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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최근 10년간 발표된 연구논문 2,165건에 한 내용분석을 통해 장연구의 황 

즉, 양  변화, 주제, 연구자, 연구비 지원여부 등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체 논문  장연구는 691건으로 3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장연구의 주제를 도서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공공도서 이 246편(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도서 이 238편(34.4%), 학교도서  141편(20.4%), 그리고 기타 66편(9.6%)으로 조사되었다. 

문헌정보학 련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도서 운  련 연구가 328편(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 사, 정보시스

템  자도서 , 이용자교육, 독서교육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별 구분의 경우 교수가 329편(47.6%)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사서, 교수/사서, 교수/학생, 강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비지원 여부의 경우 학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145편으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 195편  74.4%로 인 비 을 차지하 으며, 학술진흥재단 

27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9편, 교육인 자원부 4편 순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장연구, 연구방법론, 연구주제, 연구동향, 내용분석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field study has been done in the aspects of the quantity of the research 

works, research subjects, researchers, the organizations which supported the research expenses and so on 
by going through the 2,165 research papers of the leading scholarly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ublished in the recent 10 years. The study shows that the number of the field studies 
is 691 and it comprises 31.9% of the total research papers. Classifying the field studies by the types of the 
subject libraries, the ones about the public libraries comprise the largest proportion(35.6%) of the total papers 
by the number of 246. Classifying the field works by the topics, the studies on the library administration 
comprise the largest proportion(47.5%) of the total field studies by the number of 328. They are followed 
by the research on the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systems and digital libraries, and finally the reading 
education in the listed order. Classifying the field works by the authors, the professors have written the 
most papers whose number is 329 and which comprise 47.6% of the total research papers. When it comes 
to supporting the research expenses, 145 studies were supported by the universities. and they comprise the 
definitely largest proportion(74.4%) of the total 195 articles supported from some organizations.

Keyword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Field Studies, Field Research, Research Methodology, Research 
Subject, Research Trend,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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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모든 학문은 이론  연구와 실험  용을 요시하며, 이 둘의 조화를 통해 발 한다. 문헌정보

학의 경우에도 다른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종 도서   정보센터, 기록보존소 등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다른 학문보다 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방향성과 목 에 있어 

장의 용가능성을 요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다양한 IT 기술의 용과 정보환경  이용자들의 변화에 응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  장의 문제들에 한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해결책이 국내 도서  실과 맞지 않아 안  문제해결 방안으로 활

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 로 주제 문사서 제도의 도입  주제 문서비스 제공의 경우, 

국내 문헌정보학의 태생  한계이긴 하지만 정보환경과 이용자의 변화에 한 안이자 도서  서

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서의 문성 확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안이나 해결방안은 선

진사례의 소개나 도입에 그치고 있어 도서  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 도서

의 구조조정  합리화란 명분하에 업무의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 는 다운사이징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서 과 사서의 상  업무의 문성이 받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지만 이에 한 학술 이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응 논리  구체 인 해결방안의 제

시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의 요성과 이를 다루는 직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래된 것은 기회를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변화된 환경에 비하지 못한 도서  장에 일차 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를 측하고 용가능성이 높은 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한 응논리

와 문제해결을 제시해야 할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장과 학계가 서로 소통하고 안을 해 력해 왔다면 지 과 같은 기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좀 더 체계 이고 조직 인 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문헌정보학 연구가 장의 문제와 이슈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이론과 학

설, 그리고 향후 학문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연구자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이 도서   정보센터를 기 로 한 장학문이라는 을 감안할 때 제시되는 이론이나 해결방안

이 도서  장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련 연구들이 장사서들에게 읽 지거나 지식화되어 문제 해결의 단서  변화의 

응방안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연구의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문헌정보학 연구가 새로운 이론의 창출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응용학문이라는 학문의 성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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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용  검증의 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의 도서

  문헌정보학의 기를 극복하고 발  안을 제시하기 해서는 문헌정보학자들과 도서  

장의 력을 통한 정책의 마련과 장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민의 문화생활과 직 인 련이 있는 공공도서 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 학생들의 수업과 연계를 통해 평생학습을 지향하고 미래의 도서  이용자를 양산할 수 

있는 학교도서  설립  환경개선, 그리고 사서교사 채용에 한 실 인 방안 등도 시 히 해결

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함께, 학문과 직 인 련이 있고 도서 계에서 가장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학

도서 에 한 연구도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문헌정보학에서의 장연구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

다. 즉,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 논문  장연구의 수치  황과 함께 내용 

분석을 통해 연구자별, 주제별, 도서 유형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장연구에 한 요성을 강조

하고, 발 인 안과 제시를 통해 향후 도서  장연구의 활성화를 꾀하기 한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문헌정보학 련 연구  장연구의 실태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 한, 궁

극 으로는 도서  장과 문헌정보학계의 소통과 공동의 연구를 통해 성장과 발 을 도모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간의 문헌정보학 련 4개 학회지 즉,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논문  장연구의 연

구동향  주제 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장연구란 도서   정보센터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해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즉, 구체 인 도서  유형을 명시하고, 도서  상을 기 로 조사

가 이루어지며, 도서  장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실 인 문제의 해결을 주목 으로 하는 연구로 

정의한다. 

연구논문에 한 주제분석은 오세훈의 문헌정보학 문헌 분석도구1)와 김용근의 문헌정보학 수집

자료 주제분류표,2) 그리고 D. Koufogiannakis, L. Slater & E. Crumly의 연구3)를 기 로 본 연

 1) 오세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 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pp.379-408.

 2) 김용근, “ 학도서 이 당면하고 있는 실 인 문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3), p.302.

 3) D. Koufogiannakis, Linda Slater, Ellen Crumley, “A Content Analysis of Librarianship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0, No.3(2004), pp.2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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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목 인 장연구의 주제에 맞게 재구분하 다.

이 연구의 수행에 따른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분석의 경우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그러나, 복수의 주제 는 다른 두 개 이상의 

도서 장과 련된 논문의 경우, 보다 비 이 높은 주제 는 도서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주

제의 다양성이 반 되지 못한 단 이 있다.

둘째,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서  장이 언 되지 않은 연구가 제외됨으로써 실제로 

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임에도 도서  장을 구체 으로 시하지 않은 장연구가 일부 

락되었을 수 있다. 

Ⅱ. 도서  련 장연구의 필요성

장연구란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장을 심으로한 실

천활동과 연구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장을 개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련 지식을 증가시킬 

목 으로 아이디어를 실제 속에서 시험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철기4)는 장연구에 해 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과학  방법을 용하는 과정

이며, 이론의 실제 인 용 효과 는 연구결과를 장 반에 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에 이 

맞추어진 연구로, 장연구라고 해서 장 인력에 의해 연구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장오5)의 주장을 토 로 장연구의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연구는 장에서 발생하는 실제문제를 취 한다. 즉, 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

기 해 이루어지며 주로 문제의 해결에 을 둔다.

둘째, 장이 심이 된다. 장연구는 장 인력이 주체가 되거나 학자, 교수, 연구원 등과의 

동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셋째, 장연구는 과학 인 사고과정에 의해 미지의 사실이나 문제의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발견

해야 한다. 즉, 장연구는 사실문제를 취 하고 과학 인 사고과정과 더불어 객 인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장연구는 새롭게 발견한 사실과 방법에 의거하여 상들의 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며 

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상간의 계를 의미있게 설명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철기, 장연구 쉽게하기(서울 : 휴먼스, 2003), p.19.

 5) 배장오, 장연구방법(고양 : 서 사, 2008),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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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새로 발견한 사실이나 문제의 해결방안을 장에 용함으로써 개선에 도움을  수 있

어야 한다. 즉, 장연구는 장에서의 실천과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일 때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장연구의 특성을 토 로 문헌정보학에서의 장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성 있는 안제시가 가능하다. 

도서 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도서  상황에 한 이해가 필

수 이다. 장연구는 도서  장  실에 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실상황

에 가장 하고 용가능한 안제시를 할 수 있다. 

둘째, 도서 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도서  장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직․간 으로 장인력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어 도서  내부의 문제해결능력을 강

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학계와 장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장과 학계의 력은 학계의 실천성과 장의 

학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계와 도서  장의 발 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내 도서 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2009년 12월 재 국 으로 17,787개의 

도서 (도서실 포함)이 있으며, 서울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도서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 도서  통계6)

도서 유형 도서  수

국립도서 3

공공도서 (어린이 포함) 703(어린이도서  62개  포함)

작은도서 (문고) 3,324

장애인도서 37

병 도서 1,502

교도소도서 46

학도서

국공립 87

651
사립 356

문 206

각종 2

학교도서

등학교 5,718

10,937학교 3,005

고등학교 2,214

문도서 584

합 계 17,787

* 2009.12 기

 6) 한국도서 회, 한국도서 연감(서울 : 도서 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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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공도서 이 703개 , 학도서 이 651개 , 그리고 학교도서 이 

무려 10,937개 이며, 작은 도서 의 경우도 3,324개 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치만으로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발 을 한 토 가 확보되어가고 있으며, 그 수는 

차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 인 성장과는 반 로 도서 내 다양한 업무의 

아웃소싱과 문  업무분야의 축소, 그리고 학교도서 의 사서교사의 배치에 한 문제 등도 해결

되지 못하고 있어 운 과 서비스를 제공할 사서의 채용과 지 , 그리고 상  역할은 오히려 후

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 인 성장을 견인하고 질  운   서비스의 재고를 해 책임감 있는 연

구가 필요한 시 이다. 

최근, 몇몇 문헌정보학 련 학회를 심으로 장과의 소통  실  문제에 한 안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서 ․정보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장성 높은 연구를 통한 

도서  장과의 소통과 연계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7) 

한,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논문의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  특성, 그리고 흐름을 

악하려는 시도가 꾸 히 있어왔으며,8)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의 문제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의 실 합성과 실천성을 주장한 연구9)도 있다.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석․박사 학 논문  4개 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 리학회

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서지학연구)의 도서  장 활용도를 조사한 연구10)에 따르면, 도서

 리자  실무자의 반 이상인 52.5%가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을 거의 는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읽히는 논문 주제로는 도서 산화(21.7%), 도서 사  정보 사

 7) 한국도서 ․정보학회에서는 2010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직으로서의 학회의 목 은 학술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의 이론  토 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련 

장의 성장과 발 에 실천 으로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응용 학문에 기반한 학회의 경우, 실천 장과의 연

계와 소통이 갖는 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선배님들이 우리 학문의 

실천 장인 도서 과 정보유통기 의 발 을 한 실사구시 인 연구를 장려하고, 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한 다각 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 략 -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도서

․정보학회는 장과의 소통을 시했던 선학들의 혜안을 계승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서 계가 당

면하고 있는 난제와 장애를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학회의 역량을 집 하고자 합니다. 이를 해 년 

4회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은 물론이고 년 2회 개최하는 학술 회의 주제 한 학문의 실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며, 장 사서를 한 워크  한 강화하여 사서직의 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해 노력

할 것입니다. - 략 - ‘학회와 장의 긴 한 조와 소통'은 향후 2년 동안 우리 학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

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 이하 생략 -.”

(한국도서 ․정보학회장의 2010년 새해 인사문 에서 발췌) 

 8) 련된 표 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로는 문경진(1993), 정동열(1993), 김길자(1995), 조찬식(1999), 변자

(2000), 이명희(2002), 손정표(2003) 등이 있다.

 9) 김 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실 합성과 실천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0), pp.191-209. ; 

양재한,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천성 확보를 한 반성  고찰,"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pp.91-110.

10) 조인숙,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성과의 활용실태분석," 정보 리학회지, 제12권, 제 2호(1995),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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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정보검색(13.7%)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기 하는 연구 주제로는 산화, 

정보 사, 경  등 세 분야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계의 연구가 도서  장에서 

실제로 용되거나 활용되지 못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장의 주 심사는 도서  산

화, 정보 사, 그리고 도서  운 으로 나타났는데, 산화의 경우 1990년  반 도서 의 산화

가 본격 으로 시작되던 시기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도서  련 단체가 발행하는 매체와 세미나, 그리고 워크  등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분석을 

통해 장의 당면한 문제 과 장사서들의 심사를 분석한 연구11)에 따르면, 학도서 경 이 

109건(33.0%), 정보시스템 75건(22.6%), 문헌정보학 일반 54건(16.3%), 자료조직 36건(10.9%), 

참고정보서비스 35건(10.6%), 정보처리 19건(5.7%)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도서  사서들은 학도서  경   조직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한 도서  운 에 심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연구의 실 합성과 실성에 해 우려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즉, 한국도서  실

을 간과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을 근거로 우리 도서 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우리

의 도서  실과는 거리가 있는, 한국 도서 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12)는 지 도 있다. 

조인숙의 연구13)에 따르면, 장사서들은 문헌정보학 련 연구에 해 ‘이론과 실제 업무사이

에 많은 거리가 있으며', ‘ 실과 무 동떨어져 있고', ‘문제는 한국 인데 근하는 방법이나 해결

책은 무 외국 이고 선진 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최성진은 조사 상 논문  한국의 도서  발 과 련된 논문은 45.3%에 지나지 않으며, 

 는 별로 련이 없는 논문이 체의 54.7%를 차지한다고 주장하 다.14)

활용도가 높은 연구논문의 종류에 한 설문조사에서도 체 39.9%가 우리나라 도서 이 처해 

있는 구체 인 문제의 해결을 한 논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도서  장의 경우 문제해결을 한 실제 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필요

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보와 지식에 한 이론  연구보다 도서 에서 발생하는 

실  문제에 한 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지난 40여 년 동안 발표된 들이 동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장 사서들이 심을 가지

고 읽으며, 그들의 장업무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해 체로 부정 인 지 을 받

고 있다. 연구자의 체험과 이 겉도는, 말과 이 따로 노는 이 인 지  놀음이 계속되고 있다. 

11) 김용근, 게논문, pp.297-315.

12) 김용근, “한국 사서직에 하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6), p.12.

13) 조인숙, 게논문, p.205.

14) 최성진, “ 복50년과 도서 의 세계화,” 제33회 국도서 회 주제발표자료집(1995), p.7. 

15) 조인숙, 게논문,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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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겉도는 구조에서 발표된 들은 도서  장을 변 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과 학계의 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6)는 지 도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의 지 과 련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에 있어 장연구의 요성을 피력

하고 장의 상황과 문제해결을 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장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

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논문의 양 인 측면과 내용  측면을 살펴볼 때 많은 변화나 

진 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와 같은 도서 계의 상황을 해결하고 실 인 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문헌정보

학계와 도서  장의 력을 통해 장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Ⅲ. 문헌정보학 연구 황

1. 문헌정보학 연구의 변화추이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지 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한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총 2,166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년도
논문수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논문수 154 174 188 205 219 217 240 243 246 280 2,166

<표 2> 연도별 논문발표 통계

이와 같은 수치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을 조사한 조인숙의 연구17)와 비교할 때 총 

462편에서 2,166편으로 468% 증가한 것으로 목할만한 양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그림 1>과 같이 2000년 154편이 발표된 이래 매년 꾸 히 증가되어 온 것으로 나타

났다. 

16)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상정립과 교수 의회의 역할; 우리 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련하여,”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 교수 의회 정기총회  하계세미나 발표요지  1996년 6월 21일 -22일; 유성호텔, p.10. 

17) 조인숙, 게논문, p.198.

조인숙의 경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그리고 서지학연구를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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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표논문의 변화추이

2009년의 경우 발표논문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 는데 이 시기에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발

행주기가 반년간에서 계간으로 바 었기 때문이다. 2005년의 경우 2004년에 비해 총 발표논문수가 

약간 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 모든 년도에서 지속 인 증가를 보 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문헌정보학 련 학회지의 수가 늘어난 것이 일차 인 원인이지만 체 으로는 

학문 역의 확장과 발 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술지별 체수록 논문 분석

학술지별로 발표논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 <그림 2>와 같이 모든 학회지가 지속 인 

증가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년도
학회지명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문헌정보 38 47 59 56 59 59 75 70 78 67 608

도서 ․정보 53 63 57 65 77 74 74 89 88 86 726

정보 리 44 45 45 60 58 59 61 62 60 67 561

비블리아 19 19 27 24 25 25 30 22 20 59 270

체 154 174 188 205 219 217 240 243 246 280 2,166

<표 3> 학회지별 발표논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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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별로는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726편이 발표되어 체 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총 608편이 발표되었으며, 정보 리학회지의 경

우 561편이, 그리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는 270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학회지별 발표논문 변화추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경우 2003년과 2007년, 그리고 2009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의 경우 2002년도와 2005년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체

으로는 꾸 한 증가세를 보 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 리학회지의 경우, 2003년도에 60편으로 년도 45편에 비해 폭 증가한 이후 큰 변화없

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2007년 이후 발표논문수가 소폭으로 어들긴 했지만, 2009년 발행

주기를 반년간에서 계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논문수가 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문헌정보학 장연구 황  분석

1. 장연구의 변화추이

연도별로 장연구의 황을 살펴보면 <표 4>,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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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문수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논문수 36 52 60 68 52 71 81 80 90 101 691

<표 4> 연도별 장연구 발표 통계

<그림 3> 문헌정보학 장연구의 연도별 변화 추이

<그림 3>과 같이 2004년도에 총 52편으로 년도 68편에 비해 어든 것을 제외하고 2000년부

터 2009년까지 문헌정보학 연구 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장연구 한 꾸 히 증가되어 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 련 발표논문  장연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체 논문  장

연구는 총 691편으로 체논문 2,166편  3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
학회지명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문헌정보 14 9 18 14 17 20 25 21 30 29 197

도서 ․정보 14 28 16 27 21 27 33 40 35 34 275

정보 리 5 7 10 15 7 14 10 10 16 13 107

비블리아 3 8 16 12 7 10 13 9 9 25 112

 체 36 52 60 68 52 71 81 80 90 101 691

<표 5> 학회지별 장연구 발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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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회지별 장연구 변화 추이

학회지별로는 한국도서 ․정보학회지가 275편으로 가장 많은 장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

났다.

체 발표논문수 비 장연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총 논문 270편  

112편으로 41.5%를 차지해 체 논문 비 가장 많은 장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37.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4%, 정보 리학회지가 19.1%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많은 연구들이 특정 유형의 도서 을 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서  

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일 수 있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한, 학회

지별 장연구 비율의 차이는 각각의 학회에서 표방하는 운  목표  심사제도의 유연성  개방

성을 포함한 방법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최성진18)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도서 학’과 ‘정보 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64편을 분석

한 결과 한국의 도서 사 발 과 하게 련된 연구가 45.3%에 지나지 않으며, 별로 련되

지 않은 연구와  련되지 않은 연구가 체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과거의 장연계  련연구 부족의 문제가 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자별 분포

장연구에 한 연구자별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18)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하여,’ 창사이춘희교수 정년기념논총(서울 : 경인문화사, 1993),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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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장연구의 연구자별 분포

교수 사서 강사 학생 연구원

공 동

기타 계교수/
사서

교수/
교수

교수/
학생

교수/
강사

교수/
연구원

문헌정보 89 18 17 4 3 20 8 13 14 5 6 197

도서 ․정보 154 34 13 4 9 25 13 10 7 4 2 275

정보 리 34 14 5 3 4 11 5 18 6 3 4 107

비블리아 52 16 5 2 1 16 6 7 4 3 112

계 329 82 40 13 17 72 32 48 31 15 12 691

비율 47.6 11.9 5.8 1.9 2.5 10.4 4.6 6.9 4.5 2.1 1.7 100

순 1 2 5 10 8 3 6 4 7 9 11

<표 6>과 같이 장연구  1인 연구는 총 481건으로 체 장연구  6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 신분별로는 교수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 11.9%, 교수와 사서의 

공동연구 10.4%,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 6.9%, 강사 5.8%, 그리고 교수와 교수의 공동연구가 

4.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교수에 의한 연구 비율이 높은 것은 일차 으로는 조사 상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이기 때문이지만, 도서  장인력이 학회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

도 원인으로 지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문헌정보학 련 학회지 논문 597건을 조사한 이명희의 연구의 경우

에도 교수에 의한 연구가 461건(77.2%)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사와 사서가 각각 43건(7.2%)으로 

같은 비율을 보 다. 한, 석․박사 학생이 17건(2.84%), 그리고 기타 23건(3.85%)으로 나타났

다.19) 

장사서에 의한 연구가 사서 는 사서와 교수의 력에 의한 연구를 합해 22.3%에 그치고 

있는 은 문헌정보학이 장 심 학문이라는 을 감안할 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이론  연구와 그에 따른 지식이 실무에 응용되지 못하고 연구를 한 연구, 는 

장과 괴리되어 장으로부터 폭 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연구에 그칠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장 사서들은 이론  연구와 이의 장에 목 는 응용의 상호 요성을 인식

하고 력하여 찾아내고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0)

따라서, 장의 문제가 학문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장인력과 연구인력

의 력을 통해 연구되고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9)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p.297.

20) 이명희, 상게논문,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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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 분석

논문의 주제별 구분은 오세훈의 문헌정보학 문헌 분석도구21)와 김용근의 문헌정보학 수집자료 

주제분류표22) Koufogiannakis와 Slater 그리고 Crumly의 연구23)에서의 주제구분 방법을 기 로 

재구분하 다.

즉, 문헌정보학 련 장연구를 도서 운 , 장서개발, 자료조직(분류, 편목), 정보시스템, 자

도서 (검색), 정보 사, 이용자교육, 독서교육, 독서치료, 문(직)성, 작권 등 10개의 주제로 

구분하 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구분하 다.

장연구를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주제
학회지

도서
운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자도서

정보
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문
직성

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95 8 6 24 35 15 6 3 2 2 1 197

도서 ․정보 146 6 9 28 41 16 16 5 1 3 4 275

정보 리 43 2 3 31 14 11 1 2 107

비블리아 44 5 7 13 17 11 6 4 4 1 112

계 328 21 25 96 107 53 28 12 8 7 6 691

비율 47.5 3.0 3.6 13.9 15.5 7.7 4.1 1.7 1.1 1.0 0.9 100

순 1 7 6 3 2 4 5 8 9 10 11

<표 7> 장연구의 주제 분석

조사결과, <표 7>과 같이 도서 운 에 한 연구가 328건으로 체 장연구의 47.5%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사 15.5%, 정보시스템  자도서  13.9%, 이용자교육 7.7%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학도서  장에서 발간되는 기 지  발표논문(국립

학도서 보 160건, 사 도 회지 49건, 사 도  세미나 자료 65건, 워크  자료 57건 등) 총 

331건을 분석한 김용근2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데, 장사서들의 논문  발표의 경우에도 도서

21) 오세훈은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를 ‘기록 리학', ‘도서  건물  설비', ‘도서 운 ', ‘도서 체제', ‘문헌정보학 

기 ', ‘서지학', ‘자료조직', ‘정보학', ‘참고정보 사', ‘출 '으로 구분하 다.

오세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 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p.382.

22) 김용근은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의 주제를 ‘자료조직', ‘도서 경 ', ‘참고정보서비스',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처리', 

‘정보시스템', ‘서지학'으로 구분하 다. 

김용근, “ 학도서 이 당면하고 있는 실 인 문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3), p.301.

23) Koufogiannakis 등은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의 주제를 ‘참고 사/질문', ‘이용자교육', ‘장서', ‘경 ', ‘정보 근  

검색', ‘마 /홍보'로 구분하 다. 

D. Koufogiannakis, Linda Slater, Ellen Crumley, “A Content Analysis of Librarianship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0, No.3(2004),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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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에 한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시스템, 문헌정보학 일반, 자료조직 순으로 조사되어 

학도서 을 심으로 한 가장 높은 심과 안이 도서 운 인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의 경우 91개 학술지 논문 2664건  연구  성격을 띤 807건 논문을 조사한 연구25)에 따

르면, 정보 근  검색(314/807) 분야의 연구가 3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장서 리, 경 , 교육, 그리고 참고서비스 순인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의 조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도서  유형별 분석

장연구의 주제를 도서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다음 <표 8>과 같이 공공도서  련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회지
주제 문헌정보 도서 ․정보 정보 리 비블리아 합계 비율(%)

학도서 59 94 56 29 238 34.4

공공도서 84 90 25 47 246 35.6

학교도서 35 71 9 26 141 20.4

기타 19 20 17 10 66 9.6

합계 197 275 107 112 691 100

<표 8> 장연구의 도서  유형별 주제구분

즉, 장연구 총 691편  공공도서  련 연구가 246편(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도서

 련 연구 238편(34.4%), 학교도서  141편(20.4%)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서  유형별 주제구분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체주제가 차 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  유형별 비교의 경우 2000년  반까지는 학도서  련 연구가 많았지만 2007년 이

후에는 공공도서  련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도서 의 경우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 지만 차 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도

서 은 2003년 폭발 인 증가를 보인 경우를 제외하고 진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김용근, 게논문, p.301.

25) Denise Koufogiannakis, Linda Slater, “A Content Analysis of Librarianship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0, No.3(2004), pp.2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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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서  유형별 장연구의 변화추이 

학교도서  련 연구가 2003년 증가한 것은 2003년부터 추진된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의 

향으로 학교도서 에 한 심과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최근 공공도서 에 한 연구가 증가

하는 것 한 공공도서   작은도서 을 통한 주민의 문화  욕구 해결에 사회  심이 집 되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 학도서

학도서  련 연구를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주제

학회지

도서
운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자도서

정보
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문
직성

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21 5 2 6 15 6 2 2 0 59

도서 ․정보 44 5 3 13 19 6 1 2 1 94

정보 리 17 2 1 18 9 7 1 1 0 56

비블리아 8 1 0 5 6 5 4 0 0 29

계 90 13 6 42 49 24 8 5 1 238

비율(%) 37.8 5.5 2.5 17.6 20.6 10.1 3.4 2.1 0.4 100.0

순 1 5 7 3 2 4 6 8 9

<표 9> 학도서  련 장연구의 주제구분

<표 9>와 같이 학도서  련 논문 238편  학술지별로는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9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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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59편, 그리고 정보 리학회지 56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29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도서 운  련 논문이 90편(37.8%)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

보 사(20.6%), 정보시스템  자도서 (17.6%), 이용자교육(10.1%), 장서개발(5.5%), 문

직성(3.4%)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른 유형의 도서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 문직성’에 한 연구가 8편(3.4%) 발표되

어 다른 유형의 도서 에 비해 상 으로 이에 한 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도서

의 경우 정보 사  이용자교육에 한 연구 비율이 다른 도서  유형의 연구보다 높은 것은 주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 사와 이용자교육에 한 요성이 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 공공도서

공공도서  련 연구를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주제

학회지

도서
운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자도서

정보
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문
직성

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42 3 3 11 17 1 4 2 1 84

도서 ․정보 45 1 4 7 17 3 8 2 3 90

정보 리 16 1 4 4 25

비블리아 23 2 2 5 8 1 3 2 1 47

계 126 6 10 27 46 5 15 6 5 246

비율(%) 51.2 2.4 4.1 11.0 18.8 2.0 6.1 2.4 2.0 100.0

순 1 6 5 3 2 8 4 6 8

<표 10> 공공도서  련 장연구의 주제구분 

<표 10>과 같이 공공도서  련 장연구 246편  학술지별로는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90

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84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47편, 그리고 정보 리학회지에 25편이 발

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도서 운 이 가장 많은 126편(51.2%)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

음으로 정보 사(18.8%), 정보시스템  자도서 (11.0%), 독서교육(6.1%), 자료조직(4.1%), 

독서치료(2.4%), 장서개발(2.4%)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 의 경우, 다른 유형의 도서  연구에 비해 독서교육과 독서치료에 한 비 이 높게 

나타나 상 으로 이에 한 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학교도서

학교도서  련 연구를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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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학회지

도서
운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자도서

정보
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문
직성

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21 1 3 1 7 1 1 0 35

도서 ․정보 40 2 7 3 7 8 3 1 71

정보 리 1 1 3 0 4 0 0 0 9

비블리아 10 3 1 2 5 3 2 0 26

계 72 7 14 6 23 12 6 1 141

비율(%) 51.0 5.0 9.9 4.3 16.3 8.5 4.3 0.7 100.0

순 1 5 3 6 2 4 6 8

<표 11> 학교도서  련 장연구의 주제구분 

<표 11>과 같이 학교도서  련 논문 141편  학술지별로는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71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35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26편, 그리고 정보 리학회지에 9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도서 운 이 가장 많은 72편(51.0%)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자

교육(16.3%), 정보시스템  자도서 (9.9%), 독서교육(8.5%), 자료조직(5.0%), 독서치료(4.3%), 

정보 사(4.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 의 경우 다른 유형의 도서 에 비해 상 으로 이용자교육과 독서교육  독서치료 

련 연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한 비 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도서 에서 도서 활용

수업과 도서 력수업 등의 요성에 따라 이에 한 연구가 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라. 기타

문도서 , 국가도서   특수도서 (병 , 교도소 등) 등이 포함된 기타도서  련 연구의 

주제별 구분은 다음 <표 12>와 같다.

 주제

학회지

도서
운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자도서

정보
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문
직성

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11 0 0 4 2 1 1 0 19

도서 ․정보 17 0 0 1 2 0 0 0 20

정보 리 9 0 0 6 1 0 0 1 17

비블리아 3 2 2 2 1 0 0 0 10

계 40 2 2 13 6 1 1 1 66

비율(%) 60.6 3.0 3.0 19.8 9.1 1.5 1.5 1.5 100.0

순 1 4 4 2 3 6 6 6

<표 12> 기타도서  련 장연구의 주제구분 

- 188 -



한국 문헌정보학의 장연구 황 분석  19

<표 12>와 같이 기타 도서  련 논문 66편  학술지별로는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20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19편, 정보 리학회지에 17편, 그리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10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도서 운 이 가장 많은 40편(60.60%)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

시스템  자도서 (19.8%), 정보 사(9.1%), 자료조직(3.0%), 장서개발(3.0%) 순으로 조사

되었다. 특수도서  등을 포함한 기타도서 의 경우 도서 운  련 연구 비율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병 , 교도소 등 특수도서  등의 설치  운 이 아직도 기단

계에 있어 해결할 이슈와 과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 연구비 지원 황

연구의 활성화를 해서는 연구비 지 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수의 지원기 에서 

다양한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연구의 활성화를 해 매우 요하다.

문헌정보학 련 장연구의 연구비 지원 황을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이 체 장 연구 691

편  195편(28.2%)만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

학회지
교내

학술
진흥
재단

교육
인
자원부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문화

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

연구
재단

한국과
학기술
정보연
구원

학교육
의회

한국
도서

회

서울시
교육청

합계

문헌정보 44 7 1 3 1 1 1 1 59

도서 ․정보 67 14 3 1 1 1 1 1 89

정보 리 14 5 5 1 25

비블리아 20 1 1 22

계 145 27 4 9 1 2 1 3 1 1 1 195

비율
(%)

74.4 13.9 2.1 4.6 0.5 1.0 0.5 1.5 0.5 0.5 0.5 100

<표 13> 연구비 지원의 기 별 황

연구비 지원 주체의 경우, <표 13>과 같이 소속 학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가 145건으로 체 연구비지원 연구  7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진흥재단으로부

터 지원받은 연구가 27편(13.9%), 교육학술정보원 9편(4.6%), 교육인 자원부 4편(2.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장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의 활성화와 산학의 공동 발 을 기 할 수 있음에

도 교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제외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한 다양한 기 에서의 지원이 빈약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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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에 한 해결을 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원기 의 극 인 악과 함게 어떤 

연구분야에 지원의 우선순 를 두는지, 한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데 요한 

건이 되는 연구계획서 작성의 요성 등에 한 인식과 극 인 처  홍보가 필요하다.26) 

한, <표 14>와 같이 195편  152편이 교수에 의한 연구이며, 교수가 포함된 공동연구까지 포

함할 경우 체 연구의 96%가 교수에게 집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자

학회지
교수 사서 강사

학생
(석․박사)

연구원

공동연구

합계교수/
사서

교수/
교수

교수/
학생

교수/
강사

교수/ 연구원, 
사업자

문헌정보 44 1 1 4 1 3 3 2 59

도서 ․정보 74 2 1 5 1 5 1 89

정보 리 16 1 1 1 2 2 2 25

비블리아 18 1 1 2 22

합계 152 2 3 2 7 8 8 10 3 195

<표 14> 연구자별 연구비 지원 황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가 교수에게 집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연구라는 을 감안할 때 학계와 장 사서들이 참여에 의한 연구 비율을 높이고, 연구자의 

유형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장에 용되거나 문제해결을 한 안이 보다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제언
 

문헌정보학은 지난 50년간 학문의 양 ․질  측면에서 발 을 거듭해 왔다. 특히, 문헌정보학

에 있어 기와 기회가 공존해 왔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지난 10여년 동안 다양한 이론의 용 

 토 구축과 도서  실의 개선을 한 방안이 제안됨으로써 많은 도서  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최근 새로운 정보기술  매체의 발달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의 변화는 사서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서 을 둘러싼 환경  상황의 변화 한 도서 의 새로운 변화와 활로, 그리고 

다양한 시도와 안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에 있어 이와 같은 도서  장의 

문제의 해결방안과 안 제시를 한 장연구는 더욱 요해지고 있으며 필요성 한 높아지고 있다. 

26) 이명희, 게논문,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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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장의 노력이 반 되었을 것으로 단되는 장연구의 황 분석은 이와 같은 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격한 상황 변화속에서 연구의 흐름과 변화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4개 학회지를 상으로 10년간의 연구논문을 조사한 결과, 체 인 양  성장에 따

라 장연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2,166건

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장연구는 691편으로 3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

심학문 는 장기반학문이라는 표 이 다소 무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91편의 장연구에 한 

분석결과 장연구의 연구자별 분포의 경우 교수가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서의 단독 는 공동연구 비율이 22.3%로 나타나 장연구임에도 도서  장이 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연구 비율 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연구의 주제분석 결과는 ‘도서  운 ’

과 련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서  운 과 련된 다양한 이슈와 과제가 

여 히 존재하고 운 에 따른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서  유형별 주제분석의 경우 도서  장의 심주제가 도서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도서  장의 심이 연구에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도서  유형별 구분의 경우 공공도서  련 연구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

구비 지원의 경우 교내 지원 연구가 부분(74.4%)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문헌정보학이 도서 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속에 장의 의미가 여 히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즉, 학문의 목 이 장의 문제해결이나 

안제시 는 방향만을 측하기 한 것은 아니지만 장을 기반으로 하고 학문의 토 로 삼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장연구의 비율만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문헌정

보학 연구의 발 과 장 용성을 높이기 해 장과 학계의 력을 통한 장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도서 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과 해결방안, 그리고 안들에 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장사서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한 동기 부여  

제도  지원노력과 함께 산출된 연구결과의 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장연구의 활

성화를 해 학계와 장의 력  연구의 활성화를 한 연계방안과 제도  장치의 마련도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연구의 변화추이와 장연구의 주제  도서 유형별, 연구자별 분석으로 제한하

다. 따라서, 추후 도서  장과의 연 성, 즉 장연구가 도서  장의 문제해결에 실제로 도움

이 되는지에 한 연구와 함께 연구주제 순 와 장에서 요구하는 연구주제와의 련성, 그리고 

장연구자의 분석을 통한 동향  력방안에 한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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