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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관의 3대 요소

다 .자료 =  장서

다 .장서관리

라 .KANO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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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3대 요소 1.  시작하며

자료

공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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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장서

라틴어 collecta

프랑스어 collecte

1.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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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관리 1 1.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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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관리 2

도서(자료)선택
(~1950년대)

장서구성
(1960년대)

장서개발
(1970년대)

장서관리
(1980년대~)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자 요구와의
연계성과 전략적(협력적) 개발의

중요성

자료출판량 급증,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자 요구와의

연계성과 전략적(협력적) 개발의
중요성

선택방침
장서계획

출처: 윤희윤, 2014. 장서관리론

장서관리의 시계열적 발전과정

√ 정의: 장서선택, 수집, 장서구성과 개발 등과 혼용되거나 포함하는 상위개념

√ 학계: 체계적 유지와 관리에 더 주목

√ 실제: 선택, 예산, 이용행태 분석, 전자, 장서폐기와 보존에 치중

1.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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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관리 3

이제는 더 이상 …

1.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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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관리 4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

비워야만 채워지리니…

1.  시작하며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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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O분석

Not 
Achieved

Fully 
Achieved

Very Satisfied

감동품질요소
(Excitement)

◈ 인력 역량 강화 성능품질요소

(Performance)

◈ 추가 공간 확보

기본품질요소
(Basic)

◈ 자료 ◈ 인력 ◈ 공간
◈ 불필요한 자료 제거

Dissatisfied

Must be

1.  시작하며



가 .대학별 장서증가 현황(2011-2015)

나 .대학별 면적대비 도서 수(건평 기준)

다 .성균관대 수장공간 대비 도서 수

라 .대학별 면적대비 적정 도서 수

마 .구입도서 평균단가

바 .대학별 수장공간 현재가치

사 .장서증가량 vs .  장서폐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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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장서 증가 현황(2011-2015)

대학별 장서증가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경희대 51,283 29,781 31,055 3,099 68,023

고려대 99,793 131,306 83,679 61,623 55,144

성균관대 56,067 -1,300 34,026 17,396 46,844

연세대 45,740 40,739 56,651 57,563 189,293

한양대 109,057 50,019 58,658 129,020 55,641

2.  무엇이 문제인가

출처: 학술정보교류협의회 ACL 통계집 2012, 20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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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면적 대비 도서 수(건평 기준)

구 분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면적(㎡) 20,812 49,778 43,318 65,309 25,699

소장 책 수(권) 1,489,436 2,778,025 1,917,256 2,440,652 1,525,864

면적 대비 책 수(권) 72 56 44 37 59

출처: 학술정보교류협의회 ACL 통계집 2012, 2014, 2016

대학별 면적 대비 도서 수

2.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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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收藏공간 대비 도서 수

구 분 제1서고 제2서고 킹고하우스 국내자료실 국외자료실

면적(㎡) 964.09 1,141.98 424.38 2,855.52 885.52

소장 책 수(권) 197,785 150,382 81,768 240,381 85,847

면적 대비 책 수(권) 205 132 193 84 97

* 중앙 기준(제3서고, 법대 제외)

2.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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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면적 대비 적정도서 수 2.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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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면적 대비 적정도서 수 2.  무엇이 문제인가

* 적정 수장공간은 연면적의 30%를 적용함

** 한계 수장 책 수는 개가제 : 폐가제 = 7:3을 적용, 한계 수장률을 85%로 적용

- 1㎡당 개가=113권, 2열 6단 양면서가 600권 / 5.3㎡(서가당 바닥면적)

- 1㎡당 폐가=189권,  2열 7단 양면서가 700권 / 3.7㎡(서가당 바닥면적)

참조: 윤희윤. 2014. 장서관리론

바꾸어 말하면 추가적인 장서 폐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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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도서 평균단가

2016년 성균관대 구입도서 평균단가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구 입 비 용(원) 829,408,682 675,074,980 1,504,483,662

구 입 책 수(권) 26,898 9,486 36,384

단 가(비용/책 수) 30,835 71,165 41,350

출처: 성균관대 2016 Annual Report

2.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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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수장공간 현재가치

대학별 1㎡당 현재 가치

구 분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적정면적 대비 책 수(권) 239 186 148 125 198

환 산 가 격(원) 9,882,685 7,691,127 6,119,821 5,168,768 8,187,329

* 성균관대 2016 평균단가 적용

2.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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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증가량 vs. 장서폐기량 2.  무엇이 문제인가



가 .장서폐기의 개념적 정의

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다 .대학별 장서폐기 현황

라 .성균관대 장서폐기 책 수(2011-2015)

마 .성균관대 장서폐기 사유

바 .폐기도서 비교

사 .장서나이 비교

아 .가설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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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폐기의 개념적 정의 3.  장서폐기

Coll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Guides(ALA)

문헌정보학용어사전(KLA)

Weeding: 중복 및 불용자료를 보존서고로 이관하거나
다른 기관에 기증할 목적으로 서고에서 추출하거나 폐
기하는 행위

제적(deselection, weeding, withdrawal)

Withdrawal: 도서관 장서로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 대
한 소장기록에서 제거하는 과정

1.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로부터 제거하고 모든 장서기록으로부터 삭제하는
과정(withdrawal)

Deselection: 분실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된 자료를 체계
적인 ‘weeding’ 또는 ‘withdrawal’과정을 거쳐 장서에서
정식으로 제거하는 것

2. 도서관 공간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장서의 개별자료
에 대한 소장 및 이용가치를 검토하는 고정(weeding)

3. 도서의 경우 보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하여 서가에서 책을 뽑아내는 과정(deselection)

 Discard: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없애고
모든 소장기록을 제거하는 것

폐기(discard, disposal)란 소장자료 중 오손 및 파손된 도
서, 부적당한 도서 또는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도서관 장
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일

Weeding       withdrawal        deselection              discard    

제적 폐기

한미 도서관협회의 제적 폐기에 대한 개념적 정의

제적과 폐기의 개념적 스펙트럼

출처: 윤희윤. 2014. 장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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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1

도서관자료의 법적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 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 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
장이 정한다.

폐기 및 제적의 기준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이용도가 낮은 복본

연간 총 장서의 10% 내
이용가치의 상실, 훼손 또는 오손,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

기타 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한국도서관기준’의 자료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출처: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2[2016.8.4.]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3.  장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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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2

성균관대 폐기 지침

3.  장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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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장서 폐기현황(2011, 2013, 2015)

구 분 2011 2013 2015

경희대 0 15,272 10,340

고려대 661 347 2,654

성균관대 64,556 6,536 23,312

연세대 19,827 1,504 21,248

한양대 0 0 15,427

출처: 학술정보교류협의회 ACL 통계집 2012, 2014, 2016

3.  장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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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장서 폐기 책 수(2011-2015)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폐기 책 수(권) 64,556 50,982 6,536 15,628 23,312

출처: 성균관대 2011-2016 Annual Report

3.  장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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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장서 폐기 사유(2011-2015)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불용(미 이용) 도서 19,219 41,052 5,006 9,529 22,748 97,554

타 대학 학위논문 35,267 0 0 0 0 35,267

간 행 물 9,958 0 1,430 5,551 119 17,058

소재불명도서 0 9,713 0 0 0 9,713

파손, 대체 도서 112 123 100 74 444 853

기 타 0 94 0 474 1 569

합 계 64,556 50,982 6,536 15,628 23,312 161,014

3.  장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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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도서 비교: 중앙 vs. 삼성

*성균관대 Solars8 기준(2017.11.17.)

구 분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비고

중앙 25.0 27.7 26.1 22.9 23.6 23.0 21.6 22.8 24.0 28.2 2011

삼성 26.8 24.7 25.4 25.0 25.3 30.2 26.8 25.9 24.2 25.1 2012

폐기도서 주제별 현황 및 나이

3.  장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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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나이 비교 1: 서고 vs. 자료실

*성균관대 Solars8 기준(2017.11.17.)

구 분 ∑책 나이(2017-발행 년도) 책 수(권) 평균 나이(년)

킹고하우스(동양서) 992,644 47,374 21.0

국내자료실 2,380,454 235,559 10.1

킹고하우스(동) vs. 국내자료실(000-900) 장서 평균 나이

* 서고는 킹고하우스(동양서) 기준으로 작성

3.  장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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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나이 비교 2: 폐기도서 vs. 서고 vs. 자료실

*성균관대 Solars8 기준(2017.11.17.)

구 분 폐기 서고 자료실

평균 나이(년) 24.3 21.0 10.1

폐기 vs. 서고 vs. 자료실 장서 평균나이

3.  장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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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정 1

가설: 폐기도서 선정 시 주제분야별 출판연한의 차이가 없다.

109876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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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의 Xbar-S 관리도

동일하지 않은 표본 크기를 사용하여 검정이 수행되었습니다

일원 분산 분석: 폐기 대 류별

출처 DF       SS    MS      F      P
류별 9    79276  8808  61.91  0.000
오차 19160  2726238   142
총계 19169  2805514

S = 11.93   R-제곱 = 2.83%   R-제곱(수정) = 2.78%

합동 표준 편차에 근거한 평균의 개별 95% CI
수준 N   평균 표준 편차 -----+---------+---------+---------+----
000   1092  25.01      15.82                   (--*---)
100   1704  27.73      13.72                                 (--*-)
200    407  26.07       8.89                      (----*-----)
300   4191  22.98      12.27          (-*-)
400    869  23.56      10.65           (---*---)
500    466  23.03       9.81       (----*-----)
600   2313  21.57       9.02  (--*-)
700    830  22.87       8.72       (---*---)
800   5389  24.05      10.97                (*-)
900   1909  28.24      14.98                                    (-*--)

-----+---------+---------+---------+----
22.0      24.0      26.0      28.0

합동 표준 편차 = 11.93

90080070060050040030020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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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별

폐
기

폐기 상자 그림

결론: P:0.000<0.05, 따라서 류별에 따른
폐기도서 지정의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 차이가 있다.

3.  장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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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정 2

가설: 폐기도서와 자료실도서간 출판연한의 차이가 없다.

결론: P:0.000<0.05, 따라서 폐기도서와
자료실도서간의 출판연한의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 차이가 있다.

3.  장서폐기

2-표본 T 검정 및 CI: 자료실, 폐기

자료실 대 폐기의 2-표본 T 검정

표준
N  평균 편차 SE 평균

자료실 235559  10.11  7.00    0.014
폐기 19170   24.3  12.1    0.087

차이 = mu (자료실) – mu (폐기)
차이 추정치:  -14.1555
차이의 95% CI:  (-14.3291, -13.9819)
차이의 T-검정 = 0 (대 not =): T-값 = -159.84  P-값 = 0.000  DF = 20226

폐기자료실

40

30

20

10

0

나
이

자료실, 폐기 상자 그림



가 .고려사항

나 .반감기

다 .선정기준 중요성 분석

라 .Crew지침

마 .해외대학 사례

바 .해외대학 사례에서 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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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4.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 효율적인 공간활용

√ 장서의 최신성

√ 관리비용(인력, 시간, 유지 등) 절감

√ 이용자 만족도

√ 기타 등등



33

반감기

√ 자료수명, 이용데이터 분석

√ 반감기: 우라늄의 반감기 원리 적용

√ 감가상각률: Lancaster → 과학기술자료 10년, 인문가학자료 15년, 소설 5년으로 폐기기준 추정

4.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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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중요성 분석

선정기준 중요성 분석 - 단행본

출처: 김미혜. 이상용, 2011.대학도서관 장서폐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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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w 지침

√ M(misleading) 오류, 부정확

√ U(ugly) 수선불가, 낡음

√ S(superseded)  신판, 더 훌륭한 자료로 대체

√ T(trivial)  내용식별 용이하지 않음

√ I(irrelevant)  부적합 자료

√ E(elsewhere, as in, may be obtained elsewhere)  신속입수자료

MUSTIE

4.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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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사례 1 4.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도서관

√ Why would a library discard books ?

√ 평균 나이: 20년 이상

√ SBCC 학생들은 최신자료를 원함

√ 공간의 문제와 자료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 MUSTIE

출처: SBCC Luria Library, http://library.sbcc.edu/blog/2010/11/17/why-would-a-library-discard-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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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사례 2 4.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 이용률, 최신성, 복본위주로 폐기

√ 단행본 약 60,000권 이상 폐기

√ 폐기 → 공간확보 → study space, 협업 공간, learning commons, maker spaces

√ 향후 계획: 소장장서의 약 10% 이상을 폐기할 계획

캐나다 몬트리올, Quebec 소재 종합대학 도서관

출처: Meredith Giffin, 2016. High-yield, low-risk deselection in an academic library. I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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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사례 3 4.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 공간부족

√ 대상: 50년 이상 인문사회과학(철학,종교,역사,정치,사회,교육,심리 등) 자료 중 일부

- 시간의 제약 때문

√ 폐기기준

- 과거 20년 동안의 이용률

- 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 여부

√ 폐기자료 중 e-book으로 대체 가능한 자료는 대체

- WorldCat, Amazon, the Gutenberg Project, Google Trust, HathiTrust 등 활용

- 저작권 free 자료 및 저렴한 sources

미국 뉴욕 Garden City 소재 대학 도서관

출처: Victor T. Oliva, 2016. Deselection of print monograph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digital ag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28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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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사례에서 본 시사점 4.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가 .우리가 책을 못 버리는 이유?

나 .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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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책을 못 버리는 이유 ? 4.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1.  수치(장서 수) 강조1.  수치(장서 수) 강조

2.  업무 과중에 따른 후 순위

1.  수치(장서 수) 강조

2.  업무 과중에 따른 후 순위

3.  버리는 거 자체에 대한 불만

1.  수치(장서 수) 강조

2.  업무 과중에 따른 후 순위

3.  버리는 거 자체에 대한 불만

4.  책을 신성시함

1.  수치(장서 수) 강조

2.  업무 과중에 따른 후 순위

3.  버리는 거 자체에 대한 불만

4.  책을 신성시함

5.  본질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념

1.  수치(장서 수) 강조

2.  업무과중에 따른 후 순위 업무

3.  버리는 거 자체에 대한 불만

4.  책을 신성시함

5.  본질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념

출처: Meredith Giffin, 2016. High-Yield, Low-risk deselection in an academic library, IFLA

Slot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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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는 또 다른 시작

√ 책 선정부터 고민

5. 나오며提言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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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