지 상승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소장도서

의 이용에 있어 2011년을 기 으로 변화가 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언어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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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문학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그림 12> 문학의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 추이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두 가지를 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출 일로부터 도서 자료실에 

비치되는 소요기간을 최 한 단축시킬 수 있도

록 서 상이 신간도서를 매일 도서 에 납품하

는 일일실물도서구입제도 도입으로 인한 도서

구입횟수 증가이다. 둘째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11,309권의 도서를 제 한 것이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로 이

용률이 조한 도서의 제 이 체 장서의 이

용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간도서가 시에 도서 에 비치되어 이용자

에게 공 되는 것이 도서  장서 이용도를 증

가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측된다. 신간도서 

공 의 시성과 이용도 증가의 계에 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추후 연도별 신규로 구입

하는 도서의 이용도 분석을 통하여 분석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의  다른 측면으로 활발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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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주제의 분석이다. 주제별 이용계수가 1.0 

이상으로 출이 활발한 주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언어와 문학 두 주제에 국한되다

가 2009년에는 자연과학, 언어, 문학의 세 주제

로 확 되었다. 2010년은 다시 자연과학과 문

학으로 축소되었다가 2011년부터는 차츰 다양

해진 결과를 보 다. 이어 2011년과 2012년에

는 철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문학의 출이 활

성화되고, 2013년에는 철학, 자연과학, 기술과

학, 문학, 역사 등 5가지 주제의 출이 활성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독서성

향이 언어와 문학으로 편 되다가 10년 동안 

다양한 주제 분야로 확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2009년부터 운 하여 

 주제 분야를 확 하고 있는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인문학 주제의 도서 로그램 운 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문학

로그램이 정부정책과 주민수요에 의해 재보

다 활발하게 도서 에서 운 될 것으로 상됨

으로 도서 로그램과 련된 철학, 과학, 역

사 등 인문학 주제 분야에 한 구입 비 을 증

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연도별 출 핵심장서 분석

연도별 출도서에 한 핵심장서 혹은 편

도 분석은 Trueswell의 80/20 법칙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4.2.1 핵심장서 분석 과정 

Trueswell(1966)의 80/20 법칙은 특정 도서

에서 20%의 장서가 체 출의 80%를 차지

한다는 것이다. 즉 체 출량의 80%가 20%

의 장서에 의해 만족된다는 법칙이다. Trueswell

의 80/20 법칙을 기  척도로 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로 총 출도서의 80%에 해

당되는 도서가 소장도서의 몇 %에 해당되는지

를 분석함으로써 자  출 핵심장서의 비 을 

악할 수 있다. 연도별로 소장도서수의 출

횟수 데이터를 도서 리 로그램에서 추출하

여 엑셀로 출횟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한 후 

출횟수를 구한다. 그 다음 출횟수

가 당해연도 총 출횟수에서 유하는 출

유율 값이 80%에 해당되는 도서수를 구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 출횟수 80%를 차지하는 출도서 수) ÷ 

소장도서 수] × 100 = 20

를 들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4

년 총 출횟수의 80%는 130,685회이며, 이에 

해당되는 도서수는 11,390권임을 알 수 있다.

4.2.2 핵심장서 분석 결과

‘총 출횟수 80%를 유하는 출도서가 

소장도서의 20%를 차지한다’라는 Trusewell의 

법칙을 기 으로 하여 진정보도서  종합자

료실 소장도서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 

체 으로 Trusewell의 기 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출횟수 80%를 유하

는 도서가 소장도서의 20%를 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 출의 80%를 차지하는 도서수가 

체 소장도서에서 차지하는 비 이 <표 6>과 

같이 2004년 28.79%에서 2013년 23.13%로 낮

아지고 있어 출 핵심장서 비율이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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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4년 소장도서 출횟수 유율

연도 총 출횟수
출횟수의 80%

도서수(A)
소장도서(B) A/B*100

기 비

증감

2004 163,352 11,390 39,567 28.79 + 8.79

2005 187,560 12,581 44,702 28.14 + 8.14

2006 204,696 13,298 50,627 26.27 + 6.27

2007 214,703 14,374 56,467 25.46 + 5.46

2008 232,541 16,323 63,896 25.55 + 5.55

2009 191,284 16,112 71,656 22.49 + 2.49

2010 235,426 18,764 80,540 23.30 + 3.30

2011 285,720 19,256 86,791 22.19 + 2.19

2012 332,275 21,233 93,671 22.67 + 2.67

2013 363,961 23,205 100,341 23.13 + 3.13

<표 6> 연도별 출횟수 80%가 차지하는 도서의 비

Trusewell의 기 을 용하면 반 으로 

진정보도서  출도서 핵심장서 비 은 20%

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진 으

로 출 핵심장서 비 이 2004년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이  일부 

도서에 국한되는 상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상에 한 주요 요인은 2009년부

터 4개 구립도서  간에 상호 차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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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서의 이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이로써 진구 4개 구립도서  간의 상호

차는 진정보도서  출도서 체의 활용

도를 높이는 것보다 인기도서의 이용도가 더욱 

상승한다는 을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인기

도서는 분 에 고루 비치하도록 수서정책에 반

시켜 상호 차서비스 차로 인하여 손실되

는 행정력과 이용자의 자료이용 시간을 일 

필요가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도서 에서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

에 필요한 장서평가  도서 이 보유한 출데

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기반의 다양한 장서평가

를 종단 으로 분석한 사례연구의 한 유형이다. 

재 우리나라 부분 공공도서 이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립 시에 일시 인 

소장도서의 주제별 장서회 율과 장서에 한 

이용자만족도 등으로 장서평가를 실시하여 장

서개발정책에 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

시  혹은 횡단조사로는 추이분석이나 시기에 

따른 변동요인을 악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

간에 걸친 각기 다른 시기에 같은 자료를 반복

으로 수집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분

석하는 종단  연구방법을 통한 장서평가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도서이용 패턴이 어떻게 변화

하여 왔는지 정보 획득 후 변인들 간의 상

계나 인과 계를 측정하여 변화가 일어난 원인

을 면 히 분석한다면 개인요구와 사회요구, 즉 

요구와 가치의 조화라는 공공도서  장서개발 

목 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 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 간의 도서  장서 체 이용도  

주제별 이용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도서

에서 발생된 업무의 변화와 이용도 간의 련성

을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소장도

서 장서회 율과 이용계수가 매년 소장도서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까지는 지속 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상승 추이로 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을 

기 으로 도서  업무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

게 된다. 도서  업무 변화의 내부  요인을 추

한 결과 가장 요한 이유로는 출 일로부터 

도서 자료실에 비치되는 소요기간을 최 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서 상이 신간도서를 매일 

도서 에 납품하는 일일실물도서구입제도 도입

으로 인한 도서구입횟수 증가이다. 이러한 상

은 신간도서가 시에 도서 에 비치되어 이용

자에게 공 되는 것이 도서  장서 이용도를 증

가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악되었다. 신간도

서 공 의 시성과 이용도 증가의 계에 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추후 연도별 신규로 구입하

는 도서의 이용도 분석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에 11,309권의 도서를 제 한 것이  다른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악되어 이용률이 조

한 도서의 제 이 체 장서의 이용도를 증가시

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서 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

들의 장서 이용패턴에 한 변화와 도서  로

그램에 한 지역주민의 평가를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장서의 주제별 분석을 통하여 시기

별로 지역주민의 독서성향을 살펴볼 수 있다. 

를 들어, 주제별 이용계수가 1.0 이상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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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용이 활발한 주제로서 2004년부터 2008년

까지는 언어와 문학 두 주제에 국한되다가 2009

년에는 자연과학, 언어, 문학의 세 주제로 확

되었다. 2010년은 다시 자연과학과 문학으로 축

소되었다가 2011년부터는 차츰 다양해진 결과

를 보 다. 이는 지역주민이 독서성향이 언어와 

문학으로 편 되다가 10년 동안 다양한 주제 분

야로 확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2009년부터 운 하여  주제 분야를 

확 하고 있는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인문학 주

제의 도서  로그램 운 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문학 로그램이 정부

정책과 주민수요에 의해 재보다 활발하게 도

서 에서 운 될 것으로 상됨으로 도서  

로그램과 련된 철학, 과학, 역사 등 인문학 주

제 분야에 한 구입 비 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출도서 핵심장서의 비 을 분석을 통

하여 효과 인 수서정책을 한 근거자료를 제

시할 수 있으며, 도서  직원의 행정력 낭비와 

이용자의 자료이용 시간을 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진정보도서  출도서 핵심장서 비

은 2004년에 28.79%에서 2013년도 23.13%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를 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즉, 출이  일부 도서에 국

한되는 상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인기도서에 한 수서정책으로 도서  상호 차

를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복본 구입으로 이용도

를 높일 것인지에 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개별 공공도서 에서 종

단  이며 통시 인 장서평가를 실시한다

면, 향후 공공도서 이 지향해야 하는 장서개

발정책에 한 방향 수립에 도움을  뿐 아니

라, 개인  요구와 사회  요구의 조화라는 공

공도서  장서서비스의 궁극  목 을 달성하

여 도서  존재의 당 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한 장서개발업무에 한 문제

을 도출하여 개선하다면 자 의 장서서비스 수

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

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시기별 이용도서의 주제변화, 도서구입 

횟수에 따른 도서이용 변화, 수서담당자나 서

상 는 도서구입방법 평가, 출이 집 되

는 도서비 의 변화, 사서 추천도서의 평가, 미

출도서 수량  주제 변화, 거주지별 도서

출 이용 변화 등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 도서 리 로그램을 사

용하여 이용데이터를 리하는 모든 도서 은 

자 의 다양한 이용 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사서들은 이러한 데이터가 재 도서 리 로

그램을 통해 바로 추출할 수 없어도 DB 리자

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는 사

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동시에 도서 업무 수

행에 필요하다면 자 의 도서 리 로그램에

서 바로 추출이 가능하도록 로그램을 각자의 

용도에 합하도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도 인식하여야 한다. 한 사서들은 장서개

발 혹은 도서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범

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러한 데이터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도서  이해 계자들

을 설득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장서평가에 국한

되었지만 향후 사서들이 도서 데이터의 요

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에 하여 고

민하는데 거름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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