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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J도 도립도서 의 출과 운 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해 

도서  이용증 발 자 30,072명과 출건수(2012~2013년) 705,447건을 분석하 으며, 도서  발 계획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비교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SPSS 21.0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해 도립도서  이용자의 

도서  이용 행태  자료 이용 패턴 등을 확인하 으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립도서 의 발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seek a development plan in the borrowed book and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of J-do provincial library. Based on library use card issuer 30,072 people and the number of lending 

books 705,447(2012 to 2013) of J-do provincial library, it was to analyzed elemental and comparative 

research for library development plan and user satisfaction. Method of analysis used SPSS statistics 

21. This confirmed provincial library user’s library user behavior and usage pattern of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tics, it indicated a development plan of J-do provinci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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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정보통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구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네트워크에 속하여 원하는 지

식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스마트 폰 등의 도구

를 활용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는 이용자

의 정보 근방법에 한 다양화와 폭발 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장, 처리  리를 한 새

로운 방법뿐만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수많은 

데이터의 양의 처리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도서 서비스는 도서  업무 담당자

에 의한 1:n 방식의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만을 

강조하 다면 오늘날 도서 시스템에서는 빅 데

이터를 통해 지식정보를 생성, 검증, 분류하여 

지능형지식정보, 실감형지식정보, 맞춤형지식정

보, 체험형지식정보 등이 제공되며, 빅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공유와 상호의견교환이 가

능하다(민병원, 오용선 2012, 264). 한 정보기

술과 이용확산에 따른 정형․비정형 정보자원

의 폭발 인 증가와 데이터의 양 팽창은 도서

에서 데이터 기반 정보 리를 요구하고 있다. 

즉 도서 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용자들에

게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출․반납․상호

차 등)와 그 활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 도서  장서 열람  출 기록 등의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도서 의 발  정

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 친화 인 도

서  발 방안이 마련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의 문화융성과 

창의  인재양성을 해 지식정보자원의 산실로

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J도 도립도서 의 도

서  이용자의 출기록과 운 황을 조사하

다. 여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 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도서  발

방안을 제시하 다. 

1.2 연구의 내용  방법

이 연구에서는 첫째, 2012~2014년 J도 도립

도서 의 발 계획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검토하고 이와 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

다. 둘째, J도 도립도서 에 이용자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이용자 정보(30,072명 2013년 12월 

31일 재)와 출데이터(705,447건 2012년 1월 

~2013년 12월)를 심으로 도서  이용자 이

용패턴을 조사하여 분석하 다. 셋째, 기존 J도 

도립도서 이 자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분석방

법은 SPSS 21.0을 이용하 다. 

 

2. 이론  연구

2.1 도립도서  황

J도 도립도서 은 2011년 7월 31일 공되어,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시

범운  후 2012년 1월 12일 정식으로 개 하

다. 이후 J도 지역의 도서 활성화  독서문화 

활성화를 한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J도 도립도서 의 연간 개 일수를 살펴보면 

2013년 기  327일이며, 주간 평균 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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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시간, 사 상 지역은 J도 체이나 지리  

여건상 목포시, 무안군, 암군 지역의 주민들이 

주 이용자들이다. 사 상자 수는 79,367명  

어린이 11,477명, 청소년 5,986명, 성인 61,904명

이다.

지식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 계

층을 상으로 서비스하는 특수자료수는 도서(인

쇄) 107,805권과 비도서 9,926권을 비치하고 있다

(2013년 기 ). 국내서와 국외서 보유 황을 살

펴보면, 체 117,303권  문학이 43,534권(국외

서 포함)으로 가장 많으며, 사회과학 19,495권(국

외서 포함), 역사 9,618권(국외서 포함) 순이다. 

MARC데이터 구축건수를 살펴보면, 도서자료

(인쇄)가 105,020건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비도서자료 12,296건과 기타 3,214건으로 

구축되어 있다(2013년 기 ). 

2.2 선행연구

도서 의 출기록을 이용한 연구는 이용자

의 이용패턴을 분석을 통한 장서개발 련 연

구와 이용자 연구, 수서정책 등 다양한 방면으

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1> 참조).

이 연구는 도서  출 데이터를 통해 도서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조사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도서  장서의 이용  개발뿐만 아니

라 도서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다

양한 요구를 악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 의 미래를 측할 수 있으며 각 도서

에 합한 발 방안을 제시하 다. 

이진경,

이지연

(2011)

개인의 배경과 방문 목 이 다양한 공공도서  이용자들로 인해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한 노력으로 이용자들의 장서이용행태를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구립 

공공도서  자료의 만족 수 을 높일 수 있는 장서개발 방향을 제시

김선애

(2013)

학도서  이용자들의 출기록을 이용하여 자료이용행태를 분석하 다. 자료의 주제별, 이용자 유형별 자료이용

행태 분석을 해 체 주제를 16개 군으로 구분하 고 이용자집단은 5개 집단으로 구분하 으며, 이를 통해 

주제별 자료이용 정도, 이용자 유형에 따른 주제별 자료이용 정도, 최신자료에 한 주제별 선호도, 이용자유형에 

따른 최신자료의 선호도 등을 분석

허선,

정연경

(2014)

서울의 공공도서  2개 의 출기록을 상으로 출이용자  출 횟수, 출자료, 출시간  출요일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두 도서 의 주된 이용자 계층, 도서  방문 횟수, 주로 이용되는 자료의 주제, 주로 

이용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 하 지만 환경이 다른 두 도서 의 유사한 이용행태를 밝 냄으로써 

출기록의 활용방안을 제시

김완종

(2014)

서울시 산하 9개 도서  이용자들의 출기록을 조사하여 주제별 장서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주제 분야간 연 성을 

분석하 다. 총류에서 역사까지 10개 분류와 100개의 분류로 나 어 주제별 출빈도를 분석하 으며, 도서  

이용자들의 출기록을 부류에 따른 상 계수에 근거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각 주제들이 서로 어떠한 연 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

Trues-well

(1969) 
계량정보분석 방법을 통해 발견한 토법칙(Paleto principle)1)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

Ochola

(2009)

장서개발을 함에 있어 출기록과 상호 차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이용자의 요구와 심도를 반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 것을 밝 냈으며, 출과 상호 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주제 분야에서는 극 인 검토가 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함

<표 1> 선행연구

 1) 체 장서  20%에 해당하는 장서가 체 출의 자료의 8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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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립도서  이용 황 분석

3.1 도립도서  이용자 패턴 분석

이용자 패턴 분석 데이터는 J도 도립도서  

2013년 12월 31일 재 등록된 30,072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이용자 패턴 분석에는 일반 등록이용자, 도서

 직원, 도서 친구들(자원 사자), 이동도서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동도서  이

용자의 경우 별도의 출자번호가 부여되어 있

고, 주소정보  성별, 연령 정보 등 정확한 정보

가 없어 상당수의 이용자가 결측값으로 구분되

었다.

3.1.1 도립도서  등록 이용자 분석

(1) 이용자 거주지 분석

J도 도립도서  등록이용자의 99% 이상은 J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96%가 도서

 인 지역인 목포시, 무안군, 암군에 거주

하고 있다. 목포시, 무안군, 암군  남악신도

시의 1차 심 반경(서비스거리, 0-3㎞)인 목

포시 옥암동(8,460명, 28.2%), 무안군 삼향읍

(7,105명, 23.6%)에 도서  이용자의 50% 이

상이 집 되어 있으며, 2차 심 반경인 목포시 

상동, 신흥동, 용해동, 부흥동, 산정동에 약 21%

가, 무안군 삼향면, 암군 삼호읍을 심으로 

약 10%의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체 이용자의 80% 이상이 남악신도시 심

의 근거리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용자 성별 분석

J도 도립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 성별은 일

반 인 도서  이용패턴과 비슷하게 남성(43.2%, 

12,872)보다는 여성(56.8%, 16,958)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용자 국  분석

J도 도립도서  이용자의 부분(99%)은 내

국인 이용자 으며, 체의 0.2%인 57명만이 외

국인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용자 역시 체 이용자 거주자 비율

과 비슷하게 무안군 삼향읍과 목포시 옥암동에 

약 60%의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3명을 

제외한 모든 이용자가 목포시, 무안군, 암군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안 행정부 조사결과 J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 황을 보면 총 39,006명으로 J도민의 1.8%

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불산단이 치한 암

군에 5,627명, 목포시에 3,443명이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발표되었다(2012년 1월 1일 기 ). 

J도 도립도서 의 근  지역인 암군과 목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070명이나 J도 도립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57명으로 체거

주 외국인의 0.63%만이 J도 도립도서 을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용자 연령별 분석

J도 도립도서  이용증 발  이용자의 경우 

생년월일을 기 으로 유아(0~7세), 등학생

(8~13세), 고등학생(14~19세), 20 (20~29

세), 30 (30~39세), 40 (40~49세), 50 (50 

~59세), 60 (60~69세), 70  이상(70세 이상)

으로 9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용자 분석 결과 40 (23.1%)가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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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과 고생은 약 15%로 비슷한 비율을 차

지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유아에

서부터 40 까지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50  이후의 이용자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도서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2> 참조).

(5) 도서  이용증 발  시기 분석

J도 도립도서 의 경우 2011년 12월 5일 임

시 개 하여 이용증 발 업무를 개시하 으며, 

2012년 1월 12일 정식 개 하 다. J도 도립도

서  개  당시인 2011년 12월~2012년 1월까

지 2개월 동안 체의 33%인 1만명이 등록하

다.

2012년 3월 이후 이용자 등록은 감하 으

며 2013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100% 이상 감

소하 으며, 등록인원은 지속 으로 감소추세

에 있다. 이용증 등록 건수는 다른 월에 비해 1월

과 8월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방학을 이용

하여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패턴을 볼 수 있다

(<그림 1> 참조). 

구분
성별(명, %)

계
남성 여성

유아 443(1.5) 505(1.7) 948(3.2)

등학생 2,239(7.5) 2,319(7.8) 4,558(15.3)

고생 1,937(6.5) 2,605(8.7) 4,542(15.2)

20 1,642(5.5) 2,456(8.2) 4,098(13.7)

30 2,327(7.8) 3,982(13.3) 6,309(21.2)

40 2,961(9.9) 3,919(13.1) 6,880(23.1)

50 951(3.2) 920(3.1) 1,871(6.3)

60 283(0.9) 226(0.8) 509(1.7)

70  이상 88(0.3) 26(0.1) 114(0.4)

계 12,871(43.1) 16,958(56.9) 29,829(100.0)

<표 2> J도 도립도서  이용자 연령 분포 

<그림 1> J도 도립도서  이용증 발  시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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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도립도서  이용자 출 패턴 분석

(1) 발 연도에 따른 도서 출 경험 비교분석

2013년까지 J도 도립도서  이용증 발 자

는 총 30,072명이며, 이  21.4%에 해당하는 

6,433명은 이용증 발  후 도서를 출한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등록자의 경우 

등록자의 15.7%가 도서를 출하지 않은 반면 

2012년 등록자들의 경우 19.4%, 2013년 등록

자의 경우 29.6%가 출하지 않아 해가 갈수록 

등록자에 비해 출자수 감소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도서  등록자의 감소와 동시에 등록이

용자의 도서  이용 역시 감소하고 있어 이에 

한 책 마련이 시 하다.

(2) 성별에 따른 도서 출 경험 비교분석

도서  이용증을 발  후 출경험에 한 성

별 차이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4.3%가 발  후 

이용하지 않은 반면 여성은 18.3%만이 이용증 

발  후 한 번도 이용한 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연령에 따른 도서 출 경험 비교분석

연령에 따른 도서 출 경험 여부를 살펴보

았을 때 단순수치만을 보았을 때 30 (23.8%)

와 40 (22.7%)가 높은 비율을 보 으나, 이용

증 발  건수 비로 살펴볼 경우 50 의 경우

가 30.5%로 이용증 발 자 10명  3명은 단 

한 번도 도서  출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20 가 26.3%로 

높았다(<그림 2> 참조). 

3.2 도립도서  출 패턴 분석

도서 출 패턴 분석 데이터는 J도 도립도서  

2012.1~2013.12(2년) 체 출자료 818,640건

을 상으로 하 다. 단,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분석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단된 도서

 TEST용 데이터 113,133건을 제외한 705,507

건을 상으로 하 다. 

3.2.1 도립도서  출자료 분석

(1) 연령별 출권수 분석

J도 도립도서  연령별 출권수는 40 (40~ 

<그림 2> J도 도립도서  연령별 이용자 출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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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와 등학생(8~13세)이 체의 53.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 (30~39세)가 

자주 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출권수가 아닌 이용증 발  비 

출권수를 살펴보면 등학생의 경우 1인당 평

균 41.35권을 출한 반면 20 (20~29세)의 경

우 1인당 9.73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은 평균 출

권수는 50  이상으로 1인당 평균 4~5권 정도

를 출하고 있었다.

구분 이용증 발 출권수

유아 948(3.2) 29,969(4.3)

등학생 4,558(15.3) 188,499(26.8)

고생 4,542(15.2) 89,397(12.7)

20 4,098(13.7) 39,914(5.7)

30 6,309(21.2) 119,329(16.9)

40 6,880(23.1) 188,859(26.8)

50 1,871(6.3) 34,639(4.9)

60 509(1.7) 11,515(1.6)

70  이상 114(0.4) 2,101(0.3)

계 29,829(100.0) 704,222(100.0)

<표 3> 이용증 발  비 출권수 

(2) 출기간  연체일 분석

J도 도립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평

균 출기간은 12.52일로 J도 도립도서  출

기간 14일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J도 도립도서  이용자의 평균 연체일수는 

1.25일로 나타났다. 체 출자료의 86.3%는 

정상반납 되었으며, 연체자의 경우 부분은 1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 다. 10일 이상 장기연체 한 

경우는 체의 2%정도로 나타났다. 

구분 출권수 평균(일)

출기간 691,425 12.52

연체일 705,507 1.25

<표 4> 이용자 평균 출기간  연체일

(3) 연도에 따른 월별 출권수 분석

J도 도립도서  연도별 도서 출건수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약 6% 정도 출이 감

소하 다. 월별 출권수의 경우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1월과 8월에 출권수가 가장 많았으며, 

5월과 10월에 출권수가 가장 낮았다. 

(4) 출시기에 따른 출  반납 상 계

분석

① 출요일, 반납요일별 출  반납 상

계 분석

J도 도립도서  이용자의 경우 도서 을 가

장 많이 방문하는 요일은 토요일( 출 26%, 반

납 2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요일( 출 

24%, 반납 21.9%)로 나타났다. 

평일  방문을 선호하는 요일은 목요일(

출 12.3%, 반납 12.9%)로 나타났으며, 가장 

출  반납이 은 요일은 수요일로나타났다.2) 

2014년 J도 도립도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

사에서 도서  주 이용요일에 한 질문에 주

말을 제외한 평일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요일

이 화요일(15%)로 나타났는데, 데이터 분석결

과 이용자들은 화요일보다 목요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요일과 반납요일에 있어 이용패턴을 분

석한 결과 출요일과 반납요일 사이에는 

 2) 이는 J도 도립도서 의 경우 격주 수요일이 정규 휴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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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 납 요 일[명(%)]

총계
월 화 수 목 토 일

출

요일

월
25,959

(3.7)

9,848

(1.4)

4,437

(0.6)

9,099

(1.3)

7,956

(1.1)

8,127

(1.2)

8,868

(1.3)

74,294

(10.5)

화
11,176

(1.6)

27,864

(3.9)

5,754

(0.8)

10,195

(1.4)

8,097

(1.1)

9,283

(1.3)

8,507

(1.2)

80,876

(11.5)

수
3,567

(0.5)

4,735

(0.7)

7,069

(1.0)

6,082

(0.9)

4,218

(0.6)

3,757

(0.5)

3,552

(0.5)

32,980

(4.7)

목
9,165

(1.3)

10,393

(1.5)

7,331

(1.0)

31,807

(4.5)

10,700

(1.5)

9,455

(1.3)

7,620

(1.1)

86,471

(12.3)

8,565

(1.2)

8,168

(1.2)

4,674

(0.7)

12,349

(1.8)

26,030

(3.7)

11,009

(1.6)

7,582

(1.1)

78,377

(11.1)

토
10,503

(1.5)

10,742

(1.5)

5,804

(0.8)

11,465

(1.6)

15,788

(2.2)

94,922

(13.5)

34,283

(4.9)

183,507

(26.0)

일
10,610

(1.5)

9,754

(1.4)

5,216

(0.7)

9,776

(1.4)

9,450

(1.3)

39,968

(5.7)

84,228

(11.9)

169,002

(24.0)

Total
79,545

(11.3)

81,504

(11.6)

40,285

(5.7)

90,773

(12.9)

82,239

(11.7)

176,521

(25.0)

154,640

(21.9)

705,507

(100.0)

χ2=0.00, Pearson's 상 계수 = 0.432

<표 5> J 도립도서  출요일, 반납요일 간 상 계 분석

한 상 계(Pearson's r = 0.432)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으로 이용자는 도서를 

출한 요일에 도서를 반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출시간, 반납시간별 출  반납 상

계 분석 

J도 도립도서  이용자의 경우 도서 을 주요 

방문하는 시간은 출의 경우 15시~17시(13.1~ 

14%)이며, 반납의 경우 14시~16시(11.8~12.4%)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의 경우 자동반납기의 운 으로 도서  

이용시간 이후 뿐 아니라 심야시간  새벽시간

에도 지속 으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출의 경우 약 출제도가 있어 도서  이용

시간 이후에도 도서 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 의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시간과 반납시간에 한이용패턴을 분석

한 결과 출시간과 반납시간 사이에는 한 

상 계(Pearson's r = 0.32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도 도립도서 은 2014년 이용자 만족도 조

사를 통해 이용자가 주로 방문하는 시간을 오

후12~15시(응답자 35%)로 악하 고, 평균 

이용 시간은 4시간 이상이 체의 29%로 악

하여 정책에 반 하 다. 그러나 데이터를 통

한 도서  이용자의 주 출시간과 반납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 출시간과 반납시간은 출 

15시~17시, 반납 14시~16시 다. 출시간과 

반납시간 사이에 1시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

을 볼 때, 도서반납 후 도서 에 1~2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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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  이용자 주요 출분야 분석

J도 도립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

이 이용하는 류목은 문학분야(41.3%)이며, 다

음으로 사회과학(14.4%), 자연과학(9.4%), 역사

(8.6%)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 출분야의 강목과 요목을 살펴보면 문

학분야의 경우 문학일반의 집, 총서류와 한

국문학의 소설류를 가장 많이 출하고 있으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유아  등교육이 포함

된 교육학과 경제학을 가장 많이 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J도 도립도서  도서 출은 성향은 문학류

에 집 되어 있으며, 문학류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의 경우 자녀 교육 련 분야를 

선호하고 있으며, 유아  등학생이 많이 

읽는 각 류목의 총서  집류와 기류에 집

되어 있다.

  <그림 3> J도 도립도서  이용자 주요 

출분야 출권수(류별)

(6) 별치기호별 출권수 분석

별치기호의 경우 J도 도립도서  자료실 이

용과 매우 한 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일반통계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3) 

별치기호별 도서 출권수에서, 가장 많은 

출이 이루어진 자료실은 어린이자료실(어린이 

책나라)로 체 출권수의 57%를 차지하고 있

었으며, 다음으로 종합자료실에 비치된 일반도

서가 38.2%로 나타났다.

<그림 4> 별치기호별 출권수 분포

3.2.2 도립도서  출자료 비교분석

(1) 성별에 따른 출 분야 비교분석

성별에 따른 출 권수를 비교한 결과 도서

에 등록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2.8%:56.4%

으나 출 권수에 한 비율은 40.9%:59.1%

로 남성은 연평균 11.18권을 출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12.29권을 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극 으로 도서  출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출 분야를 살펴본 결과 류목

 3) 별치기호는 자료의 성격이나 형태상 일반도서와 구별하여 리하는 자료에 부여되는 기호로서 각 도서 의 특성에 

맞게 의미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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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출비율이 높은 항목

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목을 살

펴본 결과 320(사회과학/경제학)은 여성보다 

남성의 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90( 술/오락, 스포츠), 710(언어/한국어) 분

야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출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4)

(2) 출시기에 따른 별치기호별 출건수 

비교분석

별치기호에 따른 연도별 출건수를 비교한 

결과 2012년(53.3%)에 비해 2013년(46.7%)에 

약 45,907권 정도 출이 감소하 다. 2013년 

월평균 출권수가 27,000권임을 감안할 때 약 

2개월 정도의 출권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큰폭으로 감소한 별치기호는 아동자

료로 2013년 출권수의 20%인 24,000권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인 출감소와 더

불어 아동자료의 격한 감소에 한 추가 인 

정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별치기호에 따른 주요 출분야 비교분석

별치기호에 따른 주요 출 분야의 경우 문학, 

외국, 남도 등 이용률이 극히 낮은 자료의 경우 

비교분석에서 제외하고 종합자료실 주의 일

반자료, 어린이 자료실 주의 유아, 아동자료

를 심으로 분석하 다.

별치기호별 출권수를 비교하면 일반자료

(38.2%), 아동(36.5), 유아(20.5%)순으로 일반

자료의 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아동  유

아 자료의 경우 어린이 자료실에서 제공한 도서

임을 감안하면 J도 도립도서  출도서의 

반이상인 57%가 어린이자료실 출건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자료의 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320(사회

과학/경제학), 590(기술과학/생활과학), 650(

술/회화, 도화), 810(문학/한국문학) 으며, 아

동자료의 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080(총류/일

반 집, 총서), 400(자연과학/자연과학일반), 710

(언어/한국어), 910(역사/아시아), 990(역사/

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자료의 출비율

이 높은 분야는 370(사회과학/교육학), 800(문

학/문학일반)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별치기호에 따른 주요 출분야 

비교분석(강별)

별치기호가 일반인 성인들이 선호하는 출 

분야로는 한국문학/소설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

활과학/식품식료, 육아에 한 자료를 주로 

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자료의 경우 자연과학일반/ 집, 총서류 

등 공룡 등이 등장하는 자연과학동화나 신기한 

스쿨버스, Why 등 학습만화에 한 출이 높

 4) 2014년 8월 재 J도 도립도서 의 분류체계는 KDC 5 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KDC 6 을 용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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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더불어 아시아, 역사  인들의 기가 

포함된 인 을 심으로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자료의 주요 출분야를 살펴보면 각 분

야로 골고루 펼쳐져 있지만 체 으로 창작동

화책이나 그림책이 있는 문학/문학일반/총서, 

집류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에 있어 가장 필요한 생활습 을 알려주는 

유아교육 련 그림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4) 연령에 따른 출시기 비교분석

연령에 따른 출시기( 출년․ 출월․

출요일)에 한 분석결과 일반 으로 유아와 

30 , 등학생과 40 의 출패턴이 매우 유

사하게 나타나 출에 있어 가족 출이 일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연령에 따른 출연별 출권수 비교 

분석

연령에 따른 출연별 출권수를 비교한 

결과 체 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출권수가 낮아져 연령에 따른 출결과도 이에 

상응하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 와 50  이상은 2012년과 비교해 2013

년에 소폭 하락하 으나 거의 비슷한 수 이었

다. 등학생, 학생  40 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출권수는 1~2만권 정도 큰폭

으로 감소하 다. 반면 에 유아와 30 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3년 출권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령에 따른 출월별 출권수 비교 

분석

연령에 따른 출월별 출권수의 추이를 살

펴보면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1, 2월과 8월에 모

든 연령에서 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별 특이 은 유아와 30 는 반 으

로 모든 월에 걸쳐 비슷한 출추이를 보이고 

있다. 등학생과 40 는 1월과 8월에 높은 

출률을 보이고 있고, 고생의 경우 1월과 2월

에 집 으로 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③ 연령에 따른 출요일별 출권수 비교

분석

연령에 따른 출요일별 출권수의 경우 

부분의 연령에서 체 데이터의 출요일과 비

슷한 토요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요일, 평

일의 경우 목요일의 출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단, 60 의 경우 다른 연령 와 비

교되는 특이 이 발견되었는데, 60 의 경우 

출비율이 가장 높은 요일은 목요일이었으며, 다

음으로 월요일 순이었다. 주말의 경우 평일보다 

더 낮은 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도서  운   독서 로그램 정

책 시 60  이상 퇴직자를 한 평일 로그램

의 극 인 운 이 필요하다.

(5) 연령에 따른 주요 출분야 비교분석

이용자 연령에 따른 주요 출분야를 비교분

석한 결과 별치기호(자료실)에 따른 출분야 

비교분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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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분류 유아
등

학생
고생 20 30 40 50 60

70

이상
계

000 총류
1,414

(0.2)

8,586

(1.2)

2,798

(0.4)

1,256

(0.2)

5,165

(0.7)

7,513

(1.1)

987

(0.1)

292

(0.0)

124

(0.0) 28,135

(4.0)
030 백과사  

1,098

(0.2)

4,888

(0.7)

737

(0.1)

138

(0.0)

2,045

(0.3)

2,384

(0.3)

110

(0.0)

23

(0.0)

15

(0.0)

100 철학
619

(0.1)

5,308

(0.8)

3,472

(0.5)

3,341

(0.5)

483

(0.7)

8,168

(1.2)

2,056

(0.3)

537

(0.1)

82

(0.0)

28,416

(4.0)

200 종교
674

(0.1)

6,082

(0.9)

1,267

(0.2)

586

(0.1)

2,852

(0.4)

4,261

(0.6)

1,615

(0.2)

481

(0.1)

64

(0.0) 17,882

(2.5)
210

비교

종교학 

336

(0.0)

4,550

(0.6)

714

(0.1)

76

(0.0)

1,074

(0.2)

1,575

(0.2)

120

(0.0)

17

(0.0)
2(0.0)

300 사회과학
7,530

(1.1)

25,293

(3.6)

7,733

(1.1)

5,574

(0.8)

21,703

(3.1)

27,054

(3.8)

4,773

(0.7)

1,387

(0.2)

272

(0.0)

101,319

(14.4)
320 경제학 

259

(0.0)

2,639

(0.4)

2,004

(0.3)

2,736

(0.4)

6,385

(0.9)

7,352

(1.0)

2,254

(0.3)

586

(0.1)

67

(0.0)

370 교육학 
5,744

(0.8)

11,162

(0.6)

3,025

(0.4)

1,171

(0.2)

9,207

(1.3)

10,183

(1.4)

909

(0.1)

287

(0.0)

97

(0.0)

400 자연과학
4,165

(0.6)

26,731

(3.8)

8,351

(1.2)

1,242

(0.2)

8,987

(1.3)

14,317

(2.0)

1,518

(0.2)

594

(0.1)

113

(0.0) 66,018

(9.4)
400

자연과학

일반

2,055

(0.3)

16,356

(2.3)

4,407

(0.6)

457

(0.1)

4,529

(0.6)

7,409

(1.1)

576

(0.1)

130

(0.0)

48

(0.0)

500 기술과학
821

(0.1)

4,131

(0.6)

5,127

(0.7)

4,081

(0.6)

13,843

(2.0)

13,842

(2.0)

3,395

(0.5)

980

(0.1)

203

(0.0)

46,423

(6.6)

600 술
574

(0.1)

4,884

(0.7)

6,670

(0.9)

3,261

(0.5)

5,925

(0.8)

9,384

(1.3)

2,280

(0.3)

606

(0.1)

119

(0.0)

33,703

(4.8)

700 언어
1,510

(0.2)

8,346

(1.2)

2,822

(0.4)

2,548

(0.4)

5,980

(0.8)

7,972

(1.1)

1,249

(0.2)

262

(0.0)

114

(0.0)

30,803

(4.4)

800 문학
11,412

(1.6)

80,081

(11.4)

41,754

(5.9)

15,344

(2.2)

41,632

(5.9)

80,171

(11.4)

14,015

(2.0)

5,641

(0.8)

814

(0.1)

290,864

(41.3)
800 문학일반

6,746

(1.0)

43,858

(6.2)

10,625

(1.5)

1,515

(0.2)

13,548

(1.9)

23,784

(3.4)

2,117

(0.3)

394

(0.1)

190

(0.0)

810 한국문학 
2,006

(0.3)

18,066

(2.6)

14,781

(2.1)

6,669

(0.9)

14,504

(2.1)

32,475

(4.6)

6,886

(1.0)

3,475

(0.5)

282

(0.0)

900 역사
1,250

(0.2)

19,057

(2.7)

9,403

(1.3)

2,681

(0.4)

8,409

(1.2)

16,169

(2.3)

2,746

(0.4)

735

(0.1)

196

(0.0) 60,646

(8.6)
990 기 

506

(0.1)

6,298

(0.9)

2,196

(0.3)

146

(0.0)

1,547

(0.2)

4,027

(0.6)

252

(0.0)

46

(0.0)

29

(0.0)

Total
29,969

(4.3)

188,499

(26.8)

89,397

(12.7)

39,914

(5.7)

119,329

(16.9)

188,851

(26.8)

34,634

(4.9)

11,515

(1.6)

2,101

(0.3)

704,209

(100.0)

<표 6> 연령에 따른 주요 출분야 비교분석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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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에 따른 출요일별 출권수 비교

이용자 연령에 따른 출분야 분석결과에

서도 가족 간 출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유아

와 30 의 경우 동일하게 다른 연령에 비해 

375(사회과학/교육학/유아  등교육)분야

의 출이 높게 나타났다. 한 800(문학)류의 

경우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 별치기호 분석결

과 일반자료실의 경우 810(문학/한국문학)이 

아동  유아의 경우 800(문학/문학일반, 

집  총서)이 높은 출비율을 보 으나, 

유아  등학생의 경우 800(문학/문학일반, 

집  총서)에 한 출비율이 높으나 30

와 40 의 경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810(문

학/한국문학)과 800(문학/문학일반, 집  

총서)의 출비율이 비슷함을 볼 때 자녀들을 

한 가족 출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등학생의 경우 408(자연과학/자연과학일

반, 집  총서)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What, Why 등 과학상식 련 학

습만화 집에 한 이용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6) 연령에 따른 별치기호별 출건수 비교

분석

연령에 따른 별치기호별 출건수를 비교한 

결과 가족 출에 한 이용패턴( 유아-30 , 

등학생-40 )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 유아자료, 등학생의 경우 아

동자료를 압도 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유아와 연결되는 30 의 경우 

일반자료 출 비 유아자료 출비율은 54.4%

으며, 40 의 경우 일반자료 출 비 아동자

료 출비율은 6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일반자료 출 비 유아, 아동자료

의 합산 비율의 경우 30 와 40  모두 1:1 수

으로 본인의 도서와 자녀의 도서를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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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용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 유아-30 , 

등학생-40 ) 이용패턴은 확실하게 나타나나, 

20 , 50  이상의 이용패턴은 일반자료를 부

분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용증까지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

로 추정된다. 

등학생의 경우 유아자료(7.5%)-아동자료

(17.6%)의 비율로 출하고, 고생의 경우 아

동자료(5.4%)-일반(6.0%)의 비율로 도서를 

출하는 것을 볼 때 독서능력의 차이로 연령

별 첩되는 자료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도서

운  방안  독서 로그램 운  시 이 부분

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3.3 도립도서  자료 출기간  연체일 분석

3.3.1 도립도서  자료 출기간  연체일 

상 계 분석

J도 도립도서  이용자의 평균 자료 출기

간은 12.52일로 J도 도립도서 에서 제공하는 

출일 14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용자 평균 연체일은 1.25일로 나타났다. 출

기간과 연체일의 상 계는 Pearson's 상 계

수 = 0.891로 출기간 연체일은 매우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출권수(권) 평균(일)

출기간 691,425 12.52

연체일 705,507 1.25

Pearson's 상 계수 = 0.891**

(* p<0.05, ** p<0.01)

<표 7> 출기간, 연체일 평균  상 계 

분석

3.3.2 이용자 특성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분석

(1) 성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

분석

성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에 한 T-

검증 결과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도서 평균 출기간에 있어 남성

(12.35일)보다 여성(12.55일)이 평균 0.2일 더 

길게 나타났으며, 평균 연체일 한 남성(1.04

일)에 비해 여성(1.32일)이 0.3일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출권수(권) 평균(일) p-value

출

기간

남 282,138 12.35
0.00**

여 408,045 12.55

연체일
남 287,971 1.04

0.00**
여 416,256 1.32

* p<0.05, ** p<0.01

 <표 8> 성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분석

(2) 연령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

분석

연령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을 비교분석

하기 한 One-way ANOVA 분석결과 출

기 과 연체일 모두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도서 출기간이 가장 긴 그룹은 70  

이상과 20 인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상의 

경우 출량이 극히 미비하여 실질 은 데이터 

값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그룹은 20 로 평균 14.6일로 도서  법정 출

기간인 14일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등학생의 경우 도서 출건수가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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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체일 역시 20 가 2.87일로 가장 연

체가 낮은 60 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고생 역시 1.96일로 높은 연

체율을 보이고 있었다. 

20 의 경우 도서 출권수가 타 연령 에 

비해 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기간  

연체일수가 높음을 볼 때 극 인 리가 필

요하다.

고생의 경우 평균 출기간이 12.09일로 타 

연령 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일 평균

이 1.96으로 높음을 볼 때 학생들 간의 이용편

차가 높은 것으로 단되며 특정 학생에 한 

한 계도가 이루어진다면 연체율을 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3) 출시기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 분석

① 출연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분석

출연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분석결

과 출기간  연체일 모두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체일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출권수가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일은 평균 0.1일 상승하

음을 볼 때 도서연체의 경우 도서  이용  

신뢰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지속 인 리감

독이 필요하다.

② 출월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

분석

출월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을 비교분

석결과 출기간의 경우 출이 가장 많은 1월

에 10.77일로 평균 출기간보다 2일 가까이 짧

았으며, 출이 가장 게 일어나는 9월(13.54일)

과 5월(13.46일)은 평균 출기간보다 1일 이상 

길게 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일의 경우 연체율이 가장 낮은 달은 출

기간과 같은 1월로 평균 0.79일로 나타난 반면 

연체일이 가장 긴 8월(1.69일)과 7월(1.62일)

은 1월에 비해 2배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의 연체일이 짧은 이유로는 1월에 높은 이

<그림 7> 연령에 따른 연체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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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을 보이는 등학생(0.89)과 40 (0.97일)

의 향이 미친 것으로 단되며, 7~8월 출도

서의 연체일이 긴 것은 여름휴가 등으로 제 시간

에 반납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도서  운 에 유동 인 출정책의 반 이 요

구된다.

③ 출요일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분석

출요일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을 비교

분석하기 한 One-way ANOVA 분석결과 

출기간과 연체일 모두 출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요일에 따른 출기간을 분석한 결과 

출기간은 요일(12.11일)과 월요일(12.12일)에 

출한 도서가 가장 짧았으며, 일요일(12.76일)

과 토요일(12.65일) 등 주말을 이용해 출한 도

서의 출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일의 경우 화요일(1.44일)과 수요일(1.36

일)에 출한 자료가 가장 높은 연체일을 보

으며, 요일(1.02일)과 월요일(1.15일)에 가장 

낮은 연체를 보 다.

<그림 8> 출요일에 따른 출기간 비교

<그림 9> 출요일에 따른 연체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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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출기간과 연체일은 도서  이용패

턴과 깊은 계가 있는데 일반 으로 많은 이

용자가 주말을 이용해 도서 을 방문하고 있다. 

한 출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반납하고자 

하는 이용자 패턴을 볼 때 출기간이 가장 긴 

주말의 경우 일반 으로 출가능기간 14일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출기간

이 짧은 요일(12.11일)의 경우 연체일(1.02

일)이 타요일에 비해 짧은 것은 감안하면, 14일

을 모두 이용할 경우 장기연체가 우려되어 이

 주말에 미리 도서를 반납하는 것으로 단

된다.

④ 출시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분석

출시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을 비교

분석하기 한 One-way ANOVA 분석결과 

출기 과 연체일 모두 출시간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을 살펴

본 결과 출시간  연체일이 가장 높은 시간

는 녁 8시~9시에 출하는 이용자로 타시

간 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표 편차를 보면 0.2~0.3으로 개인차 

차이가 매우 높아 녁시간을 주로 이용하는 

특정 이용자의 장기연체로 인한 상으로 보이

므로 이에 한 리감독이 필요하다. 

출시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은 일반

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오 시간 에 

출한 이용자의 경우 일반 으로 출기간  

연체일수가 짧은 반면 오후시간 에 출한 이

용자의 경우 출기간  연체일이 높은 패턴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도서 정시반납에 한 홍보를 

지속한다면 도서  연체율을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4) 주제분야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분석

주제분야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을 비교

분석하기 한 One-way ANOVA 분석결과 

출기 과 연체일 모두 주제분야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기간  연체일이 가장 높은 류목은 500

(기술과학)으로 출기간은 14.22일, 연체일은 

1.73일로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

기간이 가장 짧은 류목은 출기간이 9.98일인 

600( 술)이며, 400(자연과학), 800(문학), 200

(종교)도 평균 이하의 출기간을 보 다. 연체

일이 가장 짧은 류목은 200(종교)으로 0.99일이

었다. 400(자연과학), 800(문학)의 경우도 평균

에 비해 낮은 1.03일, 1.09일로 나타났다.

출기간  연체일이 500(기술과학)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594(기술과학/생활과

학/식품과 식료), 598(기술과학/생활과학/육

아)로 일반 으로 긴 출기간을 요하는 주제 

분야이며, 특히 주이용자 층이 30 인데 30 의 

출기간(13.59일)  연체일(1.21일)이 타 연

령 에 비해 높다.

연체일의 경우 200(종교)은 종교분야 이용자 

특성상 신뢰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400(자연과학)과 800(문학)의 경우 주 이용자

층이 등학생(0.89일)과 40 (0.97일)로 타 

연령 에 비해 짧은 연체일을 가지고 있으며, 

400(자연과학/학습만화)와 800(문학/소설) 자

료의 특성상 빠른 회 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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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권) 평균(일) 표 편차 p-value

출기간

일반 267,080 13.87 0.025

0.00**

문학 28 21.17 0.927

아동 250,575 11.60 0.025

유아 141,976 12.12 0.029

DVD 등 8,891 0.61 0.053

외국자료 16,296 14.64 0.118

남도자료 7 8.62 3.837

음성 등 25 77.16 24.134

특화 6,547 11.84 0.102

Total 691,425 12.52 0.015

연체일

일반 269,544 1.64 0.021

0.00**

문학 30 1.80 0.626

아동 257,712 1.06 0.020

유아 144,686 0.89 0.023

DVD 등 10,182 0.18 0.036

외국자료 16,585 1.66 0.107

남도자료 8 0.13 0.125

음성 등 34 46.91 17.619

특화 6,726 0.90 0.066

Total 705,507 1.25 0.012

* p<0.05, ** p<0.01

<표 9> 별치기호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분석

(5) 별치기호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 

비교분석

별치분야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을 비교

분석하기 한 One-way ANOVA 분석결과 

출기 과 연체일 모두 별치기호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치기호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을 분석

한 결과 출자료의 양의  부족했던 자료를 

제외하고 일반자료의 경우가 출기간(13.87

일), 연체일(1.64일) 모두 가장 길었으며, 출

불가 자료인 사운드, 자, DVD 자료를 제외하

고 출기간의 경우 아동자료(11.60일)가 가장 

짧았으며, 연체일은 유아자료(0.89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유아나 등학생에 비해 성인

의 경우가 긴 출기간이나 연체일을 고려하면 

일반자료실의 긴 출기간  연체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4 소결

3.4.1 2012년 비 2013년 도서  이용  

출 감소

J도 도립도서 은 2011년 12월 임시개 으

로 도서  업무를 시작하 으며, 2012년 1월 정

식개  당시까지 1만 여명의 회원이 등록하

다. 지속 으로 증가하던 회원수는 2012년 8월

을 기 으로 서서히 감소하 으며, 2013년에도 



도립도서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발  방안 연구  191

이러한 감소추세는 이어졌다. 2012년과 2013년 

이용증 발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3년 이용

증 발 자는 년 비 100% 이상 감소하 다. 

J도 도립도서  이용자의 경우 무안군, 목포

시, 암군 등 남악신도시 주변의 거주인구가 

그 주요 이용 상임을 감안하면 한계효용의 법

칙에 따라 증가폭의 둔화는 당연한 상이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단순히 이용자 등록 숫자의 문제가 아님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J도 도립도서  이용자의 

21.4%는 이용증 발  후 단 한권의 책도 출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서  이

용증 발 자의 10명  2명은 실제 도서  이용

자가 아닐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011년 등록

자의 경우 15.7%, 2012년 등록자의 경우 19.4%, 

그리고 2013년 등록자의 경우 29.6%가 단 한

권의 책도 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등록한 이용자일수록 도서  이용에 더

욱 소극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이러한 황이 실제 도서 출 등 

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에 비 2013년 도서 출권

수는 약 6%(45,907권)이상 감소하 다. 여기에

는 단순수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2012년 등록이용자 수(22,451명)와 2013년 등록

이용자 수(30,072명)를 감안하면 2012년 1인당 

이용 도서 출권수는 16.7권인 반면 2013년 1인

당 도서 출권수는 11.0권으로 실제 감소폭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서 을 이용하는 햇수가 거듭할수록 

이용증 발 건수 뿐 아니라 출권수까지 감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도서  이용률 감소에 

한 실질 인 원인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3.4.2 아동자료에 한 출 격한 출감소

J도 도립도서 은 2013년도 도서 종합발

계획 시행계획을 세우고, 세부과제로 “1-3-3. 

공공도서  어린이 서비스 확 ” 사업을 계획

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자세와 책 읽

는 습 을 길러주고, 도서 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도서  이용 생활화를 도모하 다. 

한 학부모와 선생님, 학생이 하나로 어디에서

나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로그램을 마련하여 

독서의식을 고취시키고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

고자 하 다.

도서  출데이터 황분석 결과 도서 종합

발 계획과 일맥상통한 결과가 나왔는데, 2013년 

재 J 도립도서 의 가장 극 인 이용층은 

등학생(8~13세)이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 은 

출권수 체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1인당 출권수 역시 41.35권으로 타 연령 (2순

, 40  27.45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아동자료

의 경우 아동의 독서 활성화를 한 도서 의 

독서교실, 문화 로그램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2012년 비 2013년 출권수를 분석한 

결과 20%(약 24,000권) 이상 감한 것으로 나

타나 이에 한 원인분석차원의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3.4.3 외국인 이용자의 이용 미비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도서 에

서 다문화 가정에 하여 심을 기울이고 있으

며, 다양한 도서  정책을 통해 사회 응을 돕

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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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도 도립도서  역시 2013년도 도서 종합발

계획 “3-1-5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  

서비스 제공”에 이어 2014년에는 “2-1-3 외국

인 주민  다문화 가족을 한 도서서비스 확  

- 다문화 자료 확충수”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한 주민들의 심을 유도하고 인식 제고에 기

여하며 다문화 가정의 언어, ,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를 한 로그램 개발을 통해 외

국인 주민  다문화가정의 사회 응능력을 길

러주기 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J도 도립도서 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 J도 도립도서  외국인 등록 이

용자는 57명으로 체 등록이용자의 0.2%에 해

당하며, 이  20%는 도서 에서 실제 출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료 역시 2년

간 638권으로 체의 0.1%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간 1인당 5권 안 의 도서를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행정부에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기

 J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황을 보면 총 

39,006명으로 J도민의 1.8%에 해당하는 수치

이며, 불 산단이 치한 암군에 5,627명, 목

포시에 3,44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J도 도립도서 의 근  지역인 암군과 목

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070명이나 J 도립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57명으로 체거

주자의 0.6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3.4.4 통계로 본 도립도서 의 출기간  

연체일

J도 도립도서  이용자의 평균 자료 출기

간은 12.52일이었으며, 평균 연체일은 1.25일이

었다. 출기간과 연체일 사이에는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은 남

성보다는 여성의 출기간  평균 연체일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0 의 

평균 연체일이 가장 높았으며, 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생의 경우 출기간

과 연체일 사이의 간극이 커 각 학생 사이에 편

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시기에 따라서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에 출기간  평균연체일이 늘어났으며, 월

별 출기간은 1월이 가장 낮았고, 9월과 5월이 

가장 높았으며, 연체일은 여름휴가가 있는 7월

과 8월이 가장 높았고, 1월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요일에 따른 출기간은 요일과 월요

일에 출한 도서가 가장 짧았으며, 일요일과 

토요일 등 주말을 이용해 출한 도서의 출기

간이 가장 길었다. 연체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출한 자료가 가장 높은 연체일을 보 으며, 

요일과 월요일은 낮은 연체를 보 다. 

출시간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은 일반

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오 시간 에 

출한 이용자의 경우 일반 으로 출기간  

연체일수가 짧은 반면 오후시간 에 출한 이

용자의 경우 출기간  연체일이 높은 패턴

을 보이고 있다. 밤시간  이용자의 경우 가장 

높은 출기간과 연체일을 보 는데, 이는 개

인차에 의한 수치로 볼 수 있다.

주제 분야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이 가

장 높은 류목은 500(기술과학)으로 출기간

은 14.22일, 연체일은 1.73일로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기간이 가장 짧은 류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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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간이 600( 술)이며, 400(자연과학), 800

(문학), 200(종교)도 평균 이하의 출기간을 

보 다. 연체일이 가장 짧은 류목은 200(종교)

으로 0.99일이었다. 400(자연과학), 800(문학)

의 경우도 평균에 비해 낮은 1.03일, 1.09일로 나

타났다.

출기간  연체일이 500(기술과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일반 으로 긴 출

기간을 요하는 주제분야인 594(기술과학/생활

과학/식품과 식료), 598(기술과학/생활과학/

육아)의 출빈도가 높았기 때문이며, 특히 주

이용자 층이 30 로 30 의 출기간(13.59일) 

 연체일(1.21일)이 타 연령 에 비해 높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체일은 가장 낮은 연체일인 200(종교)은 종

교분야 이용자 특성상 신뢰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400(자연과학)과 800(문학)의 

경우 주 이용자층이 등학생(0.89일)과 40

(0.97일)로 타 연령 에 비해 짧은 연체일을 가

지고 있으며, 400(자연과학/학습만화)와 800(문

학/소설) 자료의 특성상 빠른 회 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료실과 연계시킬 수 있는 별치기호에 따른 

출기간  연체일은 일반자료가 출기간

(13.87일), 연체일(1.64일) 모두 가장 길었으며, 

출기간의 경우 아동자료(11.60일)가 가장 짧

았으며, 연체일은 유아자료(0.89일)가 가장 짧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료의 특성과 매우 

한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4.5 도립도서  이용자 이용 패턴 분석

(1) 가족 출 이용 패턴

연령에 따른 출시기( 출년, 출월), 주

요 출분야, 별치기호에 한 분석결과 일반

으로 유아와 30 , 등학생과 40 의 출패

턴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출에 있어 가족

출이 일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출시기를 보면 출년의 경우 등학생과 

40 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출권

수는 1~2만권 정도 큰폭으로 감소하 다. 반

면 유아와 30 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3년 

출권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월은 유아와 30 는 반 으로 모든 월에 

걸쳐 비슷한 출추이를 보이는가 하면 등학

생과 40 는 1월과 8월에 높은 출율을 보이

고 있다. 

이용자 연령에 따른 주요 출분야 분석 결

과에서도 가족 간 출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유아와 30 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375(사

회과학/교육학/유아  등교육)분야의 출

이 높게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도서  이용 패턴

연령에 따른 출월별 출권수의 추이를 살

펴보면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1, 2월과 8월에 모

든 연령에서 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별 특이 을 보면 등학생과 40 는 1월

과 8월 모두에서 높은 출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생의 경우 같은 방학기간인 8월의 

출비율은 낮고 1, 2월에 집 으로 출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와 30 는 

반 으로 모든 월에 걸쳐 비슷하게 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 요일에 한 분석결과 부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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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에서 평일보다 주말 이용 비율이 높았던 반

면, 60 의 경우 출비율이 가장 높은 요일은 

목요일, 월요일 순으로 주말보다 평일에 도서

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이용자료 분석에 있어 가족 출의 이

용패턴을 고려할 때 실제 연령에 따른 주요 이

용자의 자료를 확인하기 해서는 각 자료실의 

이용률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4. 도서  만족도 비교분석

J도 도립도서 의 경우 매년 상반기와 하반

기로 나 어 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2014년 상반기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출 황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 다.

4.1 2014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2014년 상반기 J도 도립도서  이용자 만족

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에 한 문항에 일반/외국어자료실(26%), 문

학자료실(25%), 어린이 책나라(24%), 디지털

자료실(15%), 정기간행물실(5%), 기타(3%)

로 나타났다. 

도서 의 주요 이용 시간에 한 설문에 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요일은 응답자의 53%가 주

말에 도서 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 으며, 

평일의 경우 다른 요일보다 화요일(15%)에 주

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도서 을 주로 방문하는 시간 와 평균이용

시간에 한 조사결과 주로 방문하는 시간은 

12시~15시(35%)와 9시~12시(30%)에 이용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이용시간은 

체의 29%가 4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하

다. 도서 에서 확충이 필요한 자료에 한 

질문에 문학자료(18%), 어린이자료(17%), 기

술․과학(14%), 자자료(11%) 순으로 응답

했다.

4.2 이용자 만족도조사와 황자료 비교 

도서 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도서 을 직

 이용하는 이용자의 목소리를 통해 도서 의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정책결정과 직결되는 항목이므로 만족도 조사

의 결과에 한 신뢰성을 높이기 해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4.2.1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한 응답 비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주 이용하는 시

설에 한 응답  일반/외국어자료실과 문학

자료실에 한 비율이 체의 약 51%를 차지하

으며, 어린이 책나라를 자주 이용한다는 비율

은 24% 다. 반면 별치기호 분석을 통한 출자

료에 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아동  유

아자료가 체의 57%를 자치하 으며, 일반  

외국어자료실(문학자료 포함)의 비율은 40%를 

차지하 다.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한 이용자 만족도 조

사와 빅데이터 분석 사이의 차이는 이용자 만족

도 조사의 경우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한 가

치 없이 단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도서  방

문 후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온 히 반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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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유

아와 30 , 등학생과 40 는 자료의 출에 

있어 매우 한 연 계가 있다. 따라서 일

반, 문학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성인의 경우도 

아동자료실을 복으로 매우 높게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인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유아, 

아동자료가 비치된 어린이 책나라 자료실의 이

용 비 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4.2.2 도서 의 주요 이용 시간 비교

출자료를 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로 이용하는 요일의 경우 주말이 50%로 이

용자 만족도 조사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이

용자  50% 이상이 도서 을 주말에 이용하

는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주 이용요일이 평일인 이용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화요일 - 목요일 - 월요일 

- 수요일 - 요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서 출을 가장 많은 평

일 요일은 <목요일 - 화요일 - 요일 - 월요일 

- 수요일>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  도서  이

용 선호도는 평일 도서  운  로그램 배치

를 한 요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정

확한 분석이 반드시 요구된다.

주요 출시간에 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출이 가장 높은 시간은 17시(15시~17시) 으

며, 반납이 가장 많은 시간은 15시(14시~16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이용자들은 일반 으로 도서  방문 

후 기존에 출한 자료를 반납하고 도서  이

용 후 자료를 출 후 귀가하는 이용행태를 보

인다.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해

석하면 이용자들이 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시

간은 14시~17시로 추정할 수 있으며, 도서  

체류 시간(평균이용시간)은 가장 반납이 높은 

15시에서 출이 가장 높은 17시까지로 약 2시

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주요 이용시간 12시~15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 도서  확충 자료 비교

도서 이 확충해야 할 자료의 경우 이용자의 

필요와 매우 한 련이 있다. 이용자 만족

도 설문 조사 결과 J 도립도서  이용자들은 문

학자료(18%), 어린이자료(17%), 기술․과학

(14%), 자자료(11%) 순으로 자료 확충을 요

구하 다. 

그러나 문학의 경우 주제 분류의 한 분야이

지만, 어린이 자료의 경우 별치(자료실)에 해

당하는 부분이므로 이용자 만족도의 수치로는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 이

에 한 정확한 분석을 해 이용자 만족도 조

사의 확충 요구 분야에 한 결과를 빅데이터 

주요 출분야와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도서  출이 가장 높은 

주제 분야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와 같

이 800(문학), 300(사회과학), 400(자연과학) 

순이다. 

이에 한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문학 분야 

에서 800(문학/일반< 집, 총서>)이 가장 높

은 출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810(문학/한국

문학<소설>)이다. 문학 다음으로 출율이 높

은 사회과학의 세부주제를 보면 370(사회과학/

교육학<유아  등교육>)이며 400(자연과학

/일반< 집, 총서>), 590(기술과학/생활과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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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육아>) 분야이다. 

즉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어린이 자료를 

제외한 부분에 한 주요 확충 분야는 810(문

학/한국문학<소설>), 590(기술과학/생활과학

<식품, 육아>)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비슷

한 양상을 보이며, 어린이 자료의 경우 집과 

총서 주로 출함을 볼 때 800(문학/일반<

집, 총서>), 370(사회과학/교육학<유아  등

교육>), 400(자연과학/일반< 집, 총서>)을 주

로 확충해야 할 분야로 볼 수 있다. 

 

5. 도서  발 방안

5.1 시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로그램 실시

이 연구에서 조사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연령에 따른 출 시기별 이용패턴

에 기반한 효과 인 독서문화 로그램 시행 

시기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과 40 의 경우 방학기간인 1월

과 8월에 도서 을 이용하는 비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할 경우 상 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고생의 경우 여름방학기간보다는 

겨울방학에 더 집 으로 도서 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 고생을 한 로그램은 겨울방

학 기간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 이

다. 셋째, 유아  30 의 경우 도서  이용에 

있어 거의 모든 월의 이용비율이 비슷함을 고려

해 보면 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의 로그램

의 비 이 높은 1, 2, 8월을 제외한 다른 월에 

독서문화 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이다.

이용자 연령에 따른 출요일별 출자료 분

석결과를 토 로 요일별 로그램 시행시기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의 경우 가족단  도서  이용률이 

높음을 감안하여 , 고생 심의 가족단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이 필요하다. 둘째, 

평일  목요일의 경우 다른 요일에 비해 도서

 이용빈도가 높음을 볼 때 요 독서문화 

로그램의 경우 평일 목요일로 배치할 경우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60 의 

경우 도서  이용에 있어 주말보다 평일을 더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60  이상의 노년층의 

도서  유입을 해 평일(월요일과 목요일) 노

년층을 한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유아  30 의 경우 도서  

이용에 있어 주말의 비 이 높기는 하지만 평일

의 경우도 일정한 비율로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 평일 시간을 심으로 독서 로그램을 배정

하는 것이 효과 이다.

5.2 연  장서 배열을 통한 독서 활성화

J도 도립도서  이용자들의 연령별 출 연

성을 악하기 해 연령에 따른 출시기

( 출년, 출월), 주요 출분야, 별치기호에 

한 분석결과, 일반 으로 유아와 30 , 

등학생과 40 의 출패턴이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나 출에 있어 가족 출이 일반 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주제분야 800(문학)에서, 별

치기호에 따르면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자

료의 경우 810(문학/한국문학)이 주로 출되

었고, 별치기호 아동  유아의 경우 800(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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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일반< 집, 총서>)이 높은 출비율을 보

다. 

이를 연령에 따라 다시 살펴보면 유아  

등학생의 경우 800(문학/문학일반< 집, 총

서>)에 한 출비율만 높았으나, 이들의 부

모인 30 와 40 의 경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810(문학/한국문학)과 800(문학/문학일반<

집, 총서)의 출비율이 비슷한 비율을 보 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을 하여 가족 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유아의 경우 유아자료, 등학생의 

경우 아동자료를 압도 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

면, 유아와 연결되는 30 의 경우 일반자료 

출 비 유아자료 출비율은 54.4% 으며, 

40 의 경우 일반자료 출 비 아동자료 출

비율은 6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다. 일반자료 출 비 유아, 아동자료의 합

산 비율의 경우 30 와 40  모두 1:1 수 으

로 본인의 도서와 자녀의 도서를 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 부모와 자녀간의 도

서 출은 상호 연 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녀를 해 부모가 신하여 도서 출

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해 도서 을 이용하는 부모

의 경우 본인의 독서생활보다는 자녀를 한 

독서생활에 더욱 가치를 두고 도서 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독서생활 습 을 들이는데 가

장 요한 부분은 부모의 극  독서권장 뿐

만 아니라 부모가 직  독서의 모델링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를 해 다음과 같

은 연  장서 배열을 제안한다. 

연 진열 마 이란 맥주와 땅콩, 양은냄비

와 라면, 자동차용품 코 에 졸음방지 껌 등 

 다른 성격의 상품을 한곳에서 팔아 매출을 

극 화 시키는 진열 매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분석하여 마 에 용하고 있으

며, 실제로 형 유통  등에서는 빙수 재료와 

슬러시 제조기, 아이스트 이 등을 연  진열 

통하여 매한 결과 년 비 60% 이상의 매

출 상승 효과를 보기도 하 다. 따라서 황 분

석 결과 자녀들을 하여 도서를 출하는 부

모들을 상으로 아동자료실에 성인을 한 연

 장서 배열을 통해 성인의 자연스러운 독서

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5.3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취약 계층에 

한 극  홍보 필요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도서  정책을 통해 이들의 사회 응 

능력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J도 도립도서 도 도서  종합발 계획 시행계

획을 통해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진행함으로써 보편  정보제공을 해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분

석결과 재 J도 도립도서 의 외국인 등록 이

용자는 57명(실제이용자 45명, 0.2%)이며, 출

자료 역시 2년간 638권(0.1%)으로 연간 1인당 

5권 안 의 도서를 출하고 있다. 행정안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 기  불산단이 

치한 암군에 5,627명, 목포시에 3,443명으로 

J도 도립도서  근  지역에 9,07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J도 도립도서 에서는 2013년부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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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을 한 도서서비스 

확 를 해 우리 , 우리말, 문화강좌 캠 , 

지어 자료 구입  택배서비스 등 각종의 안

책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

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의 극 인 도서  

이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 은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을 도서 으로 유인할 수 있는 더욱 더 극

인 홍보가 필요하며, 내국인과의 다양한 교류의 

장의 마련을 통해 지속  이용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5.4 분야별 차별 출정책을 통한 효율 인 

연체 리  독서동기부여

도서 에서 자료의 리는 무엇보다 요한 

업무이며, 특히 연체도서의 리는 자료의 손

망실  이용자의 자료 이용과 직 인 련

이 있는 분야로 신 한 근이 필요하다. 이 연

구에서는 J도 도립도서 의 자료에 한 출

기간  연체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러한 이

용패턴을 분석을 통해 일률 인 출정책이 아

닌 각 분야에 합한 차별 인 연체자 리 방

안을 제안한다.

재 J도 도립도서 의 출가능일은 14일이

며, 7일간 연장이 가능해 최  2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황분석결과 평균 출기간과 연체일

에서 체 출자료의 86.3%는 정상반납 되었

으며, 10일 이상 장기연체 자료는 체의 2.3%

로 나타났다. 이는 1일 평균 130여 권의 도서가 

연체되고 있다. 

평균 연체일에 한 시기별, 연령별, 자료별 

분석한 결과, 각각의 경우 모두 연체의 이유들

을 찾아볼 수 있다. 월별 연체의 경우 여름휴가

로 인한 반납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요일별로는 주말에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특성

에 따라 주말과 거리가 있는 요일의 평균 연체

일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서별로는 길

이가 짧은 어린이 자료의 경우 회 주기가 짧

아 평균 연체일이 짧으며, 분량이 많은 성인자

료의 경우 평균 연체일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출  반납요일의 경우, 체 출 자

료의 50% 이상이 주말을 이용하여 도서 을 

출  반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일

별 평균 연체일에서는 주말과의 거리에 따라 

도서 연체의 길이가 달라졌다. 

도서 에서 연체자 리의 목 은 다수의 이

용자가 한정 인 자료를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한 하나의 방편이지, 연체한 사람에 한 도

서  이용정지의 목 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도서 은 연체정책에 있어 단순히 이용을 지

시키는 일에 목 을 둘 것이 아니라 근본 으

로 모든 이용자가 연체에 한 고민 없이 가능

하면 편안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해 첫째, 도서 에서는 출정책 수립 

시 출일을 기 으로 일정 기간을 출하는 것 

보다 모든 자료에 해 자료반납일을 주말(토

요일 혹은 일요일)로 고정한다. 이것은 이용자

들의 평일 방문에 한 부담을 여 으로써 

도서 연체를 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기

간 연장으로 길어진 자료의 낮은 회 률의 문

제는 재 시행하고 있는 약시스템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여름휴가, 방학기간, 자

료 특성 등을 감안한 이용자 친화 인 출정

책(장기 출, 과 출 등)을 펼침으로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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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서  불량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친화  

도서 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 에서는 지속 인 황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문가를 통한 도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효과 인 도서  

정책마련을 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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