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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상호 차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호 차 장서의 지역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 다. 경기지역 공공도서 의 지역 간 상호 차 장서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장서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악함으로써 실무기반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효율  

상호 차를 하여 지역을 권역별로 나 어 상호 차를 실시한다면 더욱 원할한 상호 차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LL data in Gyeonggi province so that it could 

make a further analysis on current inter-regional network of book collection in ILL. In 

details,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inter-regional network of ILL book collection among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province to examine how a collection of books could be exchanged 

among those libraries, and analyze possible applications of task-based data in ILL.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verify that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ILL across more detailed 

areas than current regions for the benefit of efficient ILL, if possible, would contribute 

to streamlining IL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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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서 의 장서에 한 개념이 축 과 

보존에서 장서로의 근과 안내로 바 면서 상

호 차는 소유하지 못한 장서에 한 유일한 서

비스 수단으로서 도서 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도서 상호 차에 하여 문헌정보학 용

어사 에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 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공하지 못할 

때 다른 도서 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

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을 맺은 도서  

간에 소장 자료를 서로 빌려주는 제도”라고 명

시하고 있다. 부분의 도서 에서 국내의 모

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그 산상의 한계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호 차서비스는 그

러한 소유하지 못한 장서에 하여 도서 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 이고 효과 인 수단임에 틀

림이 없다. 국내에서의 상호 차 시작은 1968년 

11월 20일부터 제도의 정이 실행되었으며, 상

호 차를 실행하는 이유에 하여 “도서 이 열

람 사를 해서 보다 더 많고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도서  상

호간에 바람직한 사활동의 하나로서 도서  

상호간에 희망하여 오던 바다”라고 상호 차제

도의 시작을 알리는 기사의 서문에 명시하고 있

다(한국도서 회, 1968). 이 게 시작된 상호

차가 40여년 이상 흐른 재 국내에서는 

종별, 지역별, 지역 간, 지역 내로 나 어진 상

호 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에 

한 도서 의 표 인 서비스의 하나로 자리매

김 하고 있다. 

2000년 에 들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은 

매년 폭발 으로 증가하여 2000년  에 400

을 넘었던 공공도서 이 2007년 640 , 2011

년 871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는 시민들의 정보요구에 국가가 이를 극 으

로 응하여 나타난 상이다. 경기 지역의 경

우 2007년 117개 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15개

의 공공도서 이 개 을 하여 2012년 9월말 

기 으로 체 도서  숫자가 187 으로 경기

지역 31개 시군 평균 6개  정도의 도서 이 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국가도서 통계시스

템, 2013). 

한편 경기도는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에서 작성한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지역별 도서 발 종합계획에 의거하

여 2012년 12월에 “경기도 도서 종합발 계

획 2013-2017”에서 2017년까지 사 상인구 

5만명당 1개  확충을 목표로 250개 의 공공

도서 을 건립하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경기도는 지자체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교류

를 해 상호 차를 통하여 지역 간 장서교류

를 지원하여 도서  등의 요인으로 과거 출

 자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서 수  문제 해

결  이용자의 다양한 도서수요를 충족하는데 

상호 차를 활용하고 있다(경기도청 도서 과, 

2012). 

재 국내의 상호 차 의체  국 으로 

상호 차를 실시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국립

앙도서 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상호 차서비

스인 ‘책바다’가 있으며 공공도서  519개  

학도서  128개 이 참여하고 있다. 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국 학의 도서

종합목록을 토 로 상호 차를 지원, 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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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 별 상호 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주과학기술원(KORSA), 국가과학기술 자도서

(NDSL), 한국의학정보 리 의회(KML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구경북

학도서 의회, 강원, 경기, 북, 천안, 주, 

부산, 북, 부경, 서울동북부지역 학도서

의회, 한국신학 학도서 의회, 문 학도서

의회, 과학기술정보 리 의회, 한국사회과

학정보자료기 의회, 국․공립 학도서

의회, 사립 학도서 의회, 신 지역상호 차

서비스 등이 있다(김지홍, 2002). 지역별 상호

차서비스는 시도 역시별로 상호 차서비스

가 실시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상호 차서

비스는 지자체간에는 경기사이버도서 시스템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내의 상호

차는 개별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31개 경

기지역 지자체내의 상호 차서비스에 한 조

사는 이루어진바 없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자체간의 상호 차 데이

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여 으로써 지자체

간의 상호 차 장서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효율 인 상호

차를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간의 상호 차데이터 

2006년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자료를 상으

로 분석하 다.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요청

도서 , 제공도서 , 도서타이틀, 청구번호, 

출일, 반납일, 성별, 연령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

았다. 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데이터의 분

석내용 확인을 하여 추후에 상호 차 거 내

역 데이터에 하여 추가로 제공받아 분석하

다. 요청도서  요소의 경우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요청하고 있는지에 하여 악하기 한 

것이며, 제공도서  요소는 어떤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상호 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한 요소이다. 한 도서타이들과 청

구번호의 경우 어떠한 장서들이 가장 많이 상호

차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선별된 요소이다. 성별과 연령은 어떤 

이용자들이 상호 차서비스를 극 으로 이용

하고 있는지를 악하기 하여 제공받았다. 상

호 차 거 내역의 경우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몇 지역의 상호 차 제공건수가 규모에 비하여 

무 어 그 사유를 악하기 하여 추후에 

요청하여 분석된 요소이다. 

경기도 지역의 상호 차서비스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 인 상황을 악하기 하여 빈도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상호 차 건수, 요청도서

 수, 제공도서  수, 요청․제공 상 도서 , 

상호 차제공 최 장서, 십진주제별 제공건수 

등을 악하 다.

둘째, 상호 차서비스 요청․제공의 지역 간 

실태 악을 하여 모든 도서 을 각 지역으로 

나 어 31개 시군별로 데이터를 분석하 다. 이

를 통하여 상호 차서비스의 지역 간 기여도를 

분석하고, 분석 데이터를 토 로 상호 차 참여 

규모에 비례하도록 -1.0에서 1.0 사이로 정규화

하여 상호 차 공헌지수를 산출하 다.

셋째, 지역별 상호 차서비스 데이터를 엑셀

로 분석하여 노드엑셀(NodeXL)을 통하여 지

역 간 상호 차서비스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하여 경기도 지역의 치에 따라 배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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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호 차서비스 요청에 한 지역의존 

확인을 하여 요청 로 일을 토 로 다차원

척도분석, 군집분석, PFNet분석을 실시하 다.

2. 이론적 배경 

상호 차서비스 장서의 이동횟수를 분석하

여 발표된 자료가 몇 건 있으나 출통계를 요

소별로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몇 편 

되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상호 차서비

스 출통계와 장서 련 데이터 등을 함께 활용

하여 연구한 논문은 박 애와 이재윤이 2010년

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이 있다. 박 애와 이재

윤(2010a)은 작은도서 에서 특히 활발하게 발

생하고 있는 상호 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 을 한 장서평가 방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한 지

역 내에서 상호 차가 운 되는 작은 도서  14

개 을 상으로 하 고 장서량과 이용량을 비

교하여 각 도서 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제장

서에 한 특성을 악하고 주제장서에 한 정

책 인 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후속 논문에서 박 애와 이재윤(2010b)은 

지역단  도서  내에서의 상호 차를 진시

키고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하여 장서에 

한 평가도 개별도서 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역단  도서 으로 그 범 를 확 시켜야 한

다고 밝히고 이를 증명하기 하여 지역단  개

별도서 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장서, 수서, 출, 

상호 차 신청 데이터를 상으로 네 가지 분

석방법을 통해 지역단  도서  시스템에서의 

이용 심  장서평가 방법을 제안하 다. 이러

한 방법을 통해 지역단  도서  시스템 내에

서 개별 도서 의 입지와 장서 구성의 특성  

이용자의 요구를 세 하게 악할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의 두 논문은 지역 내의 장서의 이

동에 한 상호 차서비스를 악한 사례로서 

본 연구의 지역 간 이동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정표(2008)는 4년제 국공립 학도서 에

서 199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

차의 양  규모와 련 요소 간의 상   미치

는 향력의 정도와 양  규모의 향요인에 

하여 분석하 다. 학도서 의 상호 차 련 

요소들은 상호 차의 수  의뢰건수에 높은 

상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회귀분석 결

과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  규모

의 향요인으로는 수건수는 ‘ 학원 학생 수’, 

의뢰건수는 ‘ 출책 수’와 ‘학부학생 수’로 나타

났다. 의 연구의 경우 학 간 상호 차 데이

터와 원문복사를 포함한 연구결과를 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편 상호 차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한 외국

의 사례로 Knievel 등(2006)은 콜로라도 학 

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소장데이터

와 5년간의 출통계, 그리고 상호 차 신청데

이터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일 성 있는 

분석을 하여 상호 차 신청도서와 소장 도서

의 주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해서 OCLC 번

호가 확인되는 자료만을 상으로 LC 주제분

류기호로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장서개발 정책

을 수립하거나 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하

여 연구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요소로 주제별 

장서비율, 자료당 처리 건수, 출 유율, 상호

차 신청비율 등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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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호대차데이터의 
네트워크 분석

3.1 상호대차 데이터의 이용통계

3.1.1 연도별 상호 차 건수

경기도 지역 간의 상호 차 건수는 7년간 매

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7년간 28,004건의 상호

차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지역에서 지역 간 상호 차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국립 앙도서  책

바다 서비스가 유료인 것과는 다르게 경기도 상

호 차서비스가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측된다. 한 상호 차서비스에 

한 도서 의 극  홍보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상호 차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차 으로 

많이 알려져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

으로 단된다. 

3.1.2 상호 차 요청제공 내역 분석

경기도의 약 7년간 도서  간 상호 차의 이

용을 분석한 결과 1회라도 상호 차를 요청한 

도서 은 경기도 지역 187  134 이며 1회

라도 제공을 한 도서 은 139개 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제공도서  139개  2개 은 국

가기록원, 경기도의회자료실 두 곳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 은 경기도 공공도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역 간 상호 차를 분석

함에 있어서 지역 구분시에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고 분석하 다. 

경기도 지역의 7년여 간 상호 차 데이터는 

28,004건이며 제공도서  평균 201회 정도의 제

공이 이루어졌다. 상호 차 요청이 많은 도서

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시선경도서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건수 2,328 2,228 2,699 4,147 5,281 6,113 5,208 28,004

* 2012년 자료는 11, 12월 자료일부 락

<표 1> 연도별 상호 차 건수

요청도서 명 빈도 제공도서 명 빈도

수원시선경도서 1,019 용인시구성도서 1,604

경기도립성남도서 1,017 시흥시립 앙도서 1,070

이천시립도서 819 용인시수지도서 974

경기평생교육학습 794 명시하안도서 923

안양시평 도서 744 남양주도농도서 869

경기도립 앙도서 700 안양시평 도서 840

성남시 앙도서 655 부천시립원미도서 767

수원시 앙도서 638 의정부정보도서 766

주시 앙도서 613 화성시병 도서 745

경기도립과천도서 588 명시 앙도서 707

<표 2> 상호 차 요청․제공 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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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립성남도서  등 상  10개 도서 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교  최근 설립된 경

기평생교육학습 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지

역의 심도서 인 앙도서 인 경우이거나 

설립연도가 오래된 도서  는 이용자가 많은 

도서 일수록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상 도서 의 경우 비교  설립연도가 오

래되지 않은 도서 이 제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신설도

서 의 경우 신규장서를 개 시에 많이 확보하

기 때문에 비교  신간서 의 비율이 상 으

로 요청상 도서 에 비하여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상호 차를 통해 가장 많이 이용된 장서의 주

제는 KDC 분류주제 구분의 800항목인 문학으

로 총 13,083권의 장서의 이용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는 사회과학류가 4,994권, 기술과학류

가 2,793권이며 그 뒤로 철학, 종교, 언어, 총류, 

술, 역사, 순수과학 등의 장서들이 상호 차

를 이용하여 출이 이루어졌다.

상호 차 최  요청장서는 타지 소설인 ‘아

리벼리’가 34건으로 최  요청장서로 악되었

다. 한 타지 로맨스 장르로 ‘기란’(32), ‘폭

염’(30), 무  장르의 ‘황 백수’(24), ‘무당신선’ 

(24) 등이 요청되었다. <표 4>는 상호 차 최  

요청장서 16회 이상 요청된 장서에 하여 나

열한 자료이며, 24종의 장서들  ‘메디컬 센터’, 

‘연의바다’, ‘해를 품은 달’, ‘리탄’, ‘그녀의 맞선 

보고서’, ‘겨울연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환

타지, 무 , 환타지 로맨스 등으로 불리우는 장

주제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순수과학)

500 

(기술과학)

600 

( 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권수 1,130 1,300 1,186 4,994 666 2,793 844 1,188 13,083 820

<표 3> 상호 차 요청․제공 장서의 주제분류

서명 건수 서명 건수

아사벼리 34 슈처 18

기란 32 산동악가 18

폭염 30 해를 품은 달 17

황 백수 24 무휘의 비 17

무당신선 24 까마귀의 여왕 17

패군 21 흑루 16

애담 21 창연 16

메디컬 센터 21 만월의 연 16

홍연 20 리탄 16

채운국 이야기 20 그녀의 맞선 보고서 16

가스라기 20 귀의 신부 16

연의 바다 18 겨울연인 16

총 28,004건 

<표 4> 상호 차 최  요청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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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이다. 상호 차 최  요청장서의 경우 권호

를 따로 산출하지 않고 제목으로만 합산한 결과

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부분의 장서들이 연재

되는 소설로 최소 2권 이상의 다권 장서들로써 

1, 2명의 이용자가 상호 차를 통하여 출을 

요청하더라도 와 같은 상호 차 건수가 기록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3.1.3 지역별 상호 차 요청․제공 건수 비교

상호 차 요청․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

별 인 도서 들을 경기도 지역 지자체 31개로 

구분한 결과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데이터의 

분석을 하여 지역을 나 는 경우 경기도 교육

청소속의 11개 도서 은 해당 도서 이 치한 

지역에 교육청 소속의 도서 을 포함하여 분석

하 다. 지역별 상호 차 요청․제공 건수의 비

교를 보면 지역 으로 요청을 가장 많이 한 지

역은 수원시로 약 4,000회 이상의 요청과 1,200

회 정도의 상호 차 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용인의 경우는 반 로 요청 비 제공의 비율

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제공 상 모두 지역 내의 인구가 월등

히 많은 지역으로 이용자도 많을 것으로 단된

다. 이용자가 다수일 경우 상호 차 요청․제공

이 비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요청과 제공에 한 비 을 

지역별로 더욱 확실하게 악할 수 있으며 가장 

모범 인 상호 차 요청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 상에서 정비례 계에 있는 지역으

로 볼 수 있다. 상호 차가 상호호혜 인 입장

에서 자료가 교환된다고 보았을 때 가장 한 

상호 차가 이루어진 지역은 정비례 계에 있

는 안양, 안산 지역 등인 것으로 단된다. 

상호 차는 개별도서  는 지자체 도서

에서 수집한 장서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

이다. 그 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보았

을 때는 지자체의 세원으로 마련한 장서가 지역

주민에게만 서비스되기를 바라며 다른 지역에

<그림 1> 지역별 상호 차 요청․제공 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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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 상호 차 요청․제공 건수 분포

도 제공되는 상호 차서비스에 하여 무지한 

지자체장의 경우 서비스에 한 오해로 인하여 

서비스 자체에 하여 반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호 차 서비스는 요청과 제공

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가장 하다고 

단된다.

지역별 상호 차 제공건수와 요청건수를 토

로 상호 차 기여도를 분석하여 보았다. 상

호 차 기여도는 제공건수를 +(양수)로 하고 

요청건수를 -(음수)로 하여 상호 차 공헌지수

를 산출하 다. 공헌지수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상호 차 공헌지수 = (제공건수-요청건수) / 

(제공건수+요청건수)

제공건수가 더 많으면 양수, 요청건수가 더 

많으면 음수로 계산되며 분석의 편의를 하여 

상호 차 참여 규모에 비례하도록 -1.0에서 1.0 

사이로 정규화작업을 실시하 다. <그림 1>, <그

림 2>의 지역별 상호 차 요청․제공 건수 비교

와 분포에서 요청과 제공비율이 비교  동일하

게 나타났던 안양, 안산 지역 등이 역시 공헌지

수 상에서도 간에 나타나 일 성 있는 데이터

의 분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호 차 요청․제공건수를 토 로 분석한 

<그림 3>은 상호 차 공헌지수를 토 로 순

로 나열한 것이다. 이를 토 로 상호 차 공

헌순 를 살펴보면 의정부, 시흥, 부천, 하남, 용

인 등의 지역이 상 권 공헌지수를 기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 와 결과가 지역별 최

다 요청․제공건수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공

헌지수 산출공식에 의해 정규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상 의 5개 지역이 공헌지수가 높은 

원인을 분석하기 하여 해당지역에 재 근무

하고 있는 사서들과 면담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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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역별 상호 차 공헌지수

면담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는 5개 지역  의

정부, 시흥, 부천, 용인의 경우 지역 내의 사송서

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상호 차서비스가 충

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송서비스란 지역 

내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해 내 상호 차에 

약된 도서 을 돌며 요청된 자료와 반납된 자료

를 수거와 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 이러한 사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에 한 자료를 검색해 보았으나 발견하지는 못

하 으며, 경기도 도서 과에서도 지역 내 상호

차서비스에 한 실행여부에 한 사항에 

하여 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공헌

지수 상 지역 5개 지역과 하 지역의 일부에 

하여 지역에 근무하는 직 사서들과 면담을 

통해 지역 내 상호 차서비스에 한 여부를 확

인하 다. 하남 지역의 경우 사송서비스가 이루

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공헌지수 상 지역에 포

함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내 도서 이 2개

에 불과하고 도서  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미만 지역으로 이용자들은 2개  어느 도서

이든 출할 수 있으며, 반납 한 어느 곳에 하

더라도 계가 없었으므로 상호 차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리반납서비스만을 제공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하 지역인 여주 지역

의 경우 지역의 내 도서 이 어 데이터 

한 유의미할 만큼 표집되지 않았으며 상호 차 

한 사서가 내 3개 도서 에 3명인 계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수원지역과 성남지역의 

경우 인구가 많고 지역 내 도서  수가 많아 

상호 차 요청과 제공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공헌지수가 히 낮은 이유를 악하기 

하여 해당지역의 사서들과의 면담을 통해 원

인을 악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재 수원지

역의 경우 내에 상호 차를 한 서비스가 존

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남지역의 경우 내 사송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헌지수가 낮

은 이유를 분석 기에 악하지 못하 으나, 

추후 경기사이버도서 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하여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지역

의 지역 간 상호 차서비스 기인 2006년도 

상호 차 서비스에 포함된 성남지역 4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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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통해 원인에 해 일부 확인이 가

능하 는데, 상호 차서비스 기인 2006년도 

상호 차서비스에 포함된 성남지역 4개 도서

의 요청거부 평균값이 100회로 경기지역 체

의 평균 41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07년도

의 성남지역의 거부율이 43회, 체의 거부율 

평균이 20회로 요청거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6년부터 성남지역은 체 으로 해가 지날

수록 거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청률 한 매년 차 하강하는 추

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성남지역의 기의 요청

거부율로 인해 상호 차서비스 거부를 당한 이

용자들이 차 으로 해당지역에 상호 차를 신

청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원

인으로 인해 성남지역의 이용자들은 요청을 많

이 하게 되고 다른 지역의 이용자들은 성남지역

에 상호 차 요청이  어들게 되어 상호

차 공헌지수 값에 낮은 순 를 기록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분석의 내용으로 볼 때 지역 간 상호

차를 활발하게 제공해 주는 지역은 지역 내 

상호 차도 체 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원지역과 같이 지역 내 

상호 차를 통하여 장서를 이용할 수 없는 이

용자들은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상호 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지역의 경우 

지역 내 상호 차서비스를 비하고 있으므로 

추후 다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해 본

다면 더욱 명확하게 지역 내 상호 차서비스와 

지역 간 상호 차서비스의 상 계에 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1.4 지역 간 상호 차 의존 네트워크

<그림 5>는 경기도 지역의 개별도서 이 다

른 개별 도서 에게 상호 차를 요청한 데이터

를 통하여 요청의존 수를 산출하고 이것을 토

로 지역별로 합산한 결과값을 노드엑셀로 의

존지역에 한 방향성을 표시한 그림이다. 75회 

이상 200회까지의 방향성을 표시하 고 각각의 

지역 치를 략 으로 경기도의 지도와 비슷

<그림 4> 요청거부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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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역 간 상호 차 의존 네트워크

한 치로 배치하여 보았다. 화살표의 두께는 

의존도를 나타내며 방향은 상호 차 요청의 방

향을 나타낸다. 각 의 크기는 상호 차 제공

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용

인지역의 경우 상호 차 제공비율이 많아 가장 

큰 으로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남양주, 화성, 

시흥, 의정부 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회 이상 상호 차 요청을 한 그림을 보

면 수원지역이 많은 다른 주변의 지역으로 요

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용인지역

의 경우 많은 지역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

으로 상호 차 요청을 할 경우 지역 으로 근

거리에 있는 지역에 서비스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청 로 일은 

각 지역이 각각 다른 지역에 상호 차를 요청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도 지역 간의 상 계수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그림 6>은 지역 간 상호

차 요청 로 일을 토 로 상 계를 분석

한 그림이다. 상 계 분석은 각 지역의 요청

과 제공간의 상 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의 계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러한 근 지역 의존에 한 명확한 

확인을 하여 요청 로 일을 작성하여 상

계 분석, 다차원척도, 군집분석, PFNet 분석

을 실시하 다. 

<그림 7>을 보면 부분의 모든 지역들이 상

호 차를 요청하는 것은 근 지역에 요청을 하

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다차원척도분석은 개

체 사이의 거리를 토 로 개체들을 공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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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역 간 상호 차 요청 로 일 상 계분석

<그림 7> 지역 간 상호 차 요청 로 일 분석 MDS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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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평면공간)에 표 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수상, 2012). 다차원척도 지도에서 각 지역

의 치간의 거리는 상호 차서비스의 제공․

요청 의존도의 거리를 나타낸다. 

특이 사항은 일반 으로 인  지역에서 요

청․제공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여주, 김포, 이

천은 치상 거의 반 의 지역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요청과 제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해보기 해 상호 차 요청 로 일

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cluster)은 유사성을 지니는 개체

들의 집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이수상, 2012). 

본 연구에서는 요청 로 일을 토 로 군집분

석을 실시하여 <그림 8>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김포와 

여주, 이천이 5회 이하의 역에서 가까이 군집

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PFNet(Pathfinder Network)은 다차원척도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지  구조의 시각

 표 을 한 안으로 네트워크 표 이 주

목받게 되면서 사용하게 된 표 방식이다(이재

윤, 2006). 지역 간 상호 차 요청 로 일을 

PFNet을 통하여 분석한 <그림 9>를 보면 앞의 

<그림 8>, <그림 9>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김포

의 연결이 인 지역과 동떨어진 곳에 치함을 

알 수 있다. 김포는 여주, 이천, 주와 노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의 경

우 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여주, 이천

<그림 8> 지역 간 상호 차 요청 로 일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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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역 간 상호 차 요청 로 일 PFNet 분석

은  지역  인 성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PFNet 분석을 통하여 상호 차서비

스의 원활한 서비스를 한 지역을 고려한다면 

6개의 지역으로 나  수 있다. 이러한 분석내용

을 토 로 경기지역의 경우 리의 효율성을 

하여 지역  치 조정을 통하여 4개 지역 정도

로 권역을 나 어 서비스 한다면 더욱 원활한 

상호 차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4. 결론 및 제언

문헌정보학은 실무 인 성격이 강한 학문으로 

근거 심실무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합한 학문이기도 하다. 근거 심실무(evidence- 

based practice: EBP)는 연구와 실무간에 나

타날 수 있는 근본 인 괴리에 한 질문에서 

시작한 움직임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근거

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으

로 문헌정보학계에서는 ‘근거 심문헌정보실무’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 

tice: EBLIP)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그 연구

역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표순희, 2008). 

본 연구는 근거 심실무의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 간의 상호 차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경

기도사이버도서 의 상호 차데이터 2006년부

터 2012년 10월까지의 자료를 상으로 분석하

다.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요청도서 , 제

공도서 , 도서타이틀, 청구번호, 출일, 반납

일, 성별, 연령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았으며 연

구를 진행함에 있어 데이터의 분석내용을 확인

하기 하여 상호 차 거 내역에 하여 추가

로 제공받아 연구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상호

차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된 사실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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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기도지역 상호 차 요청․제공 건수

는 약 7년여에 걸쳐 28,004건이 요청․제공 되

었으며, 경기도 지역 공공도서  187개   한

번이라도 요청이 있었던 도서 은 134개 , 한

번이라도 제공을 한 도서 은 139개 으로 확

인되었다. 상호 차서비스 요청을 많이 한 도서

은 각 지역의 앙도서  는 설립된 지 오

래된 도서 들이었으며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 

도서 은 체 으로 신규도서 인 경우가 많

은 것으로 악되었다. 상호 차 요청과 제공의 

주제는 문학류가 가장 많은 상호 차가 이루어 

졌고 그 뒤를 이어 사회과학류, 기술과학류 등

의 장서가 요청, 제공되었다. 상호 차 요청 최

 장서는 타지 소설인 ‘아리벼리’ 으며, 

체 으로 무 , 타지, 로맨스 류의 장르소설

이 가장 많이 요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별 상호 차 요청․제공 건수에서

는 수원시 소속의 도서 이 4,000회 이상의 요

청과 1,200회 정도의 상호 차 제공이 이루어 

졌으며, 이와는 반 로 용인지역은 1,200여회의 

요청과 3,600회 이상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악되었다. 

셋째, 지역별 상호 차 요청․제공에 한 

상호 차 기여도 분석에서는 의정부, 시흥, 부

천, 하남, 용인 등의 지역이 상  기여도를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가 높은 원인으로는 

체 으로 지역 내 상호 차인 사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이 높은 기여도를 가진 것으로 

악되었고, 기여도가 낮은 하  지역의 경우 지

역 내 상호 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호 차

서비스 기 요청거 로 인한 좌 감이 주원인

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지역 간 상호 차 의존 네트워크를 살펴

보면 체 으로 소속되어 있는 지역과 인 지

역에 상호 차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요청 로 일을 통한 상

계분석, 다차원척도분석, 군집분석, PFNet 

분석에서도 지역 간의 거리와 요청간에 상 성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상

호 차시 본 연구의 분석내용을 토 로 상호

차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다 효율 인 서비스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상호 차서비스 통계를 이

용하여 이용자들의 상호 차서비스 요청경향을 

악하 고, 한 지역 간 상호 차서비스가 어

떤 경향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호 차 기여도 분석 등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기여도 분석에서 지역 간, 지역 내 서비

스 련 상 성에 해 명확하게 밝 내지는 못

한 것으로 단된다. 이를 하여 지역 내 상호

차서비스 련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게 된다

면 더욱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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