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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문도서 에 한 이슈화가 곧 문도서  발 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도서 에 

한 여러 가지 이슈에 해서 언 하면서, 문도서 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문헌분석을 통해서 문도서 과 

련된 문제 과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해 사서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 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종합발 계획에 문도서  발 계획과 련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문도서  주제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문도서 에 한 구분을 기 으로 여러 개의 의체를 구성해서 운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문도서  사서의 직무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문도서 이 수행할 수 있는 

문정보서비스가 개발될 필요도 있다. 여섯째, 문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  국가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공유가능한 정보원을 통합 으로 구축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문도서 은 

도서  평가에 한 도서 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도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문도서  우수사례집의 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문도서  이슈, 정책제안, 활성화 방안, 문도서  발 방안

ABSTRACT :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revitalization plans for specialized libraries by referring to 

various issues regarding specialized libraries in the sense that the issue of specialized libraries can soon 

become an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librarie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specialized libraries were derived, and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was investigated 

through surveys. The policy directions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ibrary 

Development Plan’ should strengthen the part related to the specialized library development plan. Second, 

topic maps for specialized libraries in Korea are needed.(Second, the topic map for specialized libraries 

in Korea is needed.)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to configure multiple councils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pecialized library. Fourth, an analysis of the duties of specialized library librarians 

should be made. Fifth, professional information services that specialized libraries can perform need to 

be developed. Sixth, among the information resources owned by specialized librarie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establish and jointly utilize information resources that are valuable and shareable as national 

resources. Seventh, specialized libraries should allow every library to participate in library evaluation, 

and make improvement plans for specialized librar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Eighth, it is also necessary 

to publish a collection of best practices for specialized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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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문도서 의 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구나 알고 있듯이 문도서

은 도서  유형  하나로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문도서 은 2019년 기 으로 612개

이다. 2020년 기  학교도서 은 11,678개, 학도서  453여개, 공공도서  1,134개이며, 학교도

서 과 공공도서 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 이다(국가도서 통계시스

템). 그러나 과거 각종 문기 에 독립 부서로 문정보를 제공하는 요한 역할을 해오던 문

도서 의 규모와 상은 양 인 비율에 비해  축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통계시

스템에서 문도서 은 기타도서 으로 분류되어 있다(노 희, 2021).

제3차 도서 종합발 계획만을 보았을 때 문도서 과 련된 정책은 타 종의 내용에 비해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13개의 핵심과제  36개의 추진과제의 과제명칭으로 ‘ 문도서 ’이

라는 키워드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추진과제로 들어가서 세부추진과제를 분석해 보면, 문

도서  문자료의 디지털화 지원, 문도서  황 악, 문도서  인력 황 악  모니터링 

강화, 법률자료의 문성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법률 문도서  역할 강화 등의 몇 가지 세부

사업이 등장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은 상은 도서 종합발 계획 수립 집필 원으로 문도서  

사서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고, 정책개발에 참여한 수많은 련자들의 극

인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도서 정보정책 원회, 2019). 

연구자들의 심도도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 문도서 ’이라는 키

워드를 제목으로 가진 논문을 검색해 보았을 때 2003년 이래 2020년까지 약 18년 동안 겨우 42건

의 논문이 이러 러한 주제를 가지고 출 이 되었으며, ‘공공도서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의 731건과 비교해서 5.75%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하다(노 희, 2021). 1년에 겨우 2건 정도의 

논문이 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최근 5년간에는 겨우 6편의 연구논문이 발행되었을 뿐이

며, 문도서 에 한 연구자들의 심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물론 이 게 된 배경에는 문도서 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 공공도서 처럼 다

수 국민이 이용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문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특정 기 에 소속되어 있어서 근이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 문도서  고유의 

업무에 비해 문기 이 운 하는 특수한 서비스에 심이 집 되어서 나타난 상이다. 그러다 

보니 문도서  운 이라는 주제가 출 을 통해서 이슈화 되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로 정책입안자

나 정책수립자의 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문도서 의 유형에 한 구분이나 유형의 명칭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의학 문도서

, 병원도서 , 보건소 도서 , 정부기  소속 도서 , 출연연도서 을 모두 문도서 으로 구분하

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환경에 맞추어서 정책을 내는 것이 합한 것인지, 사립 역의 문도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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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고민하게 되면서 문도서 에 한 정책은 손을 놓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도서 에 한 이슈화가 곧 문도서  발 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문도서 에 한 여러 가지 이슈에 해서 언 하면서, 문도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 다. 

Ⅱ. 이론  배경

1. 정부정책에 나타난 문도서  이슈 

제 3차 도서 종합발 계획을 통해서 문도서 에 한 정부정책을 읽어보는 것이 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책  에서 문도서  이슈를 살펴보았다.

첫째, 도서  정보서비스 연계 상으로서의 문도서 이다. 도서  정책에서는 도서  정보서

비스 연계 확 방안으로 출증 공유시스템 ‘책이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확 를 

해 문도서 이 참여도서 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다. 여기에서의 문도

서 의 역할은 도서 에 소장 인 유무형 자료의 출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이슈는 사립 문도서 의 경우 공공서비스 역에 참여하는 것이 원활할지

에 한 문제와 추가 인 업무 수행을 재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  역의 기 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재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해야 하며, 사서와 기 의 역할 확 로 기 이 

받을 수 있는 경제   사회  혜택에 해서도 구체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도서  유형별 생활 착형 문정보의 국민 서비스 강화이다. 문정보의 범 는 

무나 범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특히 생활 의사결정에 도움을  수 있는 사용하기 편한 

문정보(학술정보, 기후정보, 건강정보, 법률정보, 공공정보 등)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정책에서도 지 하 듯이 문정보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는 문도서 은 통합 주  

부처가 없이 다양하고, 사립 문도서 이 많아 황 악도 제 로 되고 있지 않아 이에 한 

책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 , 2019년 기  문도서 이 612개 이라면, 이러한 도서 의 소속기  유형의 구분이 필요하

고 제공하는 문정보의 유형 구분도 필요하다. 한 특정 기 에 소속된 이러한 문도서 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서  운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도서 도 공공서

비스 역으로 이끌어내기 해 도서  운 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문도서

이 사  역에 속하더라도 해당 기 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도 도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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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사람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한 문도서   우수

도서 을 표창하고 우수도서 들의 사례들을 매년 발표하면, 문도서  소속 기 장이 자랑스럽

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도서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문도서 에 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바라듯이 문도서 이 가지고 있는 

고  정보를 국민이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정부정책에서는 국민서비스 상이 

되는 문정보를 국가 환경․기후 정보, 국가 보건․의료 정보, 국가 공공 정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 인 기 은 언 하고 있지 않으며, 체를 포 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국가 공공 정보제공주체는 국가정책정보 의회 참여기 으로 보고 있으며, 주로 정부기 이

나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도서 이다(2018년 기  문도서 의회 208개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한 정책으로 문도서  황 악이 있으며, 이것이 세 번째 주요 

정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도서  황 분석 시스템 구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매년 문도서 의 황을 조사하고 갱신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문도서 에 한 황은 재 

구축되어 있는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을 통해서도 악이 가능하다. 앞에서도 언 했듯이 문도

서  운 평가에의 참여유도를 통해서 정확한 황 악이 가능하며, 매년 문도서  운 자들이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등록 시기에 자체 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즉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하는 정책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 문도서 의 사서와 운 자가 도서  운  정책에 심을 갖도

록 하는 것이 건이 된다는 것이다. 별도의 정책으로 빼 놓고 있지만, 문도서  인력 황 악 

 모니터링 강화는 문도서  황 조사 역  인력 황 악에 포함되며, 세부 으로 문도

서  인력배치에 한 실태조사 실시  인력배치에 한 책 마련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문도서 의 정책은 문도서  문자료의 디지털화지원이다. 정부에서는 국립 앙도

서  등이 력 사업으로 문도서  소장자료와 기 에서 발행한 희귀정책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수행․지원함으로써 국민 공공정보의 개방을 확 하고 있다. 이 정책의 경우 재 문정

보 제공에 극 인 도서 을 시작으로 차 확 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도서 에 한 혜택의 체감도가 높을 경우에 나머지 도서 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 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제3차 도서 종합발 계획의 세부추진과제에서 문도서 과 련된 5개 세부 

과제를 도출해서 분석해 보았다. 해당 발 계획의 13개의 핵심과제와 36개의 추진 과제에서는 

‘ 문도서 ’이라는 키워드가 언 되지 않고, 세부과제 유형에서 5개 정도의 정책  논의가 언

되어 있다. 이는 다른 도서 의 유형에 비해 양 으로도 하게 부족하며, 심도를 나타내는 

내용면에서도 턱없이 약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도서 의 기가 지속 으로 언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에서마  희미하게 드러난다면 문도서 의 미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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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도서  련 선행연구 

앞에서도 언 했듯이 문도서 과 련된 선행연구는 다른 유형의 도서 에 비해 상 으로 

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주제는 크게 경 략  정책 안과 련된 연구, 운

평가와 련된 연구, 서비스와  가치평가와 련된 연구, 직원의 직무만족과 련된 연구, 문

도서  기 과 련된 연구, 장서개발과 련된 연구, 웹서비스 련 연구 등이다. 

경 략  정책 안과 련된 연구분야는 문도서 과 련된 다른 주제의 역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연구결과가 나온 역으로 평가된다. 일단 경쟁환경에서의 문도서  경 략 

련 연구(이용재, 2004), 국가 연구경쟁력 향상을 한 문도서  경 략(최선희, 2008), 디지

털환경에서의 문도서  경 략수립에 한 연구(황재 , 이응 , 2006), 문도서  마  

경 략(이용재, 2007), 문도서  기반의 지식경 방법론 연구(노정란, 2003), 연구정보의 효

율  유통을 한 문도서   정보센터의 력과 정책 안 연구(고형곤, 2002), CRM 기법의 

문도서  용 방안(박여원, 2004) 등으로 다양하다. 문도서 의 발 을 한 략으로 각종 

경 략이나 력방안, 그리고 마  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 히 문도서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최근에는 

련 연구가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운 평가와 련된 연구는 문도서  평가지표 개발 련 연구(박희숙, 정동열, 2008), 문도

서  운 평가를 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김상  외, 2008), 문도서  운 평가의 분석  

진단연구(한종엽, 차성종, 2013) 등이다. 문도서  역은 타 종에 비해 평가에 있어 다양한 

주의사항을 가지고 있다. 도서  상황에 맞는 자체 평가지표로 평가를 받기 보다는 모기 의 행정 

평가 지표를 그 로 용받아 상 으로 노력 비 평가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이다. 

한 도서 계 내부에서도 도서  평가를 기반으로 도서 에 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평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의 개선과 련된 연구나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 제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보여진다. 최근에 

노 희(2021)는 평가지표나 평가도 요하지만 문도서  600여 개 기   통계입력에 참여하는 

문도서 은 10%도 되지 않는 40개 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 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황을 악하고 문제 을 도출

하여 제시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발 방안을 제안하 다. 즉, 문도서  통계를 알 수 있는 수

조사의 필요성, 문도서 에 사용되는 명칭 통일의 요성(정체성 확립), 문도서 에 한 주제 

분류의 필요성, 문도서 이 통계조사에의 참여 독려, 문도서 이 기타 통계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 법원도서 , 헌법재 소 도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국가도서   

형 문도서 의 통계 입력의 필요성 등을 구체 으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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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가치평가와 련된 연구로 문도서  정보 사의 단계(김용근, 1997)는 문도

서  정보서비스에 한 고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도서  서비스 경제  가치를 평가

해(정혜경, 2005) 냄으로써 문도서 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이용자 피드백을 이용한 문도서  자게시  개선 연구(임지수, 2002), 도서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한 문도서  이용자 만족도 연구(김정희, 김태수, 2009), 디지털 환경의 

문도서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한 평가(이명희, 백 주, 2014) 등이 있다. 

직원의 직무만족과 련된 연구로 문도서  사서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의 계에 한 

연구(신두재, 1997), 기 특성과 개인환경에 따른 문도서  직원의 직무만족도 연구(한종엽, 

서만덕, 2013)가 있을 뿐이다. 사실 문도서  사서의 직무분석과, 역할에 한 연구는 매우 요

한 역이다. 이는 모기 의 역할 변화와 시 의 발 에 따라 도서 의 직무와 사서의 역할은 

지속 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문도서  사서의 역할의 변화가 타 종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결과에 따라 문도서 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 그리고 이를 한 교육과정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밝 지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도서 의 경우 직무분석연구와 역할모색 연구가 상당 수 수행되었

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의 교육과정에 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문도서  기 과 련된 연구도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유형의 도서  기 이 

지속 으로 갱신됨에 따라 문도서 의 기 도 개정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지만 

이 한 활발하다고 할 수 없으며, 2003년  한국도서 기   문도서  기 의 의의와 특징

(김창근, 2004)연구와 문도서  기 의 동향과 개정방향에 한 연구(김홍렬, 2012)가 주요 

연구로 보여진다.

장서개발과 련된 연구로는 2014년에 국방 분야를 심으로 한 문도서  장서개발정책 연구

(김미라, 2014)가 있으며,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장서평가에 한 사례연구(조성자, 1992), 그리

고 장서개발을 한 공동수서의 방법과 략에 한 연구(차미경, 2001), 문도서  수서업무 

산화(신동민, 1985)가 있다. 장서평가나 장서개발은 시 의 발 에 따라 끊임없이 갱신되고 

발 으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층 이고 포 인 련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웹서비스 련 연구로는 아주 창기에 수행된 문도서  내에서의 외부 데이터베이스 이용실

태를 분석하는 연구(황 숙, 1985)와 문도서  웹페이지 설계기 (이은희, 1999), 문도서  

홈페이지의 외부 이용자 웹 근성(심우섭, 2013), 문도서  자게시 (임지수, 2002), 사서간 

메일링리스트 활용을 통한 커뮤니 이션 강화(유정인, 1999) 등이 있다. 최첨단 기술이 빠르게 

도서 에 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문도서 에서 많은 기술이 용되고 있음에도 

문도서 과 련하여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논문을 통한 기술 소통에 한 기회가 

어 효율 인 기술  데이터 공유의 부진으로 나타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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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분석해 보았을 때, 크게 네 가지의 의미 있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로 시사 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논 이 도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빅데이터를 포함한 4차 산업 명 기술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데

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소장하고 있는 문도서 에서 정보분석서비스  서비스 방법의 고도

화와 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해당기 에 소속된 사서에 의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련 연구가 문도서 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다른 유형의 도서  련 연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연구 활동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

며 연구주제도 그다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도서  기 이나 문도서  

평가는 문도서 의 수 을 끌어 올리는 주제로 지속 인 개선연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몇 편의 연구로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문도서 에 한 장기 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체의 문도서  장기 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문도서 이 자체 으로 

장기발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기반으로 도서 은 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사례나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 사서 차원에서 연구를 통해 문도서  반에 한 

정책 실행 수 의 장기 발 계획이 도출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필요성 

제기에 한 연구가 무하다는 것은 정책 결정에서 문도서 의 내용이 부족한 이유와 련이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의 도서  유형 구분을 살펴보면 문도서 이 하나의 종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도서 으로 분류되어 교도소 도서   병 도서 과 함께 나오

고 있다. 이는 문도서 의 정체성과 상에 한 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 문도

서  소속 사서나 연구자 모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이에 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연구설계  방법론
 

1. 연구 차

본 연구에서는 문도서  련 정부 정책과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시 에서 바라보는 문도서 의 문제 과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기반으로 문도

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 으며, 미래지향  문도서 으로서의 상과 역할 정립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2권 제3호)

- 136 -

첫째, 지난 30년 동안 수행된 연구논문들을 집 으로 분석하여 연구수행 수, 연구수행 내용, 

이들이 제기하는 문도서 의 문제 들과 그들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분석하 다. 

둘째, 제3차 도서 종합발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도서  발  방안을 조사하 으며, 

문도서  부분이 체에서 차지하는 비 과 주요안건에 해서 조사하 다. 그리고 그 정책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여 제시하고자 하 다. 

셋째, 문헌분석결과와 정부정책에서 도출한 이슈와 문제 을 도출하고, 문도서 이 다른 

종의 도서 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이 있고 문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도서 으로서의 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 으며, 이에 해서도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 다. 

마지막으로 문도서  발 방안을 제안하 으며, 문도서 과 련하여 매우 미진한 연구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정부정책의 다양화를 한 제안을 하 다. 

단계  연구 차 연구 내용

1단계 문헌분석
- 지난 30년간의 연구논문 분석

- 제3차도서 종합발 계획에서 문도서  련 정책 도출

2단계 문도서  련 문제   이슈 도출
- 정부정책에서 나타난 문도서 에 한 심

- 학계의 연구결과물에서 나타난 문도서  이슈

3단계 이용자 인식조사를 한 설문 - 사서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행

4단계 문도서  활성화 방안 제시
- 인식조사결과  문헌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문도서  활성화 방안 

제시

<표 1> 연구 차  연구내용

2. 설문설계

본 연구는 학계에서는 물론 국가에서도 문도서 에 한 심이 매우 조하다는 문제제기에

서 시작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정책에서 문도서 이 언 되는 정도나 학술지에 실린 문

도서  련 주제의 논문의 계량 인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문도서 에 한 국가  학계의 심을 높이기 해서는 문도서  련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문도

서  황을 악하는 문항, 재 문도서 에서 사서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  역할, 문사서의 

상, 문도서 의 문제, 문도서  활성화를 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 지원 등으로 구분되었

으며,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도서 에 한 이슈화가 곧 문도서  발 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도서

에 한 여러 가지 이슈에 해서 언 하여 문도서  사서의 역할  직무에 한 황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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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표 2>와 같은 설문문항을 개발하 으며, 문도서  운 평가 련 

연구(김상  외, 2008; 박희숙, 정동열, 2008; 한종엽, 차성종, 2013), 도서 서비스 품질 련 연

구(이명희, 백 주, 2014; 임지수, 2002), 직무만족 련 연구(한종엽, 서만덕, 2013), 문도서  

기 련 연구(김창근, 2004) 등을 총체 으로 참고하 다. 

구분 설문내용 측정방법 문항 수

일반사항
성별 (남, 여)

단일선택 2
연령  (30 , 40 , 50 , 60  이상)

문도서  

운  황

근무하는 기 의 도서 의 명칭 (자료실, 도서 , 정보센터, 기타)

단일선택

7

소속 문도서  유형 (정부부처, 공공기 , 연구기 , 기업체, 기타)

소속부서 (도서  단독, 사업(연구)기획, 경 (행정)지원, 지식정보, 성과확산(출 , 

홍보), 정보화, 기타)

운 인력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업무 임여부 ( 임, 겸임)

도서  운 (장서 리) 산 집행 방식 (도서  자체 산, 소속부서 운 비, 

타 부서 사업비 할당, 기타) 

회원으로 가입한 의체 (한국도서 의회, 한국 문도서 의회, 국가정책정보

의회(국립 앙도서 ), 한국학술정보 의회(국회도서 ))
복선택

문도서 의 

역할 인식

구성원 개인의 요청 자료 확보  제공

5-Likert
10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한 장서 구성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한 분석 자료 생산(동향 리  등)

기  산출물 리  보존(출 , 작권, 보존 공간 리 등)

교양 도서의 출 반납

기  홍보  성과확산(이벤트, 홍보자료 배포, 정보시스템운  등)

회의  세미나 지원(공간, 장비, 자료 등)

유  도서  력 서비스 기획 운

국민 정보제공 서비스(공간, 특화자료 제공 등)

기타 의견 자유 응답

문도서  운  

문제  인식

정책결정에 문도서  사서의 개입 부족

5-Likert
15

기 의 사  역으로 인식되어 정책 입안 시 배제되는 경향

공동체 자체 으로 정책 이슈 제기에 소극 인 분 기

문헌정보학계의 심 부족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심 부족

기  구성원의 이해 부족

기 장의 이해 부족

정책  지원이 가능한 강력한 통합 의체의 부재

문 분야  운  차이에 따른 문도서  유형 구분의 부재

주제  운  차이에 따른 유형별 소통 채 의 부재

과도한 겸임 업무

공동 활용을 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 미흡

독립 산 운 의 부족

주요 담당업무 상이로 인한 통합 의견 수렴의 어려움

기타 의견 자유 응답

<표 2> 설문구조  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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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2021년 1월 5일부터 3월 20까지 거의 세 달간 진행되었으며, 문도서  통계시스템에 

등재된 문도서   Every 5th 도서 들을 상으로 화를 걸어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121개

 화), 긴 기간의 노력에도 설문지의 회수율이 낮아 문도서 회의 커뮤니티 방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조를 요청하 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회수율은 40.49%이다. 

 

Ⅳ. 결 과

1. 인구통계학  특성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분석하 다. 총 51명의 응답자  남자는 41.18%(21명), 

여자는 58.82%(30명)로 나타났다. 연령은 50  52.94%(27명), 40  35.29%(18명), 30 와 60  

이상이 각각 5.8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3>과 같다. 

구분
성별 연령

남 여 계 30 40 50 60  이상 계

N 21 30 51 3 18 27 3 51

% 41.18 58.82 100.0 5.88 35.29 52.94 5.88 100.0

<표 3>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설문내용 측정방법 문항 수

문도서  

활성화 방안

도서 종합발 계획수립 시 극 인 의견 개진

5-Likert
15

문도서 의 특성을 반 한 자체 장기 정책추진 계획 수립

도서  통계의 극 참여를 통한 황 평가

운  황 악을 통한 유형별 지원 정책(주제별, 모기  유형별 등)

문도서  통합 의체 권한 강화로 실질  운  지원 역할 증

공식 인 유형별 의체 운 을 통한 력 로그램 개발

인력  업무 우선순  보장을 한 지침 개발

소통  교육의 문성 강화

공유 가능한 정보원 통합 구축  공동 활용 기  운

확정 이고 안정 인 독립 산 지원

통합 의체 주도의 핵심 자원 공동구매 지원

문도서  인식 개선 자료 개발(우수 사례집 등)

문도서 의 독  특화 정보를 활용한 민 서비스 개발

직무분석을 통한 재교육  학부교육과정 개발

향후 문도서  지원 정책 개발을 한 기타 의견 자유 응답

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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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도서  운  황

문도서  운 황에서는 근무하는 기 의 도서  명칭, 소속 문도서  유형, 소속부서 등

을 포함하여 7가지 항목에 해서 조사하 으며, 이는 설문응답자의 일반 인 배경을 악할 뿐만 

아니라 통계나 평가 등을 통해서 악하기 힘든 정보를 조사하고자 함이다. 

가. 근무하는 기 의 도서  명칭 

근무하는 기 의 도서  명칭을 조사한 결과, 도서 이라는 명칭이 41.18%로 가장 높았고, 자

료실은 23.53%이다. 기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35.29%(18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술정보실

(6건), 정보자료실(3건), 도서실(3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홍보실이나 으

로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명칭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직 으로 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모 기 의 이용자에게 부서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를 

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타 종에 비해 문도서 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기타로 응답한 명칭  홍보실이나  등 도서 임을 알 수 

없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담당 사서 뿐만 아니라 

기  운 자와 연구자, 그리고 국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분 N %

자료실 12 23.53

도서 21 41.18

정보센터 0 0.0

기타 18 35.29

계 51 100.0

<표 4> 근무하는 기 의 도서  명칭 

나. 소속 모기 의 유형  소속부서 

설문응답자가 근무하는 도서 의 소속 모기 의 유형  소속 부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소속기 으로 연구기 이 52.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  23.53%, 정부부처 17.65%, 기업체 

5.8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 모집단을 표하는 비율은 아니며, 다만 응답자의 소속기 만

을 보여주고 있다. 한 소속부서를 조사한 결과, 지식정보담당부서 29.41%, 도서  독립부서 

 성과확산(출 , 홍보)부서 각각 23.53% 등으로 나타났다. 타 종의 도서 에 비해 문도서

은 소속 기 에 따라 이용자 상이 연구 지원, 기 의 문제 해결, 업무 능력 향상, 휴게 등 

기 되는 도서  핵심 업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소속 부서에 따라 도서  업무 그 이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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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조사를 통해 모기 의 유형과 소속 부서의 황을 악하여, 향후 문

도서  사서에 한 재교육 로그램의 세분화  문도서  지원정책 참조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와 것과 같이 독립부서의 비율 못지않게 지식정보담당부서, 성과확산부서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속 부서의 경우 기 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지식을 다루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부서의 소속이 되는 것이 합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  독립부서인 경우나 

지식정보담당부서 등은 련성이 있어 보이고 도서  련 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공감 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모기  유형  부서 N %

소속 모기 의 

유형

정부부처 9 17.65

공공기 12 23.53

연구기 27 52.94

기업체 3 5.88

계 51 100.0

소속부서

도서  독립부서 12 23.53

사업(연구)기획부서 3 5.88

경 (행정)지원부서 3 5.88

지식정보담당부서 15 29.41

성과확산(출 , 홍보)부서 12 23.53

정보화부서 6 11.77

기타 0 0.0

계 51 100.0

<표 5> 소속 모기 의 유형  소속 부서

다. 도서  운  인력 수  업무 담 여부

설문응답자가 근무하는 도서 의 도서  인력을 보았을 때 1인 도서 과 4인 이상인 곳이 각각 

41.18%를 차지했으며, 아  없거나 2인 이상인 곳이 10% 정도 되었다. 설문 응답 도서 만을 

보았을 때 문도서  간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도서 이거나 4인 이상인 

경우가 각각 반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한 겸임의 비율을 보았을 때 50% 수 으로 도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의 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  내 도서 의 

상  요구 업무 변화 는 소속부서에 따른 사서의 문성에 한 필요 결여, 선임 사서의 

정년 후 사서직 외 신규 직원 체 채용 등, 최근 문도서  커뮤니티 내에서 두되고 있는 

문도서 의 사서 채용에 한 우려가 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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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운 인력 수

1인 21 41.18

2인 0 0.0

3인 9 17.65

4인 이상 21 41.18

계 51 100.0

임 여부

임(도서  운 만) 27 52.94

겸임(소속부서의 다른 업무 포함) 24 47.06

계 51 100.0

<표 6> 도서  운  인력 수  업무 담 여부

라. 운 (장서 리) 산 집행 방식

장서 리 산을 포함한 도서  운 비 체의 평균으로 집행 방식을 조사한 결과, 도서  자체

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76.4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정 이다 볼 수 있다. 그러나 25%에 해당하는 도서 이 타 부서의 사업비를 활용하거나 소속부

서의 운 비로 운 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도서 의 산 집행은 기  

내 체 산에 큰 향을 받으며, 회계연도에 따라 규모와 집행 방식의 변경이 많은 역이다. 

한, 타 종에 비해 집행에 한 해석이 매우 까다로워서 소속 기 의 성격에 따라 집행의 

성 시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역으로 본 조사를 통해 문도서  산 집행 황을 공유하여 

운 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도서 의 안정 이고 자율 이며, 창의 인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 도서  산 집행 방식을 도서  자체 산 책정방식으로 차츰 환

하는 것을 권장한다.

구분 N %

도서  자체 산 39 76.47

소속부서 운 비 6 11.77

타 부서 사업비 활용 6 11.77

기타 0 0.0

계 51 100.0

<표 7> 운 (장서 리) 산 집행 방식

마. 회원으로 가입한 의체 

응답자가 소속된 문도서 이 회원으로 가입한 의체를 분석한 결과, 체가 한국 문도서

의회에 가입하 으며, 국가정책정보 의회와 한국학술정보 의회에 각각 42개, 한국도서

의회에 36개가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이 외에 기타로 FAO 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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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 종의 도서 과 달리 문도서 은 하나의 독립 기 의 성격을 가지기 힘들 뿐만 아니

라 최근에는 기  내에서도 독립부서가 아닌 부서 내 단일 업무로 운 되는 추세이다. 한 학

도서 이나 학교도서 , 공공도서  같이 정부 부처를 구심 으로 하는 단체의 지원을 받기 어려

운 실정이다. 회와 같은 이익단체에서 문도서 이 처한 상황에 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공동

의 문제와 특화된 문도서  유형별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본 조사 

결과 이에 한 필요성을 느낀 문도서 의 회에 한 가입률은 비교  높으며, 이는 정 이 

효과라고 단이 되지만 한국도서 회에 한 가입률이 낮은 원인에 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고 단된다. 

구분 N 비고

한국도서 의회 36

한국 문도서 의회 51

국가정책정보 의회(국립 앙도서 ) 42

한국학술정보 의회(국회도서 ) 42

기타 3 FAO한국 회

<표 8> 회원으로 가입한 의체 ( 복 응답)

3. 문도서 에 한 문제   활성화 방안

문도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본 장에서는 문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문도서 의 운 상의 문제 을 악하 으며, 사서들이 생각하는 

문도서  활성화 방안에 해서 조사하 다. 

가. 문도서  역할에 한 인식

먼 , 사서들이 문도서 의 역할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해 질의하 으

며, 결과는 구성원 개인의 요청 자료 확보  제공(4.77),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한 장서 구성

(4.53), 기  산출물 리  보존(출 , 작권, 보존 공간 리 등)(4.53),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

을 한 분석 자료 생산(동향 리 , 리포트 메일링 등)(4.12)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도서 의 

역할은 주로 구성원들의 업무와 연구를 지원하기 한 장서개발과 분석서비스인 것으로 보이며, 

문도서 의 설립목 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진다. 기타 의견으로 소속

부서의 특성상 연구지원 기능 외 연구성과 분석 등의 업무 개발 역할, 소속 구성원만을 한 서비스 

상을 확 하여 지역  국민 서비스로 확 , 모기 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어떤 역할이든 조력

하기, 문지식정보 구축  심층정보서비스 제공 보다 구체 으로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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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N % M Std

구성원 개인의 요청 자료 

확보  제공

 요하지 않다 0 0.0

4.77 0.428

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0 0.0

요하다 12 23.53

매우 요하다 39 76.47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한 장서 구성

 요하지 않다 0 0.0

4.53 0.703

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6 11.77

요하다 12 23.53

매우 요하다 33 64.71

구성원 업무 능력 향상을 

한 분석 자료 생산

(동향 리 , 

리포트 메일링 등)

 요하지 않다 0 0.0

4.12 0.683

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9 17.65

요하다 27 52.94

매우 요하다 15 29.41

기  산출물 리  보존

(출 , 작권, 

보존 공간 리 등)

 요하지 않다 0 0.0

4.53 0.703

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6 11.77

요하다 12 23.53

매우 요하다 33 64.71

교양 도서의 출 반납

 요하지 않다 0 0.0

3.41 0.92

요하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18 35.29

요하다 18 35.29

매우 요하다 6 11.77

기  홍보  성과확산

(이벤트, 홍보자료 배포, 

정보시스템운  등)

 요하지 않다 0 0.0

3.88 0.84

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12 23.53

요하다 24 47.06

매우 요하다 12 23.53

회의  세미나 지원

(공간, 장비, 자료 등)

 요하지 않다 6 11.77

3.29 1.188

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2 23.53

요하다 21 41.18

매우 요하다 6 11.77

유  도서  력 서비스 

기획 운

 요하지 않다 3 5.88

3.77 1.124

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3 5.88

요하다 27 52.94

매우 요하다 12 23.53

국민정보제공서비스

(공간, 특화자료 제공 등)

 요하지 않다 0 0.0

3.59 1.043

요하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15 29.41

요하다 15 29.41

매우 요하다 12 23.53

<표 9> 문도서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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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도서  운 상의 문제  

문도서  운 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 으로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헌정보학계의 

심 부족(3.94)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문도서  련 연구논문의 부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 다. 문도서  사서들도 문도서  련 정책이나 연구논문을 지속 으

로 발표하고 도서  장기발 계획에도 문도서  발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야 하지만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극 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 

자체 으로 정책 이슈 제기에 소극 인 분 기(3.88),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심 부족(3.82), 

기  구성원의 이해 부족(3.82), 정책  지원이 가능한 강력한 통합 의체의 부재(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도서 의 문제 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 독립된 기구가 아닌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소속부서의 한 업무로 인식, 독립된 

업무 인식 필요, 기타 업무의 겸직과 더불어 도서  업무의 비 이  낮아져 운 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 문도서 은 특히 1인 사서 비율이 높아 소수직렬인 경우 승진 포상에서 소외  업무 

추진 시 공감  형성 어렵고 안에 차순  등이라는 매우 실 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항 N % M Std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서의 의견 개진 

참여 기회 부족

 그 지 않다 3 5.88

3.71 1.238

그 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3 5.88

그 다 21 41.18

매우 그 다 15 29.41

기 의 사  역으로 

인식되어 정책 입안 시 

배제되는 경향

 그 지 않다 0 0.0

3.53 1.102

그 지 않다 12 23.53

보통이다 12 23.53

그 다 15 29.41

매우 그 다 12 23.53

공동체 자체 으로 

정책 이슈 제기에 

소극 인 분 기

 그 지 않다 0 0.0

3.88 0.973

그 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9 17.65

그 다 21 41.18

매우 그 다 15 29.41

문헌정보학계의 

심 부족

 그 지 않다 0 0.0

3.94 0.947

그 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6 11.77

그 다 24 47.06

매우 그 다 15 29.41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심 부족

 그 지 않다 3 5.88

3.82 1.053

그 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6 11.77

그 다 27 52.94

매우 그 다 12 23.53

<표 10> 문도서  운 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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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N % M Std

기  구성원의 이해 부족

 그 지 않다 0 0.0

3.82 1.108

그 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9 17.65

그 다 15 29.41

매우 그 다 18 35.29

기 장의 이해 부족

 그 지 않다 0 0.0

3.59 1.099

그 지 않다 12 23.53

보통이다 9 17.65

그 다 18 35.29

매우 그 다 12 23.53

정책  지원이 가능한 

강력한 통합 의체의 부재

 그 지 않다 0 0.0

3.82 0.865

그 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15 29.41

그 다 21 41.18

매우 그 다 12 23.53

문 분야  운  차이에 따른 

문도서  유형 구분의 부재

 그 지 않다 0 0.0

3.47 0.924

그 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15 29.41

그 다 21 41.18

매우 그 다 6 11.77

주제  운  차이에 따른 

유형별 소통 채 의 부재

 그 지 않다 0 0.0

3.59 0.853

그 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5 29.41

그 다 24 47.06

매우 그 다 6 11.77

과도한 겸임 업무

 그 지 않다 6 11.77

3.29 1.375

그 지 않다 12 23.53

보통이다 6 11.77

그 다 15 29.41

매우 그 다 12 23.53

공동 활용을 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 미흡

 그 지 않다 3 5.88

3.35 1.036

그 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8 35.29

그 다 18 35.29

매우 그 다 6 11.77

독립 산 운 의 부족

 그 지 않다 3 5.88

3.12 1.143

그 지 않다 15 29.41

보통이다 12 23.53

그 다 15 29.41

매우 그 다 6 11.77

주요 담당업무 상이로 인한 

통합 의견 수렴의 어려움

 그 지 않다 3 5.88

3.59 1.203

그 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5 29.41

그 다 12 23.53

매우 그 다 15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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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도서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에서 제시된 문제 을 극복하면서 문도서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의견을 조사 하 으며, 이에 한 응답으로 소통  교육의 문성 강화와 확정 이고 안정 인 

독립 산 지원이 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도서 의 특성을 반 한 자체 장기 정책추진 

계획 수립과 도서  운  황 악을 통한 유형별 지원 정책 마련(주제별/모기  유형별 등)이 

각각 3.94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에 한 의견을 참조하여 정책입안자 

 운 자들의 극 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 도서 종합발 계획에 문도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하고, 독립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침이 있으면 안정 인 운 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개인이나 기

의 어려운 은 법률이나 지침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문항 N % M Std

도서 종합발 계획 수립 시 

극 인 의견 개진

 요하지 않다 0 0.0

3.88 0.973

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9 17.65

요하다 21 41.18

매우 요하다 15 29.41

문도서 의 특성을 

반 한 자체 장기 

정책추진 계획 수립

 요하지 않다 0 0.0

3.94 0.732

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15 29.41

요하다 24 47.06

매우 요하다 12 23.53

도서  통계의 

극 참여를 통한 

황 평가

 요하지 않다 0 0.0

3.59 0.779

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21 41.18

요하다 21 41.18

매우 요하다 6 11.77

도서  운  황 악을 

통한 유형별 지원 정책 마련

(주제별/모기  유형별 등)

 요하지 않다 0 0.0

3.94 0.947

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15 29.41

요하다 15 29.41

매우 요하다 18 35.29

문도서  통합 의체 

권한 강화로 

실질  운  지원 

역할 증

 요하지 않다 0 0.0

3.71 0.965

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24 47.06

요하다 9 17.65

매우 요하다 15 29.41

<표 11> 문도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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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N % M Std

공식 인 유형별 

의체 운 을 통한 

력 로그램 개발

 요하지 않다 3 5.88

3.47 1.046

요하지 않다 3 5.88

보통이다 21 41.18

요하다 15 29.41

매우 요하다 9 17.65

인력  업무 우선순  

보장을 한 지침 개발

 요하지 않다 0 0.0

3.77 1.012

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15 29.41

요하다 15 29.41

매우 요하다 15 29.41

소통  교육의 

문성 강화

 요하지 않다 0 0.0

4.06 0.645

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9 17.65

요하다 30 58.82

매우 요하다 12 23.53

공유 가능한 

정보원 통합 구축  

공동 활용 기  운

 요하지 않다 0 0.0

3.77 0.651

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18 35.29

요하다 27 52.94

매우 요하다 6 11.77

확정 이고 안정 인 

독립 산 지원

 요하지 않다 0 0.0

4.06 0.947

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3 5.88

요하다 24 47.06

매우 요하다 18 35.29

통합 의체 주도의 

핵심 자원 공동구매 지원

 요하지 않다 0 0.0

3.82 0.932

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9 17.65

요하다 24 47.06

매우 요하다 12 23.53

문도서  인식 개선 

자료 개발

(우수 사례집 등)

 요하지 않다 0 0.0

3.65 0.913

요하지 않다 9 17.65

보통이다 6 11.77

요하다 30 58.82

매우 요하다 6 11.77

문도서 의 독  특화 

정보를 활용한 

민 서비스 개발

 요하지 않다 0 0.0

3.29 1.188

요하지 않다 18 35.29

보통이다 12 23.53

요하다 9 17.65

매우 요하다 12 23.53

직무분석을 통한 

재교육  학부교육과정 

개발

 요하지 않다 3 5.88

3.53 1.046

요하지 않다 6 11.77

보통이다 9 17.65

요하다 27 52.94

매우 요하다 6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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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도서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문도서 에 한 이슈화가 곧 문도서  발 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문도서  정책 고도화를 한 여러 가지 이슈를 발굴하고자 하 다. 문도서  운 이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여러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을 통해 언 되고 있으며, 문도서  

사서들도 문도서 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상, 기존 정규직 사서의 은퇴 후 임인력 미충원 

등으로 인해 문도서  업무를 온 히 수행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합 인 일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분석을 통해서 보았을 때 문도서 은 학계에서도 

국가에서도 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 했지만, 문도서 만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지난 40년 동안 100편이 되지 않는다. 해외의 경우 문도서  학술지까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도 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문도서  사서 상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문

도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 운 측면과 련하여 문도서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력보강, 산확충, 

독립된 공간확보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나 있으며, 이에 한 개선은 시 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입안자  이용자들의 문도서 에 한 인식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높이

기 해 문도서 에 한 명칭을 통일 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문도서  

소속부서도 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도 어느 정도 지식을 다루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부서의 소속이 되는 것이 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도서  사서의 역할 확 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문도서 의 역할은 주로 구성원들의 업무와 연구를 지원하기 한 장서개발과 분석서비스인 

것으로 보이며, 문도서 의 설립목 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데이터분석을 포함하여 회색문헌의 극 인 수집과 보존 역

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는 도서 이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공간이 아닌 

창의  공간  토론의 공간, 아이디어를 창출되는 쉼의 공간임을 고려할 때 공간서비스를 확 하

는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문도서  운 시에 기 내외의 극 인 참여와 심이 필요하고 이를 유도함으로써 

문도서 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  내부 으로 조직 내에서 사서들이 극 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여 도서 에 한 정책 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 으로는 국가발 계획에 문도서  련 과제가 거 포함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문도서 에 한 정부지원을 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도서  활성화 방안에 한 사서 인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에 한 의견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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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에서 가장 요한 것은 소통  교육의 문성 강화와 확정 이고 안정 인 독립 산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문도서  만의 독립 인 산이 연간 확보된다면, 책임자가 1년간의 사

업계획을 독자 으로 수립하고 그 성과를 내서 독립 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도서  통계에의 극 참여를 통한 황 평가도 매우 요하게 생각된다. 국가도서 통

계시스템을 보면 610여개의 도서   40여개 문도서 만이 통계입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  국민에게 문도서 에 한 심을 낮게 할 뿐만 아니라 극성의 

부재로 단하여 한정된 산을 기반으로 산계획을 수립하는 정부로서 은 산을 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도서 의 특성을 반 한 문도서 장기발 계획을 독자 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도서 이나 학교도서 이 종별로 장기발 계획을 수립함으

로써 학도서 이나 학교도서 을 심으로 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지속 인 발 을 모색하듯

이 문도서 의회나 특정 구심체를 기반으로 문도서  자체 장기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인식조사를 통해서 문도서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 으며, 문헌분석

의 상은 KCI에 등재된 논문과 제3차도서 종합발 계획에 나타난 문도서  련 정책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문도서  련 이슈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문도서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에서 핵심 인 사안을 심으로 문도서  활성

화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 종합발 계획에 문도서  발 계획과 련한 내용을 보강하여야 한다. 재 조

사된 부분을 살펴보면 련 부분이 무 약하다. 문도서  문자료의 디지털화 지원, 문도서

 황 악, 문도서  인력 황 악  모니터링 강화, 법률 문도서  역할 강화 등으로 

편 이거나 보조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도서 에 총체 인 근

하여 문도서  종합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와 연 해서 도서 종합발 계획에 포

이고 체계 으로 반 되어야 한다. 결론 으로 별도의 문도서  종합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

하고 이 내용이 제4차 도서 종합발 계획에 상당한 비 으로 반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 문도서  주제지도를 통해 상세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다. 2019년 기  6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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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도서 의 유형, 주제 등이 총체 으로 분석되고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정부나 

발 계획에서 문도서 에 한 비젼을 제 로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체 문도서 의 황을 악하고 규모별, 주제별, 유형별 분류가 선행될 필요

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구체 이고 인지  실행이 가능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문도서 에 한 구분을 기 으로 여러 개의 의체를 구성해서 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 인 문도서 의 정체성 확립을 한 통합 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특화된 

설립목 에 의해 운 되는 모기 을 지원하는 문도서 의 특성상 600여개가 통합된 의체는 

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  주체별, 주제별, 규모별, 지역별 의체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통합 

의체를 지원하고 의체 심으로 문도서 이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활성화된 의

체에 소속된 도서 들은 다양한 종의 각종 의체에도 극 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문도서  운  활성화에 가장 요한 요소인 사서의 직무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공공도서 이나 학도서  사서의 직무분석연구를 수행된 바 있으나 문도서  사

서의 직무분석연구 수행은 부족한 실정이며, 직무분석 연구도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해서 여러 

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한 역량이 도출이 되고,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한 재교육

과정  학부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무분석결과, 필요역량을 알아야만 학부생도 

문도서 에 취업하기 한 명확한 커리어 패스 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문도서 이 수행할 수 있는 문정보서비스가 개발될 필요도 있다. 문도서 은 분

명히 공공도서 과는 다른 정보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다른 각도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방

법 등이 요구될 것이다. 문도서 에 한 깊은 통찰력과 경험을 가지고 문도서  서비스 모형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빅데이터, AI, VR 등을 포함한 4차 산업 명 기술이 일반화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용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을 문도서 이 선도 으로 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모기 의 성과 리  확산을 한 재가공 데이터 생산 등 문도서 이 모기

에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 인식될 수 있는 서비스도 기획되어야 한다. 

여섯째, 문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  국가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공유가능한 

정보원을 통합 으로 구축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문도서  

문자료의 디지털화지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때 각 주제별, 규모별로 표 문도서 을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문도서 은 도서  평가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도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참여한 도서

  우수도서 에는 격 인 혜택과 함께 국가로부터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발  

참여를 독려하여야 정확한 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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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문도서  우수사례집의 발간도 필요하다. 사실 문도서 에 한 사례를 찾고자 하

지만 종합 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문도서 의회를 통해 자발 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지만 최신성을 반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발행 간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 인식에도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문도서 이 소속된 기 장과 소속 구성원의 인식에도 

지 한 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결정자의 정책 수립에도 향을 주게 될 것이다. 공공

도서 이나 학교도서 의 경우 우수사례집 발간이 용이하도록 한국도서 회 차원의 공모 이

나 로그램 공모 사업 등이 진행되고,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등을 통해 우수사 발굴을 지원하

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매년 새로운 우수도서 을 발굴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문도서 의 

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이슈를 기반으로 한 향후 정책방향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으로 문도서  련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문

도서 이 도서 의 서비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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