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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이용계수를 적용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설장서를 평가하고 장서개발기능을 제고시키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문학은 언어별 문학에서의 장서구성 및 이용대출 비

중이 각각 62.6%와 54.3%로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계수(0.87)는 기준값(1.00)보다 낮았다. 또

한 한국현대소설은 한국소설의 세목별 장서구성 및 이용대출에서의 비중이 각각 65.60%와 51.36%로 

가장 높음에도 이용계수(0.78)는 기준값보다 낮았고 연도별 이용계수도 최근 연도에 근접할수록 감소하

고 있다. 그 이유는 장서개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 및 소설장서개

발지침의 수립, 소설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소설자료개발 전담사서제 도입, 소설자료 선정도구의 개발

과 활용, 소설장서의 주기적 평가와 같은 방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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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fiction collection of Korean public libraries by applying use factor 

and suggested various measures to enhance collection development function. As a result, while 

the collection building and borrowing ratios of Korean literature in literature collection by 

language were the highest at 62.6% and 54.3% respectively, the use factor was lower than the 

base value(1.00). And while the collection building and borrowing ratios of Korean contemporary 

fiction by item category were the highest at 65.60% and 51.36% respectively, the use factor was 

lower than the base value and the use factor by year is decreasing in recent years. The reason 

is because of poor collection development. Therefore, public library need to consider active 

alternatives such as establishment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fiction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 composition of the fiction material selection committee, adaption of the 

dedicated librarian system for fiction material developme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 

selection tool for fiction materials, and periodic evaluation of ficti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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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실정법인 ｢도서관법｣(법률 제10558호) 제2

조 제4호는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

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

해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제28

조는 첫 번째의 업무로 ‘자료의 수집․정리․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서비스의 수

혜자인 동시에 이용의 주체인 지역주민에게 충

실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언하면 공공도서관이 여러 법적 

업무 중에서 ‘최적의 장서개발을 통한 이용서

비스 기능’을 가장 중시할 때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내지 공공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 요람, 문화향유 거

점, 평생학습 산실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관이 수집․제공하는 

장서의 주류별 구성은 문학류가, 언어별로는 

한국문학이, 하위형식별로는 한국소설이, 세목

별로는 현대소설이 가장 많다. 즉, 문학과 한국

소설은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 및 관외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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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과 관련하여 

주제별 장서구성의 비율을 분석하거나 이용실

적과 연계․평가한 연구는 극소수(유경종, 박

일종 2009; 김선애, 서혜란 2009)에 불과하며, 

특히 한국문학 및 한국소설의 장서구성과 이

용실적을 대비하여 분석․평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 

및 이용대출에서 그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문

학 및 소설장서를 평가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설장서

를 대상으로 소장 책 수와 대출건수의 비율로 산

출하는 이용계수를 적용하여 언어별, 세목별, 

연도별로 평가한 후에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시

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이 소설자

료의 소장가치와 이용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충실하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할 때 문학

류뿐만 아니라 전체 장서구성이 체계적이고 합

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용대출의 활성

화 및 서비스 만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결과는 장서개발 및 대출서비스를 개선하

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의 방법과 한계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방문조사 방식을 병

행하였다. 전자는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각종 

자료(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통계 데이터, 웹사이트의 관련자료 등)를 수

집․분석하여 문학 및 소설자료의 비중과 중

요성을 기술하는데 적용하였으며, 후자는 대상

도서관을 방문하여 DB에서 장서구성 및 이용

(대출)데이터를 수집하고 소설장서를 평가하

는데 활용하였다. 이를 위한 조사대상은 경상

북도 교육청 소속의 총 28개 공공도서관(본관 

23개관, 분관 5개관) 중에서 권역 및 자치단체

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 지역에서 각 1개관

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KDC 

(제4판)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주류별 자료, 

문학류 및 소설자료, 한국문학자료, 한국소설

자료로 구분한 다음에 장서구성과 이용데이터

를 추출하고, Bonn의 이용계수(use factor)1)

를 적용하여 분석․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을 경북 공공도

서관으로 한정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한국도서관협회의 ｢한

국도서관연감｣에서 모든 공공도서관의 문학류 

및 소설장서에 관한 통계데이터를 전혀 입수

할 없기 때문에 직접 방문 조사해야 하는데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28개관 

가운데 분관을 제외한 6개 본관으로 제한한 것

은 각 도서관의 DB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따른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반면에 

 1) Bonn이 제안한 주제별 장서의 이용계수 산출공식인 UF = [(특정 주제자료의 총대출수 ÷ 도서관의 총대출수) × 
100] ÷ [(특정 주제분야의 장서수÷ 도서관의 총장서수) × 100]을 말한다. 이용계수가 1보다 크면 활발하게 이용
되는 장서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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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서관으로도 그 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결과를 국

내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2. 공공도서관 소설자료의 
가치와 중요성

2.1 소설자료의 통념상 가치

소설은 인간의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

한 문학의 한 장르로서 ‘인생의 사실 또한 진실

을 허구적으로 표현하는 산문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소설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

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문

학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의 

원고가 편집 및 조판과정을 거쳐 출시된 실물

을 소설책이라 하며, 도서관이 수집․등록․

배가한 개별 소설자료의 합집합을 통상 소설

장서라 한다. 

이러한 소설자료의 가치와 중요성은 인구에 

회자되는 다양한 기능과 목적에서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소설자료의 순수 예술적 기능은 즐

거움 또는 재미와 더불어 정서적 감동과 미적 

내지 미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공리주의적 기

능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수

단이나 도구로 활용되며, 인생론적 기능은 인

간의 문제를 탐구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밝

혀주는 것을 말한다. 그 가운데 인간이 독서하

는 이유에 가장 부합하거나 가까운 인생론적 

기능이 소설자료의 참다운 기능이라 할 수 있

다. 소설자료의 통념상 가치를 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소설자료는 인간에게 독

서재료를 제공하며, 이를 독서함으로써 안락과 

쾌락, 지적 및 정신적 풍요를 경험하거나 상상

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소설자료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 욕구를 대리 충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셋째, 소설자료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공존시키는 방법으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삶의 진지함과 현장성을 제공한다. 

넷째, 소설자료는 무수한 인간상을 다양한 

문체로 표현함으로써 각각의 존재를 해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고난을 극복하거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삶에 대한 동경

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설자료를 통

하여 간접 경험함으로써 대리 만족하거나 열

망과 열정을 키울 수 있다.

여섯째, 인간은 소설자료를 통하여 계절의 

변화, 역사적 궤적, 인생의 의미를 되씹어 보

고, 아름다운 삶을 모색하는데 유용하다. 

일곱째, 소설자료는 미지의 삶과 세계를 다

루기 때문에 인생의 다양성과 심오한 측면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리하며, 때로는 삶의 방

식과 지표를 설정하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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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2.2 출판 및 독서활동에서의 비중과 

가치 

먼저 소설자료의 출판비중은 대한출판문화

협회가 매년 집계하는 통계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08∼2010)의 신간도서 

가운데 별도로 분류한 아동도서, 학습참고도

서, 만화를 제외한 주류 및 문학형식별 통계를 

집계하면 <표 1>을 보면 주류에서 문학류의 비

중은 연도를 불문하고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사

회과학, 기술과학, 종교, 언어, 예술, 역사, 철학, 

총류, 순수과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서 문학류는 전체 출판량의 약 ⅓에 근접할 정

도로 많다. 그리고 문학류의 하위형식별로는 

소설자료가 약 20.3%∼20.4%로 가장 높다. 즉, 

소설자료의 출판비중은 나머지 5개의 하위형

식별 자료를 합산한 비율보다 훨씬 높다. 

다음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독서활동에서 소

설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영향력은 공

공도서관의 독서회 활동 및 독서치료에 활용

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대표하는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독서회 활동

에서 문학이 가장 많은 독서재료로 선정되었

고(최연 2007, 35-36), 광주광역시의 공공도

서관 어머니독서회가 연간 24회 진행한 토론

회에서도 문학이 가장 선호하는 독서재료였으

며, 그 중에서도 소설자료가 절대 다수를 차지

하였다(오은영 2007, 18). 그리고 한국도서관

협회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중에서 영상자료를 제외한 총 248권의 단행본 

구 분 2008 2009 2010

총 류 822(3.1) 805(3.0) 703(2.7) 

철 학 946(3.6) 915(3.4) 1,055(4.1) 

종 교 2,009(7.6) 2,177(8.1) 1,899(7.4) 

사회과학 6,335(24.0) 6,483(24.2) 6,017(23.5) 

순수과학 593(2.3) 542(2.0) 541(2.1) 

기술과학 2,754(10.5) 3,054(11.4) 3,206(12.5) 

 술 1,451(5.5) 1,407(5.3) 1,382(5.4) 

언 어 1,823(6.9) 1,660(6.2) 1,625(6.3) 

문학

시 765(2.9)

8,481

(32.2)

804(3.0) 

8,718 

(32.6)

762(3.0) 

8,192 

(31.9) 

소설 5,353(20.3) 5,471(20.4) 5,209(20.3) 

수필 517(2.0) 503(1.9) 478(1.9) 

희곡 35(0.1) 54(0.2) 63(0.2) 

평론 75(0.3) 39(0.1) 49(0.2) 

기타 1,736(6.6) 1,847(6.9) 1,631(6.4) 

역 사 1,139(4.3) 1,008(3.8) 1,031(4.0) 

계 26,354(100.0) 26,769(100.0) 25,651(100.0) 

<표 1> 신간도서의 주류별 출판종수 비교(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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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문학이 56%(139권), 하위형식에서는 

소설자료가 82%(114권), 언어별로는 한국소

설이 32%(42권)로 가장 많았다(한국도서관

협회 2007, 1-155).

한편, 소설자료가 공공도서관 독서회 활동의 

독서재료로 활용된 후에 참가자는 물론 대중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관련연

구와 사례발표를 종합하여 개인, 가정, 독서회, 

공공도서관,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가치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오

은영 2007; 최연 2007; 서계녀 2009, 94-99). 

첫째, 개인적 입장에서는 문학 및 소설자료

의 독서량이 증가하고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

져 문집발간 등의 여러 활동과 연계하여 자신

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 

둘째, 가정의 측면에는 엄마가 많은 책을 독

서하게 됨에 따라 아이들도 책을 읽게 된다. 따

라서 가족의 독서량이 증가하고 독서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생활에 활력소로 작용하며 

독서분위기가 조성된다.

셋째, 독서회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독서정보를 교환하면서 독후활동에 대

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으며, 독서 및 창작활동

을 지속함으로써 문학제에서 수상하거나 등단

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독서회는 토

론의 차원을 넘어 회원 상호간의 격려와 발전

에 기여하고,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과 같은 이

벤트로 인하여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며, 각종 

실천적 봉사(환경 지킴이, 시각장애인 및 교도

소 자원봉사,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도서 기증 

등)를 촉진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독서회 활

동이 도서관 이용을 촉진시키며, 그 여파로 지

역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

지고, 관외대출 및 관내이용이 많아지며, 각종 

독서문화행사나 문화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

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관점에서는 공공도서관

의 독서회 활동이나 소설자료의 독서가 타인

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사회에

서의 독서운동 전개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주

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한다. 

요컨대 문학 및 소설자료는 출판통계에서의 

비중이 각각 32%와 63% 내외로 가장 높고, 공

공도서관의 독서회 활동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최적의 장서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의 삶에 유용한 문학 및 소설자

료를 개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3 도서관 장서구성 및 이용대출에

서의 중요성

소설자료의 중요성은 그 통념상 가치, 출판

통계 및 공공도서관 독서회 활동에서의 비중 

외에도 실제 장서구성 및 이용대출의 측면에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소설장서의 경우, 

범국가적 공공도서관 통계나 개별도서관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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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목별 구성내역을 확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6개

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9년 말 현재 주류의 장서구성 및 대

출실적을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전자는 문

학이 4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과학

(13.0%), 역사(8.7%), 순수과학(6.1%)의 순

으로 높은 반면에 후자는 역시 문학이 52.0%로 

절반을 상회하는 가운데 그 다음이 사회과학

(10.8%), 순수과학(9.7%), 역사(8.8%)의 순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학류의 언어별 장서구성 및 대

출실적을 비교하면 <그림 2>와 같다. 전자는 

한국문학의 비중이 50.0%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이 영미문학(13.3%), 일본문학(4.8%), 독

일문학(3.2%)의 순이었으며, 후자도 한국문

학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미문학

(19.5%), 일본문학(6.2%), 독일문학(4.2%)의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학의 하위형식별 장서구

성 및 대출실적을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전자는 소설이 68.46%로 절대적으로 높은 가

<그림 1> 주류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 비교(2009년 기준)

<그림 2> 문학류의 언어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 비교(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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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문학의 하위형식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 비교(2009년 기준)

<그림 4>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서 문학류, 한국문학, 한국소설의 비중 

운데 그 다음이 시(12.96%), 수필(7.74%), 르

포르타주 및 기타(7.20%)의 순으로 높았다. 

후자 또한 소설이 무려 86.41%에 달하는 가운

데 르포르타주 및 기타(5.09%), 시(3.45%), 

수필(2.8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 및 이용대출

에서 문학의 비중, 문학 가운데 한국문학의 비

중, 그리고 한국문학 중에서 한국소설의 비중

은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소설이 한국문학의 장서구성과 이용대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8.46%와 86.41%

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따라서 공공도서

관의 장서개발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주류는 

문학이고, 언어별로는 한국문학이며, 하위형식

별로는 한국소설이다. 환언하면 공공도서관이 

한국소설자료를 충실하게 개발하는 문제는 한

국문학뿐만 아니라 문학 및 전체 장서의 구성

과 이용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3. 공공도서관 소설장서의 
평가와 시사점

3.1 전체 장서의 주류별 평가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전체 장서

의 현실적 유용성이나 이용가치를 평가할 때

는 주류별 장서구성 대비 대출실적을 비교하

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전체 장서

의 대출건수에서 주류별 장서의 대출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장서에서 주류별 장서

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값, 즉 이용계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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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서구성 대출실적

이용계수
권수 비율(%) 건수 비율(%)

총 류  17,491   3.8  11,913   2.4 0.63 

철 학  20,960   4.6  18,055   3.7 0.80 

종 교  11,157   2.4  11,062   2.2 0.92 

사회과학  59,822  13.0  53,245  10.8 0.83 

순수과학  28,269   6.1  47,753   9.7 1.59 

기술과학  26,275   5.7  22,550   4.6 0.81 

 술  20,021   4.3  12,204   2.5 0.58 

언 어  13,695   3.0  16,873   3.4 1.13 

문 학 222,859  48.4 256,912  52.0 1.07 

역 사  39,951   8.7  43,221   8.8 1.01 

계 460,570 100.0 493,788 100.0 -

<표 2> 주류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 근거한 이용계수(2009년 기준)

<그림 5> 주류별 장서의 이용계수 비교

용하여 주류별 이용계수를 산출하면 <표 2> 및 

<그림 5>와 같다.

즉, 주류별 장서의 이용계수는 순수과학이 

1.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언어(1.13), 문학

(1.07), 역사(1.01), 종교(0.92), 사회과학(0.83), 

기술과학(0.81), 철학(0.80), 총류(0.63), 예술

(0.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순수과학, 

언어, 문학, 역사는 이용계수의 기준값(1.00)을 

상회하므로 이용대출이 높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장서에서 문학장서의 구성

비율이 48.4%이고 대출비율도 52.0%로 각각 

가장 높은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계수는 순

수과학과 언어보다 낮았다.

3.2 전체 문학 및 소설장서의 언어별 

평가

3.2.1 전체 문학장서의 언어별 평가

전체 장서에서 문학류의 언어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을 근거로 각각의 이용계수를 산

출하면 <표 3> 및 <그림 6>과 같다. 



이용계수를 적용한 공공도서관 소설장서 평가

184

구 분
장서구성 대출실적

이용계수
권수 비율(%) 건수 비율(%)

한국문학 111,513  62.6 117,964  54.3 0.87 

국문학   7,143   4.0   8,237   3.8 0.95 

일본문학  10,672   6.0  16,006   7.4 1.23 

미문학  29,748  16.7  50,039  23.0 1.38 

독일문학   7,206   4.0  10,732   4.9 1.23 

랑스문학   7,146   4.0   9,401   4.3 1.08 

스페인문학   1,040   0.6   1,629   0.7 1.17 

이탈리아문학    975   0.5   1,187   0.5 1.00 

기타 제문학   2,740   1.5   2,012   0.9 0.60 

계 178,183 100.0 217,207 100.0 -

<표 3> 문학류의 언어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 근거한 이용계수(2009년 기준)

<그림 6> 언어별 문학장서의 이용계수 비교

즉, 언어별 문학장서의 이용계수는 영미문

학이 1.3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일본문학과 독

일문학(1.23), 스페인문학(1.17), 프랑스문학

(1.08), 이탈리아문학(1.00), 중국문학(0.95), 

한국문학(0.87), 기타 제문학(0.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영미,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의 문학장서는 이용계수의 기준값(1.00)

을 상회하므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자료로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별 문학에서 한국문

학이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각각 62.6%와 54.3%로 가장 높은 반면

에 이용계수(0.87)는 전체 문학장서의 이용계

수(1.07)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기타 제

문학의 이용계수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따라

서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한국문학장서의 이용

계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3.2.2 전체 소설장서의 언어별 평가

전체 소설자료의 언어별 장서구성 및 대출

실적을 근거로 이용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 및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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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서구성 대출실적

이용계수
권수 비율(%) 건수 비율(%)

한국소설 76,345  57.9 101,933  52.4 0.91 

국소설 6,051   4.6 8,444   4.3 0.93 

일본소설 9,152   6.9 17,304   8.9 1.29 

미소설 27,057  20.5 47,781  24.5 1.20 

독일소설 5,048   3.8 7,821   4.0 1.05 

랑스소설 6,483   4.9 9,133   4.7 0.96 

스페인소설 740   0.6 931   0.5 0.83 

이탈리아소설 858   0.7 1,149   0.6 0.86 

기타 제소설 174   0.1 196   0.1 1.00 

계 131,908 100.0 194,692 100.0 -

<표 4> 전체 소설의 언어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 근거한 이용계수(2009년 기준)

<그림 7> 언어별 소설장서의 이용계수 비교 

즉, 전체 소설장서의 언어별 이용계수는 일

본소설이 1.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미소

설(1.20), 독일소설(1.05), 기타 제소설(1.00), 

프랑스소설(0.96), 중국소설(0.93), 한국소설

(0.91), 이탈리아소설(0.86), 스페인소설(0.83)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일본, 영

미, 독일의 소설은 이용계수의 기준값(1.00)을 

상회하므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소설장서에서 한

국소설이 차지하는 장서 및 대출비율은 각각 

57.9%와 52.4%로 가장 높은 반면에 이용계수

(0.91)는 영미,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의 

소설보다 낮다. 따라서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한국소설장서의 이용계수 제고방안을 다각도

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3.3 한국문학장서의 하위형식별 평가

한국문학의 하위형식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

적을 근거로 각각의 이용계수를 산출하면 <표 

5> 및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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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형식
장서구성 대출실적

이용계수
권수 비율(%) 건수 비율(%)

시 14,453  13.0 4,066   3.4 0.26 

희곡 472   0.4 147   0.1 0.25 

소설 76,345  68.5 101,933  86.4 1.26 

수필 8,626   7.7 3,343   2.8 0.36 

연설, 웅변 95   0.1 85   0.1 1.00 

일기, 기행 2,620   2.3 1,977   1.7 0.74 

풍자 873   0.8 411   0.3 0.38 

르포르타주  기타 8,029   7.2 6,002   5.1 0.71 

계 111,513 100.0 117,964 100.0 -

<표 5> 한국문학의 하위형식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 근거한 이용계수(2009년 기준)

<그림 8> 한국문학장서의 하위형식별 이용계수 비교 

즉, 한국문학자료의 하위형식별 이용계수는 

소설이 1.2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연설․

웅변(1.00), 일기․기행(0.74), 르포르타주 및 

기타(0.71), 풍자(0.38), 수필(0.36), 시(0.26), 

희곡(0.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이용

계수의 기준값(1.00)을 상회하는 자료는 소설

이 유일하였다. 

3.4 한국소설장서의 세목별 및 연도

별 평가

3.4.1 한국소설장서의 세목별 평가

한국소설의 세목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을 

근거로 각각의 이용계수를 산출하면 <표 6> 및 

<그림 9>와 같다.

즉, 한국소설장서의 세목별 이용계수는 고

려시대소설이 1.7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이 동화(1.50), 조선시대소설(1.06), 야담․고



정보관리연구, vol.42, no.4 2011, pp.175-194
http://dx.doi.org/10.1633/JIM.2011.42.4.175

187

구분
장서구성 출실

이용계수
권수 비율(%) 건수 비율(%)

고려시 소설 29   0.04  66   0.06 1.70 

조선시 소설  1,414   1.85  2,005   1.97 1.06 

소설  50,086  65.60  2,358  51.36 0.78 

야담, 고담  36   0.57  75   0.47 0.82 

동화  3,219  30.41  46,498  45.61 1.50 

기타  1,161   1.52  536   0.53 0.35 

계 76,345 100.00 101,938 100.00 -

<표 6> 한국소설의 세목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 근거한 이용계수(2009년 기준)

<그림 9> 한국소설장서의 세목별 이용계수 비교

담(0.82), 현대소설(0.78), 기타(0.35)의 순이

었다. 그 가운데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소설, 

동화는 이용계수의 기준값(1.00)을 상회하므

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용계수가 가장 

높은 고려시대소설인데, 그 이유는 한국소설의 

세목별 장서구성에서 29권(0.04%)으로 극소

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66건(0.06%)에 달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화는 세목별 장서

구성 및 대출비율에서 각각 30.4%와 45.6%로 

현대소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

운데 이용계수가 1.50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매

우 활발하게 이용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소설의 경우, <표 5>의 하위형식 

중에서 소설장서의 이용계수(1.26)가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소설의 세목별 장서구

성 및 대출비율에서의 비중도 각각 65.60%와 

51.36%로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계

수(0.78)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

국문학의 하위형식 가운데 한국소설과 그 세

목 중에서 현대소설의 이용계수를 비교한 격

차가 0.48에 달하는 이유는 한국소설에서의 양

대 세목인 동화 및 고려시대소설의 이용계수

가 각각 1.50과 1.70으로 산출되었고 이들이 

한국소설 전체의 평균 이용계수를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현대

소설의 경우, 문학류에서의 장서구성 및 대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계

수의 기준값(1.00)에 훨씬 미달하므로 조속히 

장서개발의 충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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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한국문학 중에서 현대소설은 공공도서

관의 전체 장서구성과 이용대출을 좌우하는 

핵심장서이기 때문이다. 

3.4.2 한국소설장서의 연도별 평가

최근 5년간(2005∼2009) 한국소설의 연도

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 근거하여 연도별 

이용계수를 산출하면 <표 7> 및 <그림 10>과 

같다.

즉, 한국소설장서에서 세목별로 이용계수가 

가장 높은 연도는 고려시대소설의 경우, 2007

년(2.43), 동화는 2009년(1.50), 조선시대소설

연도 세목
장서구성 대출실적

이용계수
비고

(연간증가책수)권수 비율(%) 건수 비율(%)

2005

고려시 소설 25 0.05 61 0.04 0.90 0

조선시 소설 850 1.57 3,071 2.09 1.33 164

소설 37,653 69.69 95,237 64.81 0.93 4,474 

야담․고담 360 0.67 557 0.38 0.57 22

동화 14,105 26.11 47,263 32.16 1.23 2,574 

기타 1,035 1.92 760 0.52 0.27 63

2006

고려시 소설 25 0.04 120 0.08 1.95 0

조선시 소설 959 1.60 2,691 1.82 1.14 109

소설 41,136 68.58 91,621 61.90 0.90 3,483 

야담․고담 372 0.62 464 0.31 0.51 12

동화 16,413 27.36 52,355 35.37 1.29 2,308 

기타 1,074 1.79 760 0.51 0.29 39

2007

고려시 소설 27 0.04 118 0.10 2.43 2

조선시 소설 1,146 1.71 1,662 1.38 0.81 187

소설 45,281 67.65 72,843 60.62 0.90 4,145 

야담․고담 391 0.58 490 0.41 0.70 19

동화 18,974 28.35 44,267 36.84 1.30 2,561 

기타 1,116 1.67 782 0.65 0.39 42

2008

고려시 소설 27 0.04 67 0.06 1.55 0

조선시 소설 1,275 1.78 2,187 1.92 1.07 129

소설 47,673 66.73 62,214 54.50 0.82 2,392 

야담․고담 428 0.60 673 0.59 0.98 37

동화 20,886 29.24 48,315 42.32 1.45 1,912 

기타 1,149 1.61 700 0.61 0.38 33

2009

고려시 소설 29 0.04 66 0.06 1.70 2

조선시 소설 1,414 1.85 2,005 1.97 1.06 139

소설 50,086 65.60 52,358 51.36 0.78 2,413 

야담․고담 436 0.57 475 0.47 0.82 8

동화 23,219 30.41 46,498 45.61 1.50 2,333 

기타 1,161 1.52 536 0.53 0.35 12

<표 7> 한국소설 세목의 연도별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 근거한 이용계수(20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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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국소설 세목의 연도별 이용계수 비교

은 2005년(1.33), 야담․고담은 2008년(0.98), 

현대소설은 2005년(0.93)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 이용계수에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세

목은 현대소설인데,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한

국소설의 세목별 장서구성에서 65.60%를 점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대출에서도 51.3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계수는 최근에 가까울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현대소설의 이용계수가 갈수록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출판사나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상업용 목록이나 서점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크게 의존하는 관행, 사서주도형 현

장수서가 아닌 목록수서에 따른 지속적인 이

용대출의 미보장, 소설자료에 대한 상세한 선

정기준의 부재, 소설자료 선정인력의 장서개발

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의 미비, 각종 선정도구

(리뷰지, 신문서평, 웹사이트의 전문가 평가 

등)의 수집 및 지속적 관심의 부족 등이 총체

적으로 작용한 장서개발의 부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현대소

설장서의 충실한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소설 중에서 현대

소설장서의 체계적인 개발은 전체 장서구성의 

충실화를 보장하고, 공공도서관의 핵심기능인 

대출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지

식문화기반시설로서의 존재이유와 지속적인 투

자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3.5 소설장서 평가의 시사점과 제언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

서 소설장서의 비중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언어별, 세목별, 연도별 

이용계수를 산출․평가한 결과, 상당한 개선

방안 내지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에 정책적, 제도적, 실무적 측면으로 구

분하여 시사점과 충실화 방안을 제언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공공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의 세

부기준인 소설자료개발지침을 수립하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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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영활동이나 

업무수행이 계획(P)-실행(D)-평가(E)의 사

이클을 준수해야 하듯이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소설도 체

계적인 계획기능을 근거로 개발할 때 이용가치

와 보존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장서개

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이 포

괄적인 계획문서 또는 정책적 근거라면 소설자

료개발지침(Fiction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은 그 세부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DP는 도서관의 목적과 목

표, 이용자의 요구, 자료예산 등을 반영한 장단

기 장서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기 위한 활동

지표인 동시에 성문규정(윤희윤 2007, 9-24)

인 반면에 FCDG는 소설자료의 개발 및 관리

를 위한 세부지침이다. 따라서 CDP는 최근에 

개발된 국립중앙도서관 CDP 모형을 벤치마킹

하여 수정․보완하고 FCDG는 CDP의 세부

지침 가운데 ‘주제별 장서개발 세부지침’의 하

나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대강의 모

형을 제안하면 <표 8>과 같다.

둘째, 지역의 대표도서관 및 거점도서관을 

포함한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형식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자료선정(장서개발)위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 실효성과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

는 소설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

가 있다. 만약 공공도서관이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산하에 전문(또

는 특별)위원회 수준의 소설자료개발소위원회

를 운영하면 무리가 없고, 자료선정위원회가 

없거나 유명무실할 경우에는 문학자료 중심의 

장서개발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설자료 개발기

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소설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기본모형을 제안하면 <표 9>와 같다.

셋째, 소설자료개발을 위한 전담사서제 도

입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설자료는 출

판통계, 대중의 독서활동, 공공도서관의 장서

구성 및 대출실적 등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주

제별 또는 유형별 자료보다 비중이 높은 문학

자료의 요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공도서관에는 소설자료를 개발하기 

1 서문 3 소설자료의 선정과 수집 

1.1 개발지침의 목 3.1 자료개발의 주체와 책임

1.2 지역사회와 공공도서 의 계 3.2 자료선정 원회의 구성과 운

1.3 소설자료와 근권  작권의 계 3.3 자료선정도구

2 소설자료의 선정기 3.4 소설자료 산배정 원칙

2.1 이용자 집단(계층)별 기 4 평가와 리

2.2 세목(세부)별 기 4.1 평가의 기 과 방법

2.3 언어별 기 4.2 제   폐기 기

2.4 복본수집 기 5 개발지침의 리주체와 개정

<표 8> 소설자료개발지침(FCDG)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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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구성내용

목 ∙ 원회의 명칭, 목  등을 기술한다.

구성

∙ 원의 자격(문학  소설주제의 지식은 학부수 의 학문별 체계와 용어의 이해력, 공공도서 에 
한 열정과 애착, 상호 력 능력 등)과 구성(도서 장, 지역사회 문학(소설)과, 학의 련학과 

교수, 독서회 회원, 소설자료개발사서, 상 기  도서 담당 직원(교육청 소속인 경우 도서  담당자)
에 하여 기술한다.

기능
∙ 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소설자료의 선정과 결정, 산배정비율, 기타 소설자료선정과 련된 

안 등)을 기술한다. 

회의 ∙ 원회의 회의일정, 진행방법, 결정내용 등을 기술한다. 

보고 ∙회의결과의 정리와 보고에 한 책임자를 규정한다.

<표 9> 소설자료선정위원회 구성의 모형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개발을 전담할 인

력도 거의 없다. 이러한 부실 내지 부재한 상황

을 방치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평생학습 산실, 문화활동 거점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인식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전술한 CDP 및 FCDG가 정책적 문제라면 소

설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제도적 차원이며, 

전담사서제는 업무수행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에 필요한 

주제전문사서(또는 주제전담사서제)와 동일

한 맥락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

도서관이 고품질 학술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제

별 전담사서제를 도입해야 하듯이 공공도서관

이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서의 비중이 가장 

큰 소설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면 소설자

료 전담사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에 적시한 요건을 구비한 사서를 

채용하여 전담시키거나 기존 직원 중에서 전

담사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① 소설자료 전담사서는 문헌정보학 석사학

위를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서개

발이 공공도서관의 핵심업무인 이상, 사

서직원은 CDP나 FCDG의 수립능력 뿐

만 아니라, 신간 소설의 장서가치와 이용

가치를 예측․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필

요하다. 차선책으로 공공도서관은 문헌

정보학 학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국문학

을 복수전공하였거나 문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특채하여 전담사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소설자료 전담사서는 문학 및 소설분야

의 주제지식, 학부수준의 학문별 체계 및 

용어에 대한 이해력, 외국어(중국어, 일

본어, 영어, 독어 등) 해독력, 자료선정도

구의 수집 및 평가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③ 소설자료 전담사서는 지역사회나 이용집

단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다른 관종별 도

서관 및 다양한 문화기관과의 장서개발

을 위한 협력마인드를 구비해야 한다. 상

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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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흥미, 요구성향

이 수집과 관리에 반영할 때 최선의 소설

장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하여 최적의 

소설자료 선정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공

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출판연도를 불문하

고 양질의 소설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자료

구입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으

로 소설자료의 선정에 유용한 도구를 개발․확

보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CDP나 FCDG에 소

설자료 선정도구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한 

반면에 국내 공공도서관은 주로 추천도서 및 

희망도서목록을 활용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

회 2010). 이를 개선하려면 선정위원회와 전담

사서가 문학 및 소설의 출판정보, 대형서점 웹

사이트(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인북스, 예

스24, 아마존 등), 신간소설용 웹사이트, 신문

의 신간비평과 리뷰, 문학분야의 전문적 리뷰

지(문학동네 등),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월보, 수

상목록(노벨문학상, 각종 문학수상작, 학술원

의 우수학술도서 등), 문학(소설)관련 학회(한

국동서비교문학학회,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비

교문학학회 문학과 영상학회, 한국중국소설학

회, 한국현대소설학회, 미국소설학회)의 추천

도서, 독서관련 간행물(독서평설) 등을 활용하

여 자관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선정도구를 개

발․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은 최적의 자료개발에 

못지않게 기존의 소설장서를 주기적으로 평가

하고 관리해야 한다. 도서관의 장서평가는 조

사․분석․측정의 결과로 추출된 기술적 및 

통계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강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그 수장가치를 확립하는 실천적 

과정(윤희윤 2007, 343)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도서관의 장서구성 및 대출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장서를 주기적으로 평가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우수한 

CDP나 FCDG를 수립하고 선정위원회 및 전담

사서제를 도입하더라도 또한 적합한 선정도구

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설장서의 이용 및 보존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다. 파오손되었거나 별무이용

되는 소설장서를 계속해서 보존할 경우에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서고공간의 부족에 직면할 뿐

만 아니라 검색 및 브라우징에 따른 이용자의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그래서 제적 및 폐기가 

필요하듯이 주기적 평가과정을 통하여 소설장

서의 신선도와 회전율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때 장서개발의 정당성이 보장되고 공공도서관

의 사회문화적 존재가치도 제고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공공도서관의 소설장서

를 중심으로 이용계수를 적용하여 언어별, 세

목별, 연도별로 평가하고 제언하였다.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장서의 주류별 이용계수는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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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언어, 문학, 역사, 종교, 사회과학, 기술과

학, 철학, 총류, 예술의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문학장서의 이용계수(1.07)는 기준값(1.00)을 

상회하였다. 

둘째, 전체 문학장서의 언어별 이용계수는 

영미문학, 일본 및 독일문학, 스페인문학, 프랑

스문학, 이탈리아문학, 중국문학, 한국문학, 기

타 제문학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국문학

의 경우, 문학류의 장서구성 및 이용대출에서

의 비중이 각각 62.6%와 54.3%로 가장 높음

에도 불구하고 이용계수(0.87)는 기준값에 미

달하였다. 

셋째, 전체 소설장서의 언어별 이용계수는 

일본소설, 영미소설, 독일소설, 기타 제소설, 프

랑스소설, 중국소설, 한국소설, 이탈리아소설, 

스페인소설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국소설

의 경우, 전체 소설의 장서구성 및 대출비율에

서의 비중이 각각 57.9%와 52.4%로 가장 높음

에도 불구하고 이용계수(0.91)는 기준값에 미

달하였다.

넷째, 한국문학장서의 하위형식별 이용계수

는 소설, 연설․웅변, 일기․기행, 르포르타주 

및 기타, 풍자, 수필, 시, 희곡의 순으로 높은 

가운데 소설이 유일하게 기준값을 상회하였다. 

다섯째, 한국소설장서의 세목별 이용계수는 

고려시대소설, 동화, 조선시대소설, 야담․고

담, 현대소설, 기타의 순으로 높았으나, 현대소

설은 한국소설의 세목별 장서구성 및 이용대

출에서의 비중이 각각 65.60%와 51.36%로 가

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계수(0.78)는 기준

값에 미달하였다. 또한 연도별 현대소설의 이용

계수(0.78∼0.93)는 모두 기준값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도에 근접할수록 더 감소하

였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전체 장서 및 문학장

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한국현대소설의 이용

계수가 기준값에 미달하는 이유는 상업용 출

판목록이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의존하는 관

행, 목록수서와 이용대출의 부정합성, 소설자

료 선정기준의 부재, 수서인력의 장서개발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의 미비, 각종 선정도구의 

수집 및 지속적 관심의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

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의 세부기준인 소설자료

개발지침을 수립․적용하고, 소설자료선정위

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소설자료개발을 위한 

전담사서제를 도입하고, 최적의 소설자료 선정

도구를 개발하며, 기존의 소설장서를 주기적으

로 평가․관리하는 등의 충실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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