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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학도서 에 있어서 장서개발의 목 은 각 학문분야별로 구성된 장서의 강 과 균형은 유지하고 약 은 

보완하여 장서구성의 체계성과 망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도서 들은 장서의 규모를 

확충하는데 주력한 반면 그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는 미처 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최 의 장서를 유지하기 하여 필수 인 과정인 장서평가를 제 로 수행하지 못한데 기인하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학도서 에 소장된 특정 주제분야 장서를 심으로 장서평가를 수행하 다. 

구체 으로 표본 학도서 의 정치학 장서를 상으로 장서의 황을 분석하고, 과연 장서가 학과의 학부 

학생들과 학원생의 학습  연구지원, 교수의 연구지원과 얼마나 한 련성을 맺으며 개발되고 있는지 

분석하 다. 이를 해 정치학 강의에서 사용된 교재  연구자들이 학술활동 과정에서 인용한 문헌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학도서 의 장서 보유 황을 조사함으로써 정치학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장서의 황, 장서의 최 성 수 을 악하고자 하 다.

ABSTRACT

This study strives to perform a pilot collection assessment study with the political science 

collection in a university library. Employing the basic list-checking analysis method, the study 

scrutinized the collection statistics and the circulation statistics, and check the current library 

holdings with a standard list which was composed of cited works extracted from course syllabi, 

theses, dissertations and faculty research papers. Although the study is a pilot case study 

that a particular model was applied to a collection in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the result 

and procedures of the assessment will provide some implications regarding collection assessment 

in universit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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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학도서 은 장서를 매개로 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요

성이 학사회 반에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도서 의 장서는 학의 모든 교육을 지원하

고, 학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교수와 학원

생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규모와 범

를 지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의 확 로 학도

서 들도 양  성장을 거듭하여 장서의 규모나 

서비스의 수 은 꾸 히 발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양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도서

의 장서가 학의 연구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에 해서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도서 이 학문분야별로 균형 잡힌 장서

를 개발하여 학사회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제

공하는 것은 학도서  본연의 임무이다. 그

러나 학사회의 교육․연구활동은 사회와 학

문의 변화에 따라 통합이나 학제간 융․복합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가 창출되기도 하고 

융합과 동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

를 거친다. 반면 학도서 의 장서 리와 서

비스는 이러한 학문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하

고 있다는 비 도 없지 않다. 

학도서 에 있어서 장서개발의 목 은 각 

학문분야별로 장서의 강 과 균형은 유지하고 

약 은 보완하여 장서구성의 체계성과 망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도서

들은 장서의 양을 확충하는데 주력하면서 그 품

질을 제고하는 데에는 미처 심을 갖지 못한 것 

한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최 의 장서를 유

지하기 하여 필수 인 과정인 장서평가를 제

로 수행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도서 에 소장된 장서를 분야별로 지속

으로 악, 분석하고 주제별 장서통계를 유지

하며,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하여 장서

검, 제 , 폐기 등을 수행하는 것은 장서 리의 

기본 인 기능이지만 재 우리나라 학도서

들이 이러한 기능을 제 로 수행하기에는 재정

과 인력면에서 역부족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도서 에 소장된 특정 주제분야 장서를 

심으로 장서평가를 수행해 보았다. 즉, A 학교

도서 의 정치학 장서를 상으로 장서의 황

을 분석하고, 과연 장서가 학과의 학부 학생들

과 학원생의 학습  연구지원, 교수의 연구

지원과 얼마나 한 련성을 맺으며 최 화

되고 있는지 악하 다. 

이를 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과 강의에서 사

용된 주교재  부교재들의 리스트를 취합하

고, 이어서 정치학 연구자들이 학술활동 과정

에서 인용한 문헌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에 

근거한 학도서 의 장서 보유 황을 조사함

으로써 정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기 하여 그

동안 학도서 이 수집, 구축해 놓은 장서의 

황을 보고, 장서의 양 ․질  수 을 악

하기 한 자료를 수집하 다. 이를 통해 정치

학 분야의 장서개발 정책 수립과 도서  운

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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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1 연구방법

이 연구는 A 학교도서 의 정치학 분야 장

서를 상으로 수행되었다. A 학교 정치외교

학과는 국내 학에 설치되어 있는 정치(외교)

학과 가운데 창기에 설립된 학과  하나로 

재학생과 교수 수 등 규모면에서 비교  큰 학

과 가운데 하나이다. 재에도 졸업생 다수가 

국회와 행정부 등에 진출하여 있고, 수십 명의 

정치학자를 배출하는 등 표성이 있다고 단

하 다. 

조사는 A 학교의 앙도서 이 소장한 자

료를 상으로 한정하 다. 학문분야는 A 학

교도서 이 사용하는 분류체계인 DDC를 기

으로 하여 정치학(320) 역으로 제한하 다. 

정치학과 외교학이 별도로 분리될 수 있고 두가

지 모두 범한 학문이기 때문에 분야를 세분하

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DDC에서 320 political 

science(정치학)의 하 범주로 327 international 

relations(국제 계, 외교학)가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외교학 한 정치학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간주하 다.

이 연구에서는 A 학교도서 이 교육과 연

구기능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악하기 

하여 서지 조법을 사용하여 장서구성의 수

과 유용성을 악하고자 하 다. 일반 으로 

서지 조에 사용되는 표 리스트는 교육과 연

구 활동을 하여 사용하는 문헌들을 조사․취

합하여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서  장서를 

평가한다. 즉, 특정 공분야를 상으로 강의

계획서와 그 분야에서 생산된 학 논문  연구

논문을 상으로 표 리스트를 구성하게 되는 

데, 이러한 서지 조법에 의한 장서평가에서는 

새로운 방법은 아니며 국내외의 련연구가 축

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여기에는 도서 이 

장서를 통하여 학과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해서는 어도 강의에서 주교재, 부교재, 그리고 

참고문헌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 그리고 연구기능을 지원하기 해서

는 학과에서 생산된 석박사 학 논문과 교수들이 

술하는 논문에 인용되는 자료들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제가 고려되어 있다. 이러한 당 론

인 제와 실제 강의  연구에 도서  장서가 얼

마나 활용되는지를 통해 도서  장서의 유용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내용이다.

구체 으로, 평가를 한 표 리스트의 작성

을 하여 A 학교 정치외교학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개설된 교수 공별 체 교과목의 강

의계획서를 수집하 다. 그리고 강의계획서 내

에 기재된 주 교재와 참고문헌 리스트를 입수하

여 평가용 리스트를 작성한 후, A 학교도서

의 정치학 분야의 장서와 조하여 평가하 다. 

다음으로 연구에 필요한 장서의 유용성 분석은 

이용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 어 시행하 다. 우

선 2012년 생산된 석․박사 학  논문에 수록

된 참고문헌 리스트를 수집하고, 그  단행본

과 연속간행물의 리스트를 추출한 후 이를 한국

어와 외국어로 구분하여 평가용 목록을 작성하

다. 이어서, 교수진의 연구에 있어서 도서  

장서가 얼마나 유용한지 악하기 해서 2012

년 A 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이 발표한 학

술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취합하여 평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도서  소장 장서와 조하

여 소장여부를 확인하 다. A 학교 소속 교수 

16인의 연구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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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 그리고 그 외의 언어로 구분하여 평가

용 목록을 작성하 다. 평가의 상은 한국연구

재단 등재지에 수록된 논문들로 한정하 다. 

의 강의계획서와 석․박사학 논문, 그리

고 교수 연구논문을 이용하여 작성된 각각의 평

가용 목록은 A 학교도서  장서와 조하여 

그 소장여부를 확인하 다.

1.2.2 연구의 범

1.2.2.1 장서 구성 황 악

재 A 학교도서 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

학분야 장서의 황을 조사하 다. 일차 으로 

A 학교도서 의 체 소장 자료수, 장서 증가

량, 자료구입비, 사용하는 주제분류법 등을 

악한 후, DDC 300 의 ‘사회과학’ 분야, 320

의 정치학의 세부 주제별로 장서 황을 악

하 다. 그리고 A 학교도서  소장 장서를 국

내서와 외국서로 구분하고, 외국서를 언어별 

소장 황을 기 으로 분석하 다. 장서의 최

신성을 평가하기 하여 자료의 출 연도별 조

사를 통해 장서의 노화율을 알아보았다.

1.2.2.2 장서의 출 황 악

단행본 장서의 출 황을 악하기 해 A

학교도서 에서 출이 가능한 자료  2012년 

1년 동안 한번 이상 출된 도서를 상으로 정

치학 분야 장서를 주제별, 언어별, 출 연도별로 

나 어 이용 황을 악하 다. 출 횟수가 가

장 많은 주제 분야와 가장 은 주제 분야를 조

사하고, 아울러 언어별 출 황 분석을 통해 

이용되는 장서의 언어별 이용 황을 조사하

다. 한, 정치학 자료를 출 년도별로 10년 단

로 나 어 출 황을 보고 최신 자료와 1980

년 이 의 자료의 이용률을 비교하 다.

1.2.2.3 서지 조법(List-checking)에 의한 

장서 평가

서지 조법(List-Checking)에 의한 평가 방

법은 표 리스트나 목록, 서지를 평가 상 도

서 의 목록 등과 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의 장 은 일반 으로 활용 가능한 출  목록이 

다양하고 주제 문가와 문사서에 의해 리스

트의 권 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기 으로 개

정되고 개별 도서 의 요구에 맞게 편집할 수 

있고, 용이 비교  쉽다는 것이다. 반면, 부

분의 표  리스트가 자료선정과정에서 사용되

었을 가능성이 있고, 리스트에 편견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며, 주제별 목록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최신성도 떨어져 도서 의 수서 정책이나 

이용자의 심 등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다는 

단 도 있다(윤희윤 2007, 360).

외국의 경우 Choice와 같이 주제별 서지 

문가가 작성한 표 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의 교육과정과 연구 활

동과 련하여 객 인 기 이 될 수 있는 평

가용 표  서지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방법을 참조하여 교과 진행과 가

장 련 있는 자료인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주 

교재와 참고문헌 리스트를 심으로 평가용 목

록을 작성하여 자료의 소장 황을 조사하 다. 

한, 연구지원 기능을 평가하기 해 학  논

문의 참고문헌 리스트와, 교수들의 연구를 뒷

받침 하는 장서의 소장율을 악하기 해 학

과 교수 16인의 연구 논문의 참고서지를 분석

하고, 표  리스트를 추출하여 소장 황을 조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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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론  배경

1.3.1 정치학 역의 특성 

정치학은 인간 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주권

재민의 민주정치 이념을 실 하고 주권의 올바

른 행사와 책임과 의무의 수행을 하여 정치 

이론과 실정치의 문제들을 진단하는 학문이

다. 정치학의 지향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

러 문제들을 탐구하고 그에 한 해결책을 제시

하는 것이다. 정치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지

만 구체 으로 실에 개입하여 실을 변화시

키고자 한다. 물론 정치 이념이나 사상, 정치  

사건이나 정치기구, 정치의식이나 정치 행태, 

국제 계나 조직 등에 하여 체계  지식을 구

성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학은 변하는 사

회 속에서 시 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

로운 비 을 제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항상 

살아있는 학문으로 발 하고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에 있어

서 정치학의 이론과 사상, 그리고 정책 역의 

역할은 날로 요해 지고 있다. 한 최근 서구 

정치학의 과제는 종래의 사회구조 심  가치

에서 환경, 문화 등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는 

인간 심  가치로의 환이 강조되고 있다. 

재 A 학교 정치외교학과에는 모두 16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 배경은 

<표 1>과 같다.

1.3.2 정치학 역의 체계 

정치학계 내에서는 정치학 분야의 세부 역

을 국제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체계에 따라 구분하곤 하는데, 

이 학회가 격월간으로 발표하는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bstract(IPSA)는 정치학 분

야의 서지데이터의 분류 기 으로 아래와 같은 

6개의 역을 사용하고 있다. 이 IPSA의 분류

체계는 2개월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정치학 분야

의 변화에 빠르게 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반면, 우리나라 도서 계에서는 주로 십진분

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A 학교도서  역시 

재 국내서와 서양서 구분 없이 모두 DDC로 자

료를 분류하고 있다. 정치학은 KDC 분류표 상

에서 340에, DDC 분류표 상에서는 320에 배정

되어 있는데, 정치학 분야의 DDC, KDC 분류

를 요목 단 에서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교수 공 교수 공

1 정치이론 9 정치학(외국인)

2 정치이론, 정치사상 10 러시아정치

3 국제정치, 외교안보 11 국제정치

4 일본정치, 국제정치 12 비교정치

5 국제정치사, 지정학 13 정치경제, 한국정치

6 국정치 14 미국정치, 공공정책

7 정치경제 15 외교정책

8 국제정치경제 16 국제 계

<표 1> A 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교수진 구성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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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bstract Classification

A Political science: method and theory

B Political thinkers and ideas 

C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 Central institutions and State, b) regional and local institutions

D Political process: public opinion, attitudes, parties, forces, groups and elections 

E
International relations: a) International law,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and b)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 National and area studies

<표 2> IPSA의 정치학 분야 분류

DDC 22 KDC 5

320 Political science 340 정치학

321 Systems of governments & states 341 국가형태

322 Relation of state to organized groups 342 국가와 개인  집단

323 Civil & political rights 343

324 The political process 344 선거

325 International migration & colonization 345 입법

326 Slavery & emancipation 346 정당

327 International relations 347

328 The legislative process 348

329 [Unassigned] 349 외교, 국제 계

<표 3> 정치학 분야의 DDC와 KDC분류체계

이 연구에서는 A 학교도서 의 DDC 분류체

계에 근거하여 장서평가를 시행하 다.

1.3.3 장서 평가

1.3.3.1 장서 평가의 의의

장서 평가란 도서  장서의 품질을 가늠하는 

차로서 여기에서 장서의 품질이란 도서  이

용자의 요구와 모기 의 로그램에 해 도서

 장서가 제공하는 유용성의 수 을 의미한다

(Mosher 1979). Baker와 Lancaster(1991)는 

장서 평가의 목 을 행 도서 사의 수 에 

한 기 을 세우고, 타도서 과의 비교를 수행

하며, 단지 도서 의 존재를 정당화하거나 

는 향후 사의 수 을 제고하기 함이라고 제

시한 바 있다. 반면, Gardner(1981)는 이용자 

사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서 구

성을 검토하는 것이 장서평가의 목 이라고 주

장한다. 결국, 장서평가의 궁극  목 은 이용자

에 한 성공 인 사의 수행을 해 필요한 장

서의 수 을 평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서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3.3.2 장서평가 련 연구

장서평가에 한 기의 연구는 Bonn(1974)

의 연구가 표 인데, 이 논문에서는 장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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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도서  장서통계에 의한 방법, 표 목

록(standard list)과의 조에 의한 방법, 이용

자 조사에 의한 방법, 직 인 조사에 의한 방법, 

문헌 달능력 측정에 의한 방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1989년 미국도서 회(ALA)는 Guide 

to the Evaluation of Library Collections에서 

장서평가 방법을 “자료 심  방법(collection- 

centered method)”과 “이용 심  방법(use- 

centered method)”의 두 가지로 나 고, 자료 

심  방법에 서지 조법을 표 인 방법으로 

제시하 다. 

일반 으로 도서 에서는 도서 의 목 과 

장서개발정책, 자 의 정보요구에 맞도록 자료

를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사실 장서평가가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련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1980

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학도서 을 심

으로 장서평가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문데, 

학도서 의 특정 주제 분야를 상으로 장서 

평가를 실시한 본격 인 연구는 한경신(1982)

의 연구가 최 인 것으로 악된다. 이 연구는 

서울  의학도서  장서를 상으로 의학에 

한 10개의 주요 선정리스트  인용문헌리스트

를 이용하여, 조사 상 목록을 작성한 후 평가 

상 도서 의 목록을 조하여 소장상황을 

악하 다. 이경민(1984)은 서울시내 18개 학

의 경 학과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단행본의 

조사 상목록으로 선정하여 학도서 의 장서

구성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정치학 장

서를 평가한 이용재(1994)는 부산 학교의 정

치학과의 교과과정과 도서 의 정치학 분야의 

장서를 비교, 분석하여 장서구성에 미치는 요인

을 도서 측 요인과 이용자측 요인으로 구분하

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박진희(1998)는 

성서학 분야를 상으로 장서평가를 실시하

는데 컨스펙터스를 용하여 주제별 분석과 이

용자조사를 병행하 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연

구는 오경묵(2008)의 연구인데, 이 논문은 북미

의 A 학의 한국학 장서의 황 규모에 한 

정성을 ACRL 표 공식과 ARL 앙값을 

산출하여 비교하 다.

해외의 장서평가 연구로는 Ching과 Chennupati 

(2002)가 싱가포르 교육부 도서  장서의 이용 

황을 이용통계, 이용자 설문, 리스트 체킹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나, Ochola(2003)는 도서

의 자동 출  상호 차 시스템의 통계를 이

용하여 상호 차 요청이 많은 장서를 분석한 연

구 등이 주목할 만하다. Oberlander와 Streeter 

(2003)는 통계  장서평가도구인 LibStatCAT

을 개발하여 실제 장서평가를 시행한 사례를 보고

하고 있다. 한편 Tucker(2009)는 네바다 학 도

서 을 상으로 사서가 선정한 장서와 approval 

plan을 통해 구입한 장서의 이용을 평가하기도 

하 으며, Borin과 Yi(2011)는 6개의 평가 지

표들을 설정하고 capacity와 usage에 을 맞

추어 장서를 평가한 바 있다. 

2. 학도서  장서평가

2.1 A 학교도서 의 장서 황

2.1.1 일반 황

2012년을 기 으로 A 학교도서 은 약 1백 

8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자료구입비

는 약 55억 6천만원이었다. 도서 의 자료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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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황을 살펴보면 이는 학 총 산에서 약 

1.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국도서 회의 

｢한국도서 기 ｣(2013)에 의하면 학은 인

건비를 포함한 학 총경상비의 2-2.5%를 도

서  자료구입비로(디지털 자료 비용포함) 배

정하고 학도서 산의 40±10%를 자료구입

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개한 ｢2012 

학도서  통계분석 자료집｣에 의하면 우리나

라 체 학도서 (4년제 기 )의 자료구입비 

산이 평균 1% 선에 그친다는 을 감안했을 

때 이 수치는 국내 학도서  평균을 상회하는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1.4%도 미국

의 학도서 들이 평균 체 학 산의 평균 

2% 정도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는 것과, 국내

의 권장기 을 고려할 때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

임에 틀림없다. 

한편, 이 자료집에 의하면 국내 4년제 학의 

재학생 1인당 평균 자료구입비가 11만 5,000원

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해 A 학교교 도

서 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3만원 수

으로 약 2배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표 4> 참조).

A 학교은 약 180만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

어 국내 학도서  에서는 매우 큰 규모를 유

지하고 있다. 도서 의 소장 장서 황을 주제별

로 나 어 보면 그 황은 <표 5>와 같다.

체 소장자료  고서, 학 논문, 비도서를 

제외한 단행본 1백 50만 여권   사회과학 

분야의 장서가 약 36만권으로 가장 높은 비

(23%)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학 분

야의 단행본 자료는 45,207종, 63,313권으로 약 

17.6%를 차지하고 있다. 재 A 학교도서

에는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이 별도로 존재하

지 않으나, 자체 으로 자료수집지침을 유지하

고 있다. 

2.1.2 주제별 황

A 학교도서 은 듀이십진분류(DDC)에 의

해 도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 도서 이 소장하

고 있는 DDC 분류표 320  정치학 분야의 세부 

주제별로 황을 분석하기 해 강 단 의 항목

으로 나 어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A 학교도서 의 정치학 세부주제별 소장 

장서 황을 보면 정치학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행본 장서가 약 21%로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학부 는 

학원 석사 과정을 지원하기 한 해설서들의 

비 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교수들이 구입을 요청하는 희망도서의 경

우 세부 공과 련된 자료들이 부분인 반면 

도서 에서 추천도서 등을 상으로 목록수서

를 하는 경우에는 신간  추천수가 많은 자료

항목
재학생
1인당
도서수

임교원 
1인당 학술지종수

(인쇄+ 자)

재학생 
1인당 

연간증가 도서수

재학생 
1인당
출도서수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열람석
1석당

재학생수

A 71.98 29.6  2.3 21.7 228,000  5.0

4년제 학 평균 60 41 2.1 11.2 115,000 5.4

<표 4> A 학교도서 의 일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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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장서

국내서 외국서 소 계

총 류 84,907 31,512 116,419

철 학 60,940 24,886 85,826

종 교 30,453 17,685 48,138

사회과학 257,038 101,120 358,158

언 어 40,410 21,689 62,099

순수과학 57,435 90,785 148,220

응용과학 115,784 86,422 202,206

 술 79,575 40,634 120,209

문 학 204,993 53,989 258,982

역 사 106,043 34,003 140,046

소 계 1,037,578 502,725 1,540,303

고 서 102,100 – 102,100

학 논문 67,927 – 67,927

비도서 50,189 26,413 76,602

합 계 1,257,794 529,138 1,786,932

<표 5> A 학교도서 의 주제별 장서 황

국내서(종) 외국서(종) 합계: 종(비율)

Political science 5,573 3,932 9,505(21.0%)

 Systems of governments & states 2,909 2,537 5,446(12.0%)

 Relation of state to organized groups 3,595 2,043 5,638(12.5%)

 Civil & political rights 3,634 2,257 5,891(13.0%)

 The political process 439 623 1,062( 2.3%)

 International migration & colonization 1,962 1,380 3,342( 7.4%)

 Slavery & emancipation 893 423 1,316(  3%)

 International relations 4,303 3,809 8,112( 18%)

 The legislative process 2,803 2,092 4,895(10.8%)

합계 26,111 19,096 45,207(100%)

<표 6> 정치학 세부주제별 장서 황

들이 수집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체로 해

설서, 교양서 등의 일반  심 역에 포함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주제에서는 국제 계학 분야의 장서가 가장 많

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이용재 1998)에서도 나

타난 결과인데, 최근 정치학에 있어서의 주요 

심이 외 계 분야로 이동하고 있어 이 분

야의 최신 정보에 한 요구가 많으며, 재 A

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교수진 구성을 역시 

체 16명의 재직교수  10명이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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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련 자료에 

한 요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2.1.3 언어별 황

다음으로 A 학교도서  소장 정치학 장서

의 언어별 소장 황을 살펴 보았다.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체 63,313책의 도서자료  

한국어로 된 자료가 체의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어로 된 자료가 37.9%

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언어

로 된 자료가 체 소장 장서의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정치학 연구가 어권 정보에 비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학

교 정치외교학과에는 미권 이외에 국, 일

본, 러시아정치 공의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

으나, 어 이외에는 일본어로 된 장서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 러시아어, 스페인어

를 포함한 기타 외국어 자료는 모두 1% 미만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공교수

들은 체로 본인의 소장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를 수행하거나 해외 DB를 직  검색하여 자료

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드물게 도서 에 

의뢰하여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4 출 연도별 황

분야에 따라 자료의 최신성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과학 분야의 일반 인 자료의 피인

용 반감기는 단행본이 8.1년 정도 학술지가 6.7

년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

라와 같이 정치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시

와 함께 변화하는 정치학의 흐름 속에서 최신 

자료에 한 요구도 클 것이라 상된다. 출

년도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추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A 학교도서 에서 소

장하고 있는 정치학분야 단행본의 출 년도별 

소장 황은 <표 8>과 같다.

2000년  이후에 출 된 자료가 16,513종으

로 체의 36.5%를, 1990년 에 출 된 자료가 

25.7%를 차지하여 1990년  이후 출 된 최신 

자료들이 체 소장 자료의 반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1980년  자료는 14.9%를, 1970년  

자료는 10.1%, 1960년  자료는 5.4%를 각각 

차지하며, 1900년  이 의 자료도 665책으로 

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특이할만한 은 

1960년  이 에 출 된 자료는 외국어 자료가 

한국어 자료보다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료의 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국

외서가 국내서보다 약 3배가량 많다. A 학교

언어별 종수 책수 비율(%, 종수/ 체)

한국어 26,111 43,232 57.8

어 17,129 18,028 37.9

불어 102 102 0.22

독일어 89 92 0.19

국어 104 122 0.23

일본어 1,593 1,658 3.5

기타 79 79 0.16

합계 45,207 63,313 100

<표 7> 언어별 소장 장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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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종수) 외국서(종수) 합계(종수/비율)

출 년도 불분명 69 212 281( 0.6%)

1900년  이 14 651 665( 1.5%)

1901-1940년 20 941 961( 2.1%)

1950년 150 1,265 1,415( 3.2%)

1960년 326 2,135 2,461( 5.4%)

1970년 2,489 2,113 4,602(10.1%)

1980년 4,005 2,712 6,717(14.9%)

1990년 7,709 3,883 11,592(25.7%)

2000년  이후 11,329 5,184 16,513(36.5%)

합계 26,111 19,096 45,207(100.0%)

<표 8> 출 년도별 소장 황

도서 의 출 년도별 소장 황을 통해 출 년

도가 미상인 책이 212권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부분 입력 오류 등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

서 밝 진 것들이다. 

외국서와 국내서의 출 년도별 소장 황을 

보면, 국내서의 경우는 출 년도가 최근에 가

까울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외국

서의 경우는 1960년  이후 출 년도별로 비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서 

외국서 모두 2000년  이후의 최신 자료가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WLN의 

장서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인문․사회과학분

야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출 된 자료가 

체 장서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그 장서는 최

신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ower and 

Bushing 1992).

2.2 A 학교도서  자료이용 황

2.2.1 일반 출 황

A 학교도서 의 장서 이용 통계 분석을 

해 2012년 한 해 동안 1회 이상 출된 정치학분

야의 단행본 출 데이터를 분석하 다. 1년간 

A 학교도서 의 체 출건수는 388,081건이

고 이  사회과학분야의 출건수는 83,532건

으로 문학류 다음으로 많은 출건수를 기록하

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학 분야(DDC 320 )의 

출은 모두 5,085건으로 사회과학분야 출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표 9> 참조).

정치학분야의 장서의 이용 황을 학생과 교수

로 나 어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체 학생 

이용자 368명이 1년간 정치학분야의 도서를 

출한 횟수는 5,085권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3.8

건 이며, 교수는 1인당 평균 44.9건으로 나타났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언어

순수

과학

응용

과학
술 문학 역사 합계

건수 12,434 31,590 8,609 83,532 18,203 23,579 49,030 29,029 98,883 33,192 388,081

<표 9> A 학교도서  주제별 자료 출 황(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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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출횟수(건) 이용자수(명) 1인당 출횟수(건)

학생( 학원생 포함) 5,085 368 13.8

교수  718  16 44.9

<표 10> 정치학분야 장서 출 황(2012)

다. 술한 바와 같이 A 학교 재학생의 1인당 

도서 출 평균은 21.7권이다. 

2.2.2 주제별 자료 출 황

<표 11>의 세부주제별 출 황을 보면 장

서 소장 황과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학교도서  장서의 정치학분야 세부 주제별 소

장 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학분야 체에

서 정치학 일반 분류의 도서자료가 1,392건으

로 가장 많이 출 되었으며, 이는 체의 4분

의 1에 가까운 24% 수 이다. 다음으로는 국제

계 분야의 장서가 많이 출되었으며 체의 

16.4%를 차지하 다. 

2.2.3 출  연도별 자료 출 황

이용된 도서를 출 년도별로 분석하여 장서

이용 유형을 연도별로 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토 로 자료의 이용패턴을 악하고, 장서의 

최신성 유지 기 과 효율 인 폐기 기 에 참

조할 수 있다. <표 12>의 정치학 분야 단행본의 

출 황을 보면 A 학교도서 의 정치학 분

야의 경우 최신자료의 이용이 상 으로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자료가 약 

42%로 체 출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

며, 1990년 의 자료는 32.3%로 체 출의 4

분의 3 정도가 최근 2년 이래 출간된 자료들이다. 

1980년 이 에 출 된 자료는 모두 합하여 12% 

정도 이용되었다. 이는 세부주제 가운데 국제

계 분야 자료의 출이 많았던 것과 일맥상통하

는 결과로 최근 연구경향을 반 하는 자료에 

한 요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 주제 출횟수 (건) 비율

Political science 1,392 24.0%

 Systems of governments & states 11 0.1%

 Relation of state to organized groups 890 15.3%

Civil & political rights 601 10.4%

 The political process 812 14%

 International migration & colonization 91 1.6%

 Slavery & emancipation 775 13.4%

International relations 954 16.4%

 The legislative process 277 4.8%

합계 5,803 100%

<표 11> 정치학분야 장서의 세부 주제별 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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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책수) 외국서(책수) 합계(책/비율)

출 년도 불분명 13 4 17(0.3%)

1900년  이 1 5 6(0.1%)

1901-1940년 0 10 10(0.2%)

1950년 0 15 15(0.3%)

1960년 17 37 54(0.9%)

1970년 205 195 400(6.9%)

1980년 211 781 992(17.0%)

1990년 972 905 1,877(32.3%)

2000년  이후 1,505 927 2,432(42%)

합계 2,924 2,879 5,803(100%)

<표 12> 정치학분야 장서의 출 년도별 출 황

  3. A 학교도서  장서의 유용성 
분석

3.1 개요

A 학교도서 의 장서가 정치학 교육과 연

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용한지 알아보기 해 

각 기능 수행의 결과물인 문헌의 리스트를 작성

해 도서  소장 여부를 조사하 다. 분석을 

한 기 이 될 표 리스트는 학부  학원 수

업의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참고문헌 리스트, 석

박사 학 논문의 참고문헌 리스트, 교수들의 연

구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 리스트를 기 으로 

작성한 후 도서  소장여부를 조하 다.

3.2 교육 지원 측면

학도서 의 장서는 학의 교과과정을 지

원하기 하여 교과 련한 자료를 수집, 제공

하는 것을 일차 인 책임으로 하고 있다. 즉 소

장 자료가 교과과정 이수에 필요한 자료를 포

함하고, 교과목의 수 에 하며 학생과 교

수의 요구에 하여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규

모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평가용 표 서지 작성을 해 학(원)의 강

의 계획서에 나타난 주교재, 부교재  참고문

헌을 추출하 는데 이들은 학(원)의 교과 과

정에 가장 직 으로 련된 자료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12년에 A 학교 정치외교학

과 학부와 학원에 개설된 과목의 강의계획서

를 입수하여 그 강의계획서 내에 입력된 참고

문헌의 도서  소장 실태 확인을 한 자료검

색을 실시하 다.

학부의 경우 총 개설 강좌의 수는 73개 다. 

이  교과목명과 교수명이 동일한 과목이 강

의시간을 달리하여 개설되어 동일한 강의계획

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의 복을 제외하여 총 

67개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입수하 으며, 학

원의 경우 총 개설강좌의 수는 19개 다(<표 13> 

참조).

총 86개의 수집된 강의계획서  참고문헌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강의계획서가 11건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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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원

구분 개설과목 개설강좌 구분 개설과목 개설강좌

공기  6 18 공기본  5  5

공필수  4 19 공선택 14 14

공선택 32 36

합계 42 73 계 19 19

<표 13> A 학교 정치학과  학원 개설강좌 내역

데, 이 경우는 수업 에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들이 부분이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취합한 75

개 수업의 강의계획서에서 추출한 참고문헌의 

수는 총 669건이었다. 이  웹사이트와 신문, 

학 논문 등을 제외한 참고문헌의 수는 595건

이었으며, 단행본이 432건, 연속간행물이 84건, 

기타 보고서나 발표자료집 등이 79건을 차지하

고 있었다. 

입수한 강의계획서 내에 체 참고 자료 총 

595건  다른 과목 간의 복 자료와 편집교재

를 제외하여 목록을 작성하 으며, 작성된 참

고자료(목록)는 총 529종으로 이루어졌다. 이

를 하여 단행본의 ‘수정 ’, 는 ‘개정 ’인 

경우는 동일자료로 취 하 고, 번역서는 원서

와 개별 자료로 취 하 다. 자료의 서지사항

이 완 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경우는 제외하

으며 단행본의 경우 강의계획서 상에 출 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최신 을 기 으로 하

다. 확정된 리스트에는 국내 자료가 316종, 국

외 자료는 213종이 포함되었다. 추출된 리스트

의 자료 황은 <표 14>와 같다. 

교육지원 측면에서의 장서 유용성 분석을 

한 평가용 리스트는 기타자료를 제외한 단행본

과 연속간행물을 상으로 하 다. 단행본과 연

속간행물의 복자료를 제외하고 단행본이 382

건, 연속간행물이 68건이었으며 이들에 한 도

서  소장 조사를 실시하 다. 강의계획서 상 

참고문헌의 도서  소장 황은 다음과 같다. 

<표 15>의 결과와 같이 강의계획서 상의 단

행본과 연속간행물 450종 가운데 재 A 학

교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417종으

로 91.7%의 소장율을 나타냈다. Intner(2003)

는 학도서  장서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기재

된 자료목록  90% 이상을 소장하고 있을 경

우 바람직한 장서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고 하 는데, A 학교도서 의 경우 이 기

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의계획

서 내의 참고자료와 A 학교도서 의 정치학 

분야 장서  단행본만을 분리하여 자세히 분

석하면 국내 자료는 258종  241종을 소장하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타 합계

국내서 258 30 28 316

외국서 124 38 51 213

합계 382 68 79 529

<표 14> 강의계획서 상 참고문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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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행본 연속간행물 합계

국내

자료

참고문헌 258 30 288

도서 소장 241(93.4%) 27(90%) 268

해외자료
참고문헌 124 38 162

도서 소장 101(81.4%) 48(100%) 149

<표 15> 학부  학원 강의계획서  참고자료의 도서  소장 황

고 있어 93.4%의 높은 소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 자료의 경우는 소장율이 81.4%로 떨어졌

다. 학술지의 경우는 국내 학술지가 90%의 소

장율을 보인 반면 해외 학술지는 모두 도서 에

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용 리스트를 이용하여 소장 실태를 조사

한 결과 개정  는 증보 이 출 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도서 에서는 아직 구 만을 소장

하고 있는 단행본이 51종 있었다. 한 여러 수

업에서 복 으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

인데도 도서 에서는 1부만 유지하고 있는 경

우들도 지 않아 복본 수의 유지 등에 있어서

도 합리 인 기 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다. 

3.3 연구 지원 측면

3.3.1 석박사 학 논문 인용문헌 분석

A 학교에서 2012년도에 배출된 석․박사 

학 논문은 총 33편이다. 이 가운데 원문에 

근할 수 없는 5편을 제외한 28편을 상으로 참

고문헌에 수록된 단행본과 학술지의 리스트를 

추출하여 리스트를 구성하 다. 여기에 포함된 

참고문헌의 종수와 도서  소장 황은 <표 16>

과 같다.

석․박사학  논문에 인용된 단행본 자료는 

총 1,836종이었으며, 그  한국어 자료가 998

종, 외국어 자료가 838종으로 그  어 자료가 

762종이었고, 기타 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의 

자료가 38종, 43종, 7종 등이었다. 즉 참고문

헌의 약 54.3%는 국내자료이며, 어 문헌은 

41.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외국어 자료의 인

용율은 4.2%이다. 표 리스트와 A 학교도서

 소장 단행본을 언어별로 조․분석한 결과

는 <표 17>과 같다.

분석 상 체 단행본 참고문헌 자료 수는 

1,836종이고, 이  A 학교도서 에서 소장하

고 있는 자료는 1,460종으로 79.5%의 소장 비

율을 보 다. 한국어 자료의 경우 90% 이상을 

소장하고 있어 Intner(2003)의 기 에 부합하

구분 단행본 학술지 합계

국내자료
참고문헌 998 36 1,034

도서 소장 911(91.2%) 33(91.7%) 944

해외자료
참고문헌 838 43 881

도서 소장 653(77.9%) 43(100%) 696

<표 16> 석박사 학 논문의 참고자료의 도서  소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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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 독일어 랑스어 일본어 국어 합계

소장수(종/비율) 911(91%) 521(68%) 3(43%) 2(33%) 23(53%) 18(47%) 1,460(79.5%)

미소장수(비율) 87(9%) 241(32%) 4(57%) 4(67%) 20(47%) 20(53%) 376

총합계 998 762 7 6 43 38 1,836(100%)

<표 17> 석박사학  논문 인용 단행본의 언어별 도서  소장 황 

지만, 어자료는 68%의 소장율을 보여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3.2 교수 연구논문 인용문헌 분석

2012년 한해 동안 A 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에 의해 발표된 연구물들 가운데에서 국

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총 55편이었다. 교

수들의 연구활동에 있어서 도서  장서의 유용

성을 평가하기 하여 이들 55편의 학술논문에

서 인용문헌을 추출하여 표 리스트를 작성하

다. 교수의 연구논문에서 인용한 국내외 참

고자료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은 총 688종이

었다. 이 게 추출한 정치학 자료들을 상으

로 재 A 학교도서 의 소장  이용가능 

여부를 리스트 체킹 하 다. 그 결과는 <표 18>

과 같다. 

교수들의 연구논문에 사용된 국내 참고문헌 

총 688종 가운데 국내 단행본은 218종이었는

데, A 학교도서 에는 이들  거의 부분인 

98%를 소장하고 있었다. 한 이들 논문에서 

복 으로 인용된 자료들에는 ‘한국 권력구조

의 이해(진 재)', ‘이승만의 구한말 개 운동: 

진주의에서 기독교 입국론으로(이정식)’, ‘건

국과 부국(김일 )’,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  원형과 20세기  한미 계 연구(김기

정)’, ‘미일동맹(혼다 마사루)’, ‘미일동맹외교

(김성철)’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3회 이상 인

용된 단행본의 리스트를 구성하여 다시 리스트 

체킹해 본 결과, A 학교도서 은 이들 자료들

은 100% 소장하고 있어 핵심자료의 구성에 있

어서도 하게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9>는 이들 참고문헌의 언어별 소장

황이다.

교수의 연구논문들에서 인용한 단행본은 총 

564종이었으며, 이  A 학교도서 에서 소장

하고 있는 자료는 453종으로 약 80%의 소장율

을 보인다. 교수 연구 논문에서는 외국어 특히 

어 자료의 인용이 한국어 자료보다 월등하게 

구분 단행본 학술지 합계

국내자료
참고문헌 218 42 260

도서  소장 214(98%) 42(100%) 256(98.5%)

해외자료
참고문헌 346 82 428

도서  소장 239(69%) 77(94%) 316(73.8%)

소장율 80.3% 97.5% 83.1%

<표 18> 교수 연구논문의 참고자료의 도서  소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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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어 독일어 랑스어 일본어 국어 합계

소장수(종/비율) 214(98%) 218(78.5%) 2(28.6%) 2(25%) 11(38%) 6(25%) 453(80.3%)

미소장수(종/비율) 4(2%) 60(21.5%) 5(71.4%) 6(75%) 18(62%) 18(75%) 111(19.7%)

총합계 218(100%) 278 7 8 29 24 564(100%)

<표 19> 교수 연구논문 인용 단행본의 언어별 도서  소장 황 

많았다. 어 자료의 경우 체 278종의 자료 

 218종을 소장하여 78.5%의 소장율을 보이

고 있었으며, 한국어 자료는 체 218종  214

종을 소장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소장율을 

보이고 있었다.

 

4. 결 론

재 우리나라 학도서  장에 있어서 가

장 강력한 압박요인은 자 을 비롯한 학술

정보자원의 가격 상승이라 볼 수 있다. 미국 연

구도서 회(ARL) 통계(ARL 2011)에서 알 

수 있듯이 학도서  산의 반 이상이 자

자원 구입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단행본 산

은 도서의 가격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도서 이 단행본 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집 된 장서의 최 화와 효율화를 통하여 한

정된 자원으로 이용자 커뮤니티에 하여 최

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장서의 

최 화를 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학의 교

육과 연구 지원을 한 장서의 유용성을 평가

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A 학교도서 의 

정치학 장서를 상으로 장서의 황을 분석하

고, 과연 장서가 학과의 학부 학생들과 학원

생의 학습  연구지원, 교수의 연구지원과 얼

마나 한 련성 속에서 개발되고 있는지 

악하 다. 

조사 결과 A 학교도서 은 국내 학도서

 평균 자료구입비의 2배 정도를 운용하는 등 

양 인 면에서의 지표는 비교  만족스러운 내

용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 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들도 동시에 하고 있었다. 

를 들어 장서의 구성 측면에서 주제일반으로 

분류된 교양서와 해설서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 그리고 국내서와 미권 자료는 잘 구

축되어 있는 반면 최근 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럽, 동아시아  러시아권 자료의 구성은 만

족스럽지 않았다. 자료의 최신성 면에 있어서

도 국내서의 경우 출간 10년 이내의 최신자료 

비율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외

국자료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 으로 낮았다. 

이러한 문제는 자료구입의 많은 부분을 학과에

서 신청하는 추천도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서 에서 주제별 

장서개발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체제의 마

련이 실한 것으로 보 다. 

교육지원 측면에 있어서 장서의 유용성을 분

석한 결과, 국내자료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수록

된 자료들의 90% 이상을 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  충실하게 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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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외국자료의 경우는 소장율이 81%선에 그쳐 

국내자료에 미치지 못하 으며, 해외의 학에

서 기 으로 삼는 9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자료는 학부수업에 그리고 해외자

료가 주로 학원 수업의 교재인 을 감안하면, 

도서 에서 학원 강의계획서를 수집하고 수

록된 교재와 참고문헌을 우선 으로 확보하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 다. 

연구지원 측면에 있어서의 장서의 유용성 

한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즉, 학술지 등 연속간

행물의 경우 95% 이상의 소장율을 보이고 있

었던 반면, 단행본, 특히 외국자료의 경우는 소

장율이 70% 안 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A 학교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

자는 외국에서 생산된 연구자료의 경우는 학

도서 으로부터 70%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한

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학도서 에 

있어서 학술정보의 수집과 리의 이 자

을 주로 한 학술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단행본자료의 통  요성을 

생각할 때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심으로 

단행본 자료를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단된다. 

요컨  A 학교도서 은 국내 학도서  

가운데에서도 비교  규모가 큰 도서 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

가 있어 보 다. 이는 무엇보다 재 학도서

의 장서개발정책의 이 학술지 주로 편

성되어 있어 단행본은 소홀하게 취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학도

서 의 장서개발정책이 단행본자료의 구축 

한 시하는 방향으로 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인력 측면의 문화 한 요한

데, 굳이 주제 문사서들이 장서개발과 정보서

비스, 그리고 학과와의 리에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유수 학들의 경우를 따를 수는 없더

라도 학도서 이 공분야의 자료수집과 장

서평가 등의 업무를 지속 , 문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 , 정책  지원도 필요한 것

으로 보 다. 

학도서 이 학문분야별로 균형잡힌 장서

를 개발하여 학사회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제

공하는 것은 학도서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 학도서 들은 그동안 외형  성

장은 어느정도 달성하 지만 장서의 최 화에

는 미처 심을 갖지 못하 으며, 그 사이 학

도서 은 내외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도서 이 그 요성을 증명하기 

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최 의 

장서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이를 해서는 공분야별로 지속 인 장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서개발에 반 함

으로써 장서의 체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하

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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