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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의학도서  이용자의 출기록을 이용하여 자료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를 

한 효율 인 장서구성과 도서 서비스 개선에 목 이 있다. 이를 해 A 의학도서 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출기록 90,420건의 신분별/주제별 출 통계와 상  출빈도 도서, 

상호 차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은 학부생과 학원생, 교수직, 수련직, 

일반직을 포함한 병원 직원을 상으로 하 다. 그 결과, 의학도서  이용자들은 기술과학 분야의 자료와 

문학자료, 사회과학 분야 자료를 집 으로 출하 다. 특히 장서구성 비 문학자료에 한 요구가 

상 으로 다른 주제 역에 비해 높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supporting efficient development of library collection and 

improvement of library service for users by analyzing utilization patterns of library collection 

using circulation statistics of medical library users. With this purpose, circulation statistics 

were extracted from 90,420 cases of circulation records in A library for recent 3 years 

(from 2012 to 2014). Specifically, circulation data categorized according to status and subject, 

loan data of most popular books and use data of inter-library loan servic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ubject groups of this study are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tudents 

and incumbent hospital employees including faculty members, training members and 

nondoctor members. For the result, medical library users intensively lent materials of 

Technology (Applied Sciences),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 areas. Especially, the demand 

of the materials of literature was higher than the demand of the other subject areas compared 

in the base of collec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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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  이용자 연구는 학문  의미와 함께 

실제 도서  정책 수립에 가장 요한 기 이 

되고 있다. 모든 도서 은 이용자의 폭 인 

지원과 활용이 없다면 도서 의 존재를 확인하

기 어렵다. 이러한 이용자 기반의 도서  존재

근거는 일부 도서 들이 이용자의 감소에 따라 

도서  운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

서  도서 은 이용자 요구에 한 끊임없

는 찰과 함께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이용자에

게 필요한 도서 이 되기 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의학도서 은 법학도서 과 함께 표

인 주제 문도서 의 범주에 속한다. 의학도

서 의 이용자는 일차 으로 의사를 비롯하여 

약사, 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문 집단

이다. 한 우리나라 부분의 의학도서 은 

학 내 앙도서 과 함께 의과계열 소속 교

수와 학원생, 의 생 등 첩 인 이용자군

을 서비스 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

인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의학도서 은 문

도서 의 역할과 학도서 의 역할도 함께 수

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 인 역할 때문에 의학도서

은 의학주제에 집 한 도서  장서운  정책과 

함께 학교 교양과목에 필요한 교양 혹은 일

반 장서도 함께 구성하고 있다. 즉 의학도서

은 의학 주제분야의 특화된 주제 문에 응하

는 문도서  정보서비스의 요구와 연구 집단

의 학도서  역할, 직장인으로써 공공도서

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의학도

서 은 문도서 과 학도서 , 공공도서

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의학도서 에 

한 새로운 시각의 장서정책이 필요하다. 이

를 악하기 해서는 실제 의학도서 을 이용

하고 있는 이용자를 상으로 그들의 도서  

이용패턴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에서 의학 분야 문가를 

한 이용자 연구는 있지만 의학도서  이용자 

상 집단을 상으로 연구한 이용자연구는 많

지 않다. 한 설문과 같은 직  질문을 통한 

연구방법으로 이용자 의도를 악한 연구는 존

재하나 의학도서  구성원들이 총체 으로 이

용한 출정보를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

라서 실제 이용자 체 계층을 상으로 의학

도서 을 비롯한 학내시스템에 있는 도서 의 

출 황을 분석하여 의학도서  구성원의 요

구를 악하는 것이 실질  장서구성에 의미를 

갖는다.

이 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의학도서

의 실제 이용자군의 다양한 출기록을 종합

으로 조사하 다. 한 이용자군의 직군별로 의

학도서 의 단행본 출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이용자의 신분별/주제별 출 통계를 분석하

다. 특히 출 이용률이 높은 주제와 형태, 이용

자 계층을 분석하 다. 의학도서 의 주제별 장

서구성 비율과 이용률을 교차 검토하여 의학도

서  장서의 실질  활용빈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의학

도서 의 효율  장서 리를 한 주제 역과 

이용자군별 선호주제 등을 단하고 효율  장

서구성과 능동  도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

는 객 화된 실제를 악하는 것이다.



의학도서 의 단행본 장서구성을 한 이용자 연구  263

1.2 선행연구

주제 문도서 인 의학도서 은 특정 이용

자를 상으로 하므로 이용자 연구가 더욱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도서 의 이용자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 의학도서 의 이용

자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의사들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방법은 설문조사 방법을 통

해 실시하 다.

Jason(2007)은 134명의 싱가포르 학병원 

의사들을 상으로 자자료와 통자료 사용

에 해 연구하 다. 조사 결과 인쇄 형태의 교

과서를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 정보원으로 

Medline과 UpToDate로 나타났다.

홍기선(2008)은 의사들의 정보요구  이용

행태를 악하기 해 의사 177명을 설문 조사

하 다. 응답 결과 의사들은 공 는 심분

야의 최근 연구 동향에 한 정보를 가장 필요

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터넷, 학술잡지, 단행

본을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도 최근 1~3년 이내 단행

본과 학술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형태의 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나원, 박지홍(2009)은 진료와 의학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학병원의 강사인 의사 12명

을 상으로 의사들의 정보추구행태에 해 탐

구하 다. 연구 환경과 진료와 련된 정보 추

구, 선호하는 정보원과 유형, 검색과정과 만족

도를 구분하여 각 항목들에 해 심층 면 을 

실시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연구 목 의 정

보추구에서는 PubMed를 통한 자학술지에 

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진료 목 의 경우에는 

인쇄형태의 교과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해 정보원에 한 권 와 근거를 

매우 요시하는 의사들의 태도를 원인으로 꼽

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의사들이 최신성 

있는 인터넷과 자자료 뿐만 아니라 신뢰도 

있는 인쇄형태의 교과서, 단행본 자료 한 정

보원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이는 의학도서  이용자 체를 

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의사라는 특정 그룹만을 

상으로 그들의 정보추구행태에 해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의학

도서 의 주이용 상자인 병원 직원(교수직, 수

련직, 일반직)과 학생(학부생, 학원생) 체

를 상으로 최근 3년간 이용한 출 기록을 통

해 이들이 실제로 이용한 자료에 해 분석하

다. 이는 의학도서에 국한하지 않고 비의학

도서인 교양도서를 포함한 체 도서를 상으

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  이용자들

의 실제  이용에 기반한 의학도서 의 효율

인 장서구성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도서 서비

스를 제공한다.

1.3 연구방법

이 연구는 A 의학도서 의 주이용 상자인 

재학 인 의학계열 학부생(의과 학, 치과

학, 간호 학)과 학원생(의학 문 학원, 

치의학 문 학원, 간호 학원, 보건 학원, 일

반 학원 의학계열 공), 재직 인 교수직, 

수련직, 일반직을 포함한 병원 소속 출 가능

한 직원의 단행본 출기록을 분석 상으로 설

정하 다. 이를 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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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학도서 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출기

록 90,420건을 분석하 으며, 출기록은 연속

간행물, 참고자료, 자자료 등 출 불가한 자

료의 이용은 제외하고 출 가능한 단행본 

출기록을 활용하 다.

출 기록은 의학도서 의 이용자 신분별로 

어떤 주제의 도서를 주로 이용하는지 악하기 

해 신분별/주제별 출 통계, 의학도서  이

용자들이 의학도서 과 앙도서 에서 이용

하는 도서를 비교하기 해 상  출빈도 도

서, 상호 차 서비스 이용 통계를 분석하 다.

A 의학도서 과 앙도서 에서는 DDC를 

기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학

도서를 DDC 600 기술과학의 분류항 아래에 

610 의학  보건에 분류된 도서로 한정하 으

며, 정신의학이나 보건학 등의 도서도 의의 

에서 의학도서로 포함하 다. 실제로 600 

이외의 분류항에 의학 련 자료를 배정한 경

우와 잘못 분류한 의학도서도 존재할 수 있지

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악하기 어

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

터를 표집하 다. 따라서 의학도서 과 이용자 

특성상 출한 기술과학 도서의 부분이 의학

도서라는 제와 출 가능한 단행본 자료를 기

으로 분석한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2. A 의학도서관 현황

2.1 대상이용자 현황

A 의학도서 은 의료원 교직원  학원, 

학  부설기 의 재학생이 주이용자이며, 휴

학  졸업한 경우 출자격이 상실된다. 의료

원 교직원(일부 제외)은 앙도서  이용 신청

을 하면 앙도서  직  이용이 가능하며, 

앙도서  이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호 차 서

비스를 이용하여 앙도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의료원 교직원은 앙도서  도서뿐

만 아니라 같은 캠퍼스 내에 있는 법학도서 과 

음악도서 의 도서도 상호 차 서비스로 해당 

도서 에 있는 자료를 출받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상은 A 의학도서 의 이용

자로서 학부생 1,072명을 비롯하여 학원생 

1,342명, 교수직 985명, 수련직 1,939명, 일반직 

4,543명으로 <표 1>과 같다. 이 분석과정에서 

학생 직원

학부생
의과 학
치과 학

간호 학

439
197

436

교수직
임상의학계열 교원
기 의학계열 교원

임상교수 외

 985

학원생

의학 문 학원
치과 문 학원

간호 학원
보건 학원
일반 학원(의학계열)

170
 41

 91
132
908

수련직

임상의학계열 강사

지던트
인턴
외래교원 등

1,939

일반직 일반직  계약직 등 4,543

합계 2,414 합계 7,467

<표 1> A 의학도서  이용자 황
(2015년 기 .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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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차와 같은 방법으로 의학도서  외부에

서 출을 의뢰한 숫자는 별도로 계수하 다. A 

의학도서  출건수는 <표 1>에 명시한 의학

도서  주이용 상자가 출한 데이터만을 계

수하 다.

이를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분하면 학생 이용

상자는 2,414명이며 교직원은 7,467명이다. 

이용 상자는 학생에 비해 직원의 수가 약 3배

나 많으며 직원 에서는 일반직이 가장 많아 

의학도서 은 문도서 과 학도서 의 역

할과 함께 일반 인 공공도서 의 역할도 동시

에 수행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났다. 

2.2 장서구성 현황

A 의학도서 의 체 장서는 단행본을 비롯

하여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기타자료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총 218,814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출 가능한 단행본을 상

으로 분석하며 체 장서 218,814권  단행본

은 106,741권이다. A 의학도서 의 주제별 단행

본 구성 황은 <표 2>와 같다.

이 장서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총류부터 역사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체 장서  기술과학 자

료가 66.5%(71,031권)를 차지하는 것은 의학도

서 으로써 의학 련 자료가 체 장서의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장서분포

는 서양서가 동양서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주제 역별로 분

석하면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부분에서 서양서

가 높은 장서구성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이를 제

외한 나머지 주제 역에서는 국내서가 월등하

게 장서구성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A 의학도서 의 모체인 A 

학교 앙도서 의 장서구성 황이다. 장서수

를 비교하면 앙도서 과 문도서 의 형태

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주제 역별 백

분율의 패턴은 체 으로 유사한 분포도를 보

이고 있다. 앙도서 은 일반 학교와 같이 

사회과학의 장서가 가장 많았으며 기술과학과 

주제구분 동양서 서양서 합계 백분율(%)

총류 1,397 516 1,913 1.8

철학 2,151 880 3,031 2.9

종교 1,092 59 1,151 1.1

사회과학 6,027 3,025 9,052 8.6

언어 360 226 586 0.1

자연과학 1,139 7,278 8,417 7.9

기술과학 13,696 57,335 71,031 66.5

술 1,347 50 1,397 1.3

문학 8,006 123 8,129 7.7

역사 1,914 120 2,034 2.1

합계 37,129 69,612 106,741 100

백분율(%) 34.8 65.2 100 -

<표 2> A 의학도서  주제별 장서 황(단행본)
(2015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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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구분 동양서 서양서 합계 백분율(%)

총류 86,586 30,905 117,491 6.6

철학 58,922 25,481 84,403 4.6

종교 66,681 36,921 103,602 5.8

사회과학 342,036 127,892 469,928 26

언어 37,581 20,310 57,891 3.3

자연과학 55,736 89,345 145,081 8

기술과학 217,671 84,229 301,900 16.7

술 76,179 38,475 114,654 6.3

문학 208,101 51,324 259,425 14.3

역사 119,874 33,195 153,069 8.4

합계 1,269,367 538,077 1,807,444 100

<표 3> A 학 앙도서  주제별 장서 황(단행본)

문학의 순으로 장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즉 앙도서 과 의학도서  모두 사회과

학, 기술과학  문학이 장서의 량을 차지

하고 있었다.

동양서와 서양서의 분포는 의학도서 은 서

양서가 체 장서 가운데 65.2%이고 앙도서

의 경우는 동양서가 70.2%이기 때문에 칭

되는 장서구성 분포를 보이고 있다.

3. 자료 이용 분석

이 장에서는 출데이터를 분석하여 단행본

에 한 의학도서  이용자 요구 수 을 악하

다.

3.1 신분별/주제별 대출 통계

A 의학도서 의 이용자  주이용 상자인 

재학 인 의학계열 학부생과 학원생, 재직 

교수, 수련직, 일반직 이용자의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3년 동안 각 신분별로 출한 통

계를 <표 4>에서 평균화하여 도표화하 다. 이 

통계는 단행본을 상으로 산출하 으며 그 이

유는 단행본 이외의 자료에 해서는 출과 

련한 데이터를 계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학도서 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출한 이

용자 계층은 일반직 구성원으로써 체 출량

의 41.6%를 출하 다. 특히 문학과 사회과학

에 한 주제에 출행태가 집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상 으로 기술과학에 한 장서

를 가장 많이 출한 집단도 일반직으로 조사되

어 동양서에 한 활용빈도가 높은 이용자층은 

일반직으로 조사되었다. 한 이 구분을 교수직

과 수련직, 일반직, 학  학부생으로 구분하

여도 가장 많은 이용도를 일반직이 보이는 특성

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동양서 단행본에 한 

활용빈도를 제고하는 정책은 주제나 신분, 출 

총량  에서 일반직에 한 수요를 극

으로 고려하는 장서구성정책이 필요하다.

다음 <표 5>는 서양서에 한 A 의학도서  

출빈도를 직군별로 조사한 수치이다.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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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구분 교수직 수련직 일반직 학원생 학부생 합계 백분율

총류 19.7 110.0 245.0 55.7 26.3 456.7 1.8

철학 78.0 351.7 848.7 231.3 193.3 1703.0 6.5

종교 10.7 83.0 235.7 34.0 33.3 396.7 1.5

사회과학 81.0 403.3 1023.3 295.0 350.0 2152.7 8.3

언어 4.7 73.7 102.7 16.3 8.3 205.7 0.8

자연과학 37.0 210.0 171.7 218.0 44.7 681.3 2.6

기술과학 222.7 1914.7 3367.0 2601.3 3276.0 11381.7 43.7

술 43.0 219.7 691.0 108.0 90.7 1152.3 4.4

문학 239.7 1515.3 3534.7 843.7 447.7 6581.0 25.3

역사 72.0 378.7 606.7 179.7 87.3 1324.3 5.1

합계 810.3 5258.3 10825.3 4580.3 4557.3 26035.3 100

백분율 3.1 20.2 41.6 17.6 17.5 100 100

<표 4> 신분별 출 황(동양서)

주제구분 교수직 수련직 일반직 학원생 학부생 합계 백분율

총류 0.7 3.0 13.0 7.0 0.7 24.3 0.6

철학 3.7 11.7 23.0 16.7 7.0 62.0 1.5

종교 1.0 0.0 6.7 0.7 0.0 8.3 0.2

사회과학 6.7 21.7 55.0 32.3 16.0 131.7 3.2

언어 1.7 7.0 18.0 2.3 2.7 31.7 0.8

자연과학 20.3 76.0 19.0 117.3 48.3 281.0 6.8

기술과학 150.3 806.3 537.7 1096.3 679.0 3269.7 79.7

술 0.3 6.0 22.7 5.0 4.0 38.0 0.9

문학 11.3 53.7 99.7 30.3 11.7 206.7 5.0

역사 1.7 13.0 20.3 10.7 5.7 51.3 1.3

합계 197.7 998.3 815.0 1318.7 775.0 4104.7 100

백분율 4.8 24.3 19.9 32.1 18.9 100 100

<표 5> 신분별 출 황(서양서)

은 출빈도를 보인 것은 학원생이며 기술과

학 주제 역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실질 인 소장 장서수에 따라 출의 량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권이 출되었음을 

동양서와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서양

서에 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집단은 

학원생과 수련직 이용자임을 악할 수 있는 

수치이다. 특히 의학도서  이용자는 기술과학

에 한 인 출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른 주제 역에 해서는 상 으로 낮은 

출빈도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의학도서 에 한 동양서와 서양서에 한 

신분별 출 황을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의

학도서 의 출은 체 으로 의학도서가 포

함된 기술과학의 출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학, 사회과학 순으로 높았다. 일

반직 이용자는 기술과학 뿐만 아니라 문학도 

비슷한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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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구분 교수직 수련직 일반직 학원생 학부생 합계 백분율

총류 20.3 113.0 258.0 62.7 27.0 481.0 1.6

철학 81.7 363.3 871.7 248.0 200.3 1765.0 5.9

종교 11.7 83.0 242.3 34.7 33.3 405.0 1.3

사회과학 87.7 425.0 1078.3 327.3 366.0 2284.3 7.6

언어 6.3 80.7 120.7 18.7 11.0 237.3 0.8

자연과학 57.3 286.0 190.7 335.3 93.0 962.3 3.2

기술과학 373.0 2721.0 3904.7 3697.7 3955.0 14651.3 48.6

술 43.3 225.7 713.7 113.0 94.7 1190.3 3.9

문학 251.0 1569.0 3634.3 874.0 459.3 6787.7 22.5

역사 73.7 391.7 627.0 190.3 93.0 1375.7 4.6

합계 1006.0 6258.3 11641.3 5901.7 5332.7 30140.0 100

백분율 3.3 20.8 38.6 19.6 17.7 100 100

<표 6> 신분별 출 황(동양서+서양서)

용자에 비해 사회과학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학생 이용자인 학부생과 학원생의 경우 출 

이용이 기술과학 주제에 편 되어 있다.

3.2 상위 대출빈도 분석

이 에서는 의학도서 과 앙도서 에서 

가장 많은 출빈도를 보인 단행본을 분석하

다. 이 수치비교를 통해 의학도서 의 이용자가 

의학도서 과 앙도서 에 해 요구하는 패턴

을 분석함으로써 두 기 에서의 의학도서  이

용자의 요구를 비교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의학

도서 을 통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

간 출한 단행본을 도표화하면 <표 7>과 같다. 

의학도서  이용자들이 의학도서 에서 가장 많

이 출한 도서는 만화자료인 ‘신의 물방울’이었

으며 ‘미생’과 ‘식객’ 한 만화자료로 10 권 내

에 포함되어 있었다. 단행본 ‘(Harrison's)내과

학’과 ‘(홍창의)소아과학’은 의학도서 의 특성

을 보여주는 표 인 의학도서로써, 의학 분

야 학부생들의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어 의학도

서 에서 출 요구가 높은 자료이다. 의학

문도서 에서 만화자료가 이러한 의학도서보다 

상  출빈도를 보인 것은 의외의 결과 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만화자료의 경우 신의 물

방울 44권, 미생 9권, 식객 27권으로 권수가 많

아 이 각각에 한 출빈도가 동일 도서에 

한 출로 되어 나타난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Harrison's)내과학이나 (홍창의)소

아과학은 만화자료와 비교하여 권수가 많지 않

으며, 동일 도서지만 차가 다른 경우 출이 

따로 되어 만화자료에 비해 출빈도가 낮

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을 고

려하더라도 만화자료에 해 의학도서  이용

자들의 수요가 높으며 만화자료가 활발하게 이

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만화자료는 

주제 분류상 술(700)에 분류되어 기술과학

과 사회과학, 문학 등과 같이 앙도서 의 주

요 장서군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이다. 한편 서

양서에 한 출요구는 상  10  내의 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표 8>은 앙도서 에서 이루어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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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청구기호 출빈도

1 신의 물방울 741.5952 아기 신 487

2 (Harrison's) 내과학 616 H322p16 K 334

3 미생 741.59519 윤태호 미 257

4 (홍창의) 소아과학 618.92 홍창의 소10 234

5 정 만리: 조정래 장편소설 813 조정래 정 232

6 고구려: 김진명 역사소설 813 김진명 고 211

7 식객 741.59519 허 만 식 169

8 묵향 813 동조 묵 144

9 1Q84 833 무라카 일큐 119

10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 863 W484tr K 118

<표 7> 의학도서  상  출도서명
 (2012년~2014년 평균)

서명 분류번호 출빈도

1  의학의 역사 610.9 86

2 정의란 무엇인가 172.2 78

3 차가운 의학, 따뜻한 의사 610.696 55

4 ( 벨) 생명과학 570 44

5 아 니까 청춘이다 158.10842 40

6 간호진단과 간호 재 610.73 38

7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610.73069 37

8 왜 나는 를 사랑하는가 823 37

9 왜 세계의 반은 굶주리는가? 363.8 37

10 최신 간호 리학 610.73 36

<표 8> 앙도서  상  출도서명
 (2012년~2014년 평균)

학도서  이용자들의 상  출도서명을 정리

한 것이다. 최상  출빈도를 갖는 것은 ‘  

의학의 역사’를 비롯하여 기술과학 주제에 해

당하는 자료가 5권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연과학 

주제 역에 ‘( 벨)생명과학’ 1권이 포함되었

다. 그 외에 4권은 문학자료 1권과 교양도서 3권

으로 조사되었다. 의학도서  이용자들은 의학

도서 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와 앙도서

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에서 차이를 보 다. 

이는 의학도서  이용자들의 출빈도 상  10

권만을 나타낸 <표 7>과 <표 8>에서 단 으로 

드러나며, 그 범 를 100권으로 확 하여 의학

도서  이용자들이 의학도서 과 앙도서 에

서 이용한 출도서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의학도서 에서는 일반 인 자료들에 

한 요구가 높았으나, 오히려 앙도서 에서는 

(의학분야) 문서 에 한 요구가 높고 만화

자료와 문학 자료에 한 요구가 상 으로 높

지 않았다. 의학도서  이용자들이 앙도서

에서 많이 이용한 도서  ‘  의학의 역사’와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는 의학도서 에서 1권

만 소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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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가 의학도서 에 

없는 경우 앙도서 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

으로 단하 다.

이상의 출요구가 높은 자료의 범 를 100

권으로 확 하여 주제별 출 황을 도표화한 

것은 다음 <표 9>와 같다. 의학도서 과 앙

도서 , 이를 종합한 결과를 도표화하 으며 

100 내 출도서 주제에 한 백분율도 환산

하 다.

의학도서 에서 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단행본 100권의 주제를 분석하면 문학 자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술과학을 비롯

한 철학과 술분야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

다. 특징 인 것은 철학이나 술분야의 자료들

은 교양서와 만화자료들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앙도서 에서 출이 많이 

이루어진 100권의 주제 역에서 술에 해당한 

자료가 가장 많은 출이 이루어졌으며 문학과 

기술과학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앙도서 에서 앞의 10 내 자료에 해서

는 기술과학 분야의 출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100 권으로 확 할 경우에 문학 자료에 한 

수요가 가장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학도

서 은 문학 자료와 기술과학 자료에 한 요구

가 높았으며, 앙도서 에 한 요구는 문학 

자료와 만화자료로써 술자료, 기술과학 자료

에 한 요구가 높았다. 체 으로 의학도서  

이용자들이 도서 에 한 출요구가 높은 자

료는 문학을 비롯하여 기술과학, 술 순으로 

악되었다. 

이를 두 가지 으로 구분하면 의학도서

의 문학에 한 체 장서비율은 7.7%에 해당

하지만 실제 으로 상 출 100 에 해당하

는 자료에 46%를 보이고 있어 소장 장서에 비

해 상 으로 활발한 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기술과학 자료의 

경우, 장서비율은 66.5%에 해당하지만 실제 상

출 100  안에 포함된 자료의 출률은 

18%로 조사되어 문학 자료와 비교하여 상

으로 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체 으로 교양도서의 경우에는 

소장 장서 규모에 비해 은 비율을 유하고 

주제 의학도서 앙도서 의학  앙도서 백분율(%)

총류 2 1 3 1.5

철학 11 4 15 7.5

종교 2 1 3 1.5

사회과학 5 5 10 5

언어 0 0 0 0

자연과학 1 2 3 1.5

기술과학 18 31 49 24.5

술 11 34 45 22.5

문학 46 20 66 33

역사 4 2 6 3

합계 100 100 200 100

<표 9> 의학도서   앙도서  상  100  출도서 주제 
 (2012년~2014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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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실제 출과 같은 활용률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언어자료의 경우

에는 활용빈도가 무하 다. 

3.3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분석

앞의 자료는 실제 의학도서  이용자들이 

의학도서 과 앙도서 을 방문하여 출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한편, A 의학도서 은 

앙도서 과 2012년부터 상호 차 약을 통

해 교직원을 상으로 상호 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를 통해 물리 으로 떨어져 있어 해당 

자료입수의 불편함에 한 이용자 편의를 해

결하고 있다. 상호 차 서비스는 의학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거나 의학도서  소장 

도서가 약도서로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직원  의학도서 에서 

도서 출이 가능한 이용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 10>은 A 의학도서 에서 상호 차 서비

스를 시작한 2012년을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상호 차 서비스 이용 통계이다. 통계

는 상호 차 신청 건  의학도서  소장 자료

거나 앙도서 의 서가부재 등으로 인해 처리

되지 않은 요청건은 제외하 으며 실제 출 

처리된 요청만을 포함하 다.

<표 10>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2012년에는 

89건이었으나 2013년 343건을 비롯하여 2014

년 754건으로 해마다 배증하고 있다. 상호 차 

이용 도서를 주제별로 비교하면 2012년에는 문

학 26.97%, 기술과학 16.85%, 2013년에는 문

학 25.07%, 기술과학 16.62%, 2014년에는 역

사 21.22%, 문학 20.03%로 문학의 비 이 꾸

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 차를 통

해 입수한 자료 가운데 기술과학에 한 요구

는 지속 으로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의학분야 자료로써 문서 에 해당하는 자연

과학과 기술과학에 한 요구보다는 교양  주

제 역에 한 상호 차 요구가 인 수치

를 보이고 있다.

상호 차 서비스 이용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

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단할 수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출건수 백분율(%) 출건수 백분율(%) 출건수 백분율(%)

총류 6 6.74 12 3.50 25 3.32

철학 11 12.36 26 7.58 65 8.62

종교 3 3.37 14 4.08 49 6.50

사회과학 9 10.11 51 14.87 111 14.72

언어 1 1.12 10 2.92 18 2.39

자연과학 0 0 19 5.54 7 0.93

기술과학 15 16.85 57 16.62 120 15.92

술 12 13.48 17 4.96 48 6.37

문학 24 26.97 86 25.07 151 20.03

역사 8 8.99 51 14.87 160 21.22

합계 89 100 343 100 754 100

<표 10> 상호 차 서비스 이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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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호 차 서비스가 자 에서 소장하고 있

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A 의학도서 의 주제별 장서 소장 

황을 기 으로 기술과학 등에 비해 상 으로 

은 소장건수인 문학류나 역사류가 이용자의 

수요가 상 으로 높았다. A 의학도서 은 이

를 해결하기 해 상호 차 서비스를 통해 앙

도서 의 도서들을 보완․이용하고 있었다. 둘

째, A 의학도서 에서는 상호 차 서비스를 교

직원을 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표 6>에서 악한 신분별/주제별 출 통계를 

보면 교직원에 해당하는 교수직, 수련직, 일반

직의 경우에는 기술과학과 문학의 출 이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학생 이용자인 학부

생과 학원생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비교  크

다. 왜냐하면 재학생은 상 으로 기술과학에 

한 요구가 있지만 제도 으로 학생들은 상호

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문학류와 같은 비의학자료에 한 상호 차만 

계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 으로 기술

과학보다 문학의 비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직의 경우에 소설자료에 한 요구가 지속 으

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 의학도

서  이용자의 최근 3년 출 기록을 이용하여 

이용자 신분별/주제별 출 통계, 의학도서

과 앙도서 의 상  출빈도 도서 데이터, 

앙도서  상호 차 서비스 이용도서 데이터

를 추출하여 분석하 다. 출데이터를 분석하

여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도서 의 출은 체 으로 의학

도서가 포함된 기술과학의 출 이용이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학, 사회과학 순으로 높

았다. 그 에서 의학도서 에서 가장 많이 

출을 이용한 이용자 계층은 일반직 구성원으로

써 체 출량의 41.6%를 차지하 다. 동양서 

단행본에 한 출이 활발하 으며 특히 문학

과 사회과학에 한 주제에 출행태가 집 되

어 있었다. 서양서에 한 가장 많은 출빈도

를 보인 것은 학원생이었으며 기술과학 주제

역에 편 되어 있었다.

둘째, 의학도서  이용자들이 최근 3년간 의

학도서 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도서 상  10권

은 만화자료 3권, 의학도서 2권, 문학 5권이었

다. 이에 비해 의학도서  이용자들이 앙도서

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도서 상  10권은 의

학도서 5권, 자연과학 1권, 문학 1권, 교양도서 

3권으로, 의학도서 에서는 일반 인 자료에 

한 요구가 높았으나 오히려 앙도서 에서는 

의학도서에 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체

으로 의학도서  이용자들이 도서 에 한 

출요구가 높은 자료는 문학을 비롯하여 기술과

학, 술 순이었으며, 교양도서가 장서량 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A 의학도서 과 앙도서  간 이루어

진 상호 차 서비스 이용 통계에서는 문학이 꾸

히 높은 이용률을 보 으며, 의학 문서 에 

해당하는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에 한 요구보

다는 교양도서에 한 상호 차 요구가 

으로 높았다. 이는 상호 차 서비스가 자  미

소장 자료를 주로 제공하며, 직원을 상으로 제

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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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어느 정도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와 같은 문가 집단만을 

상으로 설문하거나 면담한 것이 아니라, 의학

도서 을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용자 집단별

로 실제로 이용한 출기록을 기반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학생 이용자인 학부생과 학

원생은 기술과학 분야 도서에 출 이용이 편

되어 있었으며, 출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일반직 직원은 기술과학 뿐만 아니라 문학과 사

회과학 도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직 이용자의 기술과학과 문학 도서의 

이용을 비교하면, 체 장서  66.5%를 차지하

는 기술과학과 7.7%를 차지하는 문학의 출 

빈도가 비슷하여 문학 도서의 이용률이 매우 높

음을 알 수 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학도서 은 구성원

의 신분  특성상 주제 문도서 의 역할과 함

께 학도서 과 일반 공공도서 의 역할도 수

행하고 있었다. 특히 만화자료나 문학자료에 

한 이용행태는 주제 문도서 인 의학도서 에

서 의학도서뿐만 아니라 교양도서에 한 수요

와 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학도서 의 집

인 주제장서구성정책에 따라 부족한 장서에 

해서는 상호 차 서비스 혹은 앙도서  직

 이용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미소장 자

료에 한 보완 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해 이용자들이 극 으로 수용하고 있음도 

확인하 다. 장서 리  측면에서는 의학도서

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이용자 계층별 

요구와 특성을 반 한 장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학도서  장서를 더욱 

효율 으로 리할 수 있고 의학도서  이용자

에게 합한 보다 나은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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