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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디지털화 수 을 평가하기 한 항목을 개발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디지털도서  련 

문헌을 분석하고, 문가 자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13가지 차원의 비교축을 도출하 다. 이는 수서, 

장서(물리 ․온라인컬 션), 분류목록, 출반납, 참고서비스, 이용자서비스, 도서 로그램서비스, 공간서비스, SNS

서비스, 도서 의 조직  직원, 장비제공서비스, 차세 서비스, ‘우리 도서 의 디지털화 수 의 디지털화 수 ’ 등이다. 

1차 으로 도출된 디지털화수  평가항목에 해 장사서들의 검증과정을 거치기 해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체 으

로 보았을 때 통  평가항목의 성에 한 평균은 3.82이고 디지털 평가항목의 성에 한 평균은 4.08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의 디지털화 수 을 평가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항목들은 상당히 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items for evaluating the level of the digitization of libraries. 

For this purpose, it analyzed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underwent a convergence 

process of 10 experts, and finally derived an axis of 13 different dimensions comparing the digitization 

of libraries. The axis is composed of acquisitions, collections (physical and online collections),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circulation service, reference, user service, SNS service, the library’s organization and 

staff, device providing service, next-generation service, and status of our librar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librarians to secure the validation of the primarily derived evaluation items regarding libraries’ 

digitization. As a result, the average rating of the traditional evaluation items was 3.82, and the average 

rating of the digital evaluation items was 4.08.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o evaluate the digitized level of libraries have a certain degree of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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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도서 에 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디지털도서 이 어떤 모

습을 갖추어가고 있는지에 해서는 각종 보고

서나 논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디지털도

서 은 통 인 도서 과 상호보완 으로 사

회 인 기여도를 높여 왔고 효율성에 따라 디

지털 인 측면을 취하거나 통 인 측면을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발  

 정보기술의 발 에 따라 사회의 변화요인

을 도서 에 용함으로써 도서 서비스 개선

을 모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미국

도서 회에서 공공도서 의 미래에 한 비

 의 하나로 물리 인 도서 과 가상도서

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지만(ALA 2013), 

가상도서 이 물리 인 도서 을 체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시 가 발 함에 따라 도서

이 가상도서 의 속성을 얼마나 더 많이 가

지게 되었는지에 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도서 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하여 도서 의 미래 역할  

략 개발과 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도서 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1)는 21세

기 공공도서 의 략  비 , 목표, 략별 추

진방안, 강력한 평가  환류(모니터링) 등에 

한 발  방안을 제시하 고, 미국 학․연구도

서 회(ACRL)는 학도서 의 미래에 한 

성찰과 인구학  변화, 지구화 등의 사회․정

치․경제  환경변화와 련된 도서  발  

략을 제시하 다. 한 국 술 원회(ACE, 

Arts Council England 2013)는 인구 고령화, 

다문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도서  산 삭

감, 지방화․분권화, 소비자 행태 등의 환경변

화에 따른 미래의 도서 서비스를 측하고, 공

공도서 이 지역주민의 창조, 학습, 커뮤니티 

기능과 디지털기술  미디어 생산의 심 역

할을 하기 한 사서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

시하 다. 그 외 미국박물 ․도서 서비스기

구(IMLS)는 미국의 미래도서 을 한 비

과 디지털 통합을 실 할 수 있는 목표, 략 등

을 제시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도서 의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  

역할변화나 도서 을 이루는 구성요소의 변화

에 한 연구는 회나 국가차원에서도 수행되

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통합 수  향

상 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연구  각종 보

고서, 그리고 사례조사 등을 통해 디지털도서

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

를 통해 디지털도서 의 구성요소를 밝 냄으

로써 특정 도서 이 통 인 도서 의 특성

과 디지털도서 의 특성  어떤 요소를 더 많

이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도서 이 본 역할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

하기 해서는 디지털 인 요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통 인 요소가 도움이 될 수 있

다. 한 같은 요소라도 도서 의 상황에 따라 

디지털 인 요소의 도입이 방해가 될 수도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  디지털화 수

 평가항목을 개발하는 데 목 이 있다. 본 

연구결과 개발된 평가지표는 개개 도서 이 

자신의 치를 측정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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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도서 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 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  이론을 검토함에 있어 

디지털도서  구성요소 도출과 련된 연구를 

집 으로 검토하 다. 

먼  미래도서 의 발 방향  지속가능한 

도서 시스템 요소에 한 연구들이 있으며, 

Hendrix(2010)는 도서 계와 사서가 도서

의 미래에 해 고심하는 상황에서 도서 이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비 으로 

미국의 공공도서 을 한 효과 인 략을 개

발하여 제시하 다. 한 그는 도서 이 사용

하는 구체 인 기술이나 재정  여건 혹은 이

용자 집단의 인구학  특징에 한 것뿐만 아

니라 포 인 공공도서 의 미래에 한 실

인 략을 제시한 것으로써 각 도서 이 처

한 고유의 상황을 고려하고 략  결정을 내리

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 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해 설명하고 있다. 한 Jochumsen, 

Skot-Hansen, 그리고 Rasmussen(2012)은 가

상도서 과 물리  도서  모두를 강조하면서 

4차원의 공공도서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경험(Experience), 참여(Involvement), 권한부

여(Empowerment), 신(Innovation)의 4차

원이 도서 에 용되는 방식에 해서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독자 으로 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도서 의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4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감공간(Inspiration 

space), 학습공간(Learning space), 회의공간

(Meeting space), 수행공간(Performative space) 

등이다. 

미래도서 의 도서 시스템 구성요소를 지

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로는 미국의 

ALA  국의 Jochumsen(2012)에 의한 것이 

있다. 를 들어 ALA 정보기술정책부(OITP, 

Offi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가 

제시한 략  선택의 4가지 차원을 보면, 물리

 도서 과 가상도서 , 개인 이용자 심과 

지역사회 심, 장서도서 과 창조도서 , 포털

도서 과 아카이 도서  등이다. 도서 들은 

양극단 사이에 놓인 선택의 연속선으로 각각의 

차원에서 취한 선택들을 도서 이 이용자와 지

역사회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 한

다는 것이다.

<그림 1> ALA OITP가 제시한 미래도서 의 

도서 시스템 구성요소(ALA 2011)

Jochumsen, Skot-Hansen, 그리고 Rasmussen 

(2012)은 미래의 도서 과 도서  서비스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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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함에 있어 공공도서 을 한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사람, 로그램, 트 , 장소로 제시하

으며, 이들 간의 한 균형을 찾는 것이 매

우 요하다고 하 다.

Singh와 Sharma(2015)는 디지털도서 과 

련하여 수행된 기존 연구자료들을 분석함으

로써 통  도서 과 디지털도서 간의 차이

를 발견하고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도서  요소

를 밝 내고자 하 다. 연구결과는 디지털도서

을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속성을 밝

서 소개하고 있다. 즉 디지털도서 의 이용과 

이용자문제, 디지털도서 의 조직구조, 디지털

도서 의 기술이용, 디지털도서 의 이용가능

성, 그리고 디지털도서 에 한 직원  이용

자의 인식 등이다. Liew(2009)는 도서 이 정

보시스템 심에서 학습  지식 심으로 바

어 가고 있으며 도서 은  상호작용하고 

력하는 환경으로 발 되고 변화하고 있다고 했

다. Bawden과 Rowlands(1999a; 1999b)도 이

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윤희윤(1997)은 디지털도서 론의 제조건

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21세기

의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다양화, 

매체의 다양화,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멀티미

디어 시 가 도래한다는 것, 둘째, 미래사회에

는 정보유통수단이 인쇄매체에서 자매체로 

환됨에 따라 도서 의 심매체도 인쇄자료

에서 자자료로 체된다는 것, 셋째, 신세기

에는 자료의 보유기능보다 근  검색기능이 

강조된다는 것, 넷째, 지역의 단 도서 들은 

실질 으로 그 요성이 감소되거나 사라질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정보자료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든 간에 이용자들이 텔 커뮤니 이션을 통

해 직 으로 정보원에 근하는 환경이 조성

되기 때문이다.

이병목(2003)은 자신의 고별강연 “우리들의 

도서  - 오늘과 내일”에서 우리들의 도서 이 

과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반추하고, 재 어

디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며, 미래에는 어떤 길

로 갈 것인가를 측해 보는, 즉 우리들의 도서

을 검해 보는 연구를 하 다. 그는 종이매

체(인쇄매체)와 자매체, 실체도서 ( 통도

서 )과 가상도서 , 정보기술, 지식과 정보, 

사서라는 카테고리에서 도서 의 미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40년 이상의 도서   학계의 

장경험을 토 로 하는 주장이기에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남태우(2011)는 한국 도서 계에서 디지털의 

의미와 디지털도서 의 상에 한 인식연구를 

통해 도서 의 인식단 , 도서 의 발  패러

다임, 디지털도서 의 출 과 명칭문제 등에 

해서 폭넓게 근하고 있다. 한 노 희(2014)

는 최첨단 기술을 용한 디지털도서 서비스들

을 발굴하고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의 국내 도서

 용가능성을 밝 내고자 하 으며, 차세

디지털도서 의 핵심 인 기술이자 개념은 클라

우드서비스, 무한창조공간, 빅데이터, 증강 실, 

상황인식기술, 구 래스, 명  디스 이

기술, 개방형의 연결된 콘텐츠제공방식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 다. 한 단계 더 발 시킨 연구에

서도 Noh(2015)는 도서  4.0 시 는 2015년부

터 도래할 것이라 생각되며, 도서  4.0의 핵심

인 키워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 디지털도서 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도서 의 디지털화 수  평가항목 개발에 한 연구  51

연구자 디지털도서  구성요소

Mukaiyama(1997)

- 메시징 시스템, 에이 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응용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구성(system 

architecture), 문헌의 디지털화, 지능형정보검색엔진, SDI 에이젼트, 개념기반검색, 3D시각화를 

사용하는 하이퍼미디어검색, 개념기반비디오검색

Kroski(2009)

- 모바일(새로운 서비스와 기본기술, 모바일콘텐츠, 새로운 송포맷, 모바일 앱), 소셜(소셜과 

도서  웹사이트, 매력  경험, 력과 사회사업), 오 (오 소스 애 리 이션, 오 콘텐츠)이라

고 하 으며 다음 세 의 디지털도서 의 핵심 역은 시맨틱웹, 집단화, 클라우드컴퓨 , 라이  

스트리 (블로그  는 온라인 사진을 모으거나 직  동 상을 어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온라인으로 기록하는 것), 필터링

Breeding(2011)
- 장서 포맷과 구성의 변화(디지털화, 각종 멀티미디어 도입), 풍부한 융합(장비간의 무경계화, 

콘텐츠 포맷간의 무경계화) 

Piper(2013) - 공유시스템, 메타데이터, 디지털화된 콘텐츠

McGettigan(2013) - 가상참고서비스, 개인화된 OPAC, 24시간 서비스 제공, 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미디어 제공

ALA(2013) -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소싱, 오 소스개발, 비용효과 인 온라인교육

Chow et al.(2010)

Kroski(2007)

Bell and Trueman(2008)

Chow and Croxton(2012)

- 가상세계에서의 력작업, 정보공유, 학습활동 등 가상도서 (virtual library)

Crane 등(2006)
- 디지털컬 션의 특징으로 정교한 화면디자인, 자율  학습, 분산의 실시간 커뮤니티 참여  

기여

<표 1> 디지털도서  구성요소 제시 연구

3. 연구설계  방법론

3.1 연구 차

통 인 도서  구성요소와 디지털도서

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논문  문가들

의 자문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디지털 인 도

서 의 구성요소와 이와 상 인 개념의 통

인 도서 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하 다. 

첫째, 디지털 인 도서 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  디지털도서 의 표 인 서비스를 제

시하는 연구들을 총체 으로 검토하 다. 

둘째, 차세 디지털도서 서비스들로 논의되

고 있는 도서 서비스 사례들을 통해 디지털

인 도서 의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에 비되

는 통 인 도서 의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하

다. 

셋째, 1차 으로 도출된 통 인 도서  구

성요소와 디지털 인 도서  구성요소를 문

가 10인에게 제시하고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연

구진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 다. 

넷째, 문가 자문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측정지표에 하여 장 사서들의 의견

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3.2 도서  구성요소별로 도출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연구자에 따라서는 통 인 도서 과 디지

털도서 을 구분하여 논함에 있어 몇 가지 차

원을 도출하고 각 차원에 속하는 요소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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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ALA

의 Offi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OITP)는 물리 도서 과 가상도서 , 개인 이

용자 심과 지역사회 심, 장서도서 과 창조

도서 , 포털도서 과 아카이 도서 의 네 가

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 Jochumsen, 

Skot-Hansen, 그리고 Rasmussen은 경험

(Experience), 참여(Involvement), 권한부여

(Empowerment), 신(Innovation)의 4차원

을 제시하고 있으며, Singh와 Sharma(2015)

는 디지털도서 의 이용과 이용자문제, 디지털

도서 의 조직구조, 디지털도서 의 기술이용, 

디지털도서 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디지털도

서 에 한 직원  이용자의 인식 등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도서 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

시함으로써 디지털도서 의 특성  구성요소

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었으며, 표

으로 Kroski(2009)는 모바일(새로운 서비스와 

기본기술, 모바일콘텐츠, 새로운 송포맷, 모

바일 앱), 소셜(소셜과 도서  웹사이트, 매력

 경험, 력과 사회사업), 오 (오 소스 애

리 이션, 오 콘텐츠)이라고 하 다. 이로

보아 다음 세 의 디지털도서 의 핵심 역은 

시맨틱웹, 집단화, 클라우드컴퓨 , 라이  스

트리 (블로그  는 온라인 사진을 모으거

나 직  동 상을 어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온라인으로 기록하는 것), 필터링을 차세 디

지털도서 서비스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핵심 인 업무를 도

서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축으로 삼고 통

인 도서  구성요소와 디지털도서  구성요소

를 양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연구과정을 거쳐 13가지 차원의 비교축을 

1차 으로 도출하 으며, 도출된 디지털화 수

 평가 축은 자료수집  수서, 장서(물리 ․

온라인컬 션), 분류목록, 출반납, 참고서비

스, 이용자서비스, 도서  로그램 서비스, 공

간서비스, SNS서비스, 도서 의 조직  직원, 

장비제공서비스, 차세 서비스, 우리도서 은? 

등이다. 도서  구성요소별로 도출한 디지털화 

수  평가 지표는 <표 2>와 같다.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근거자료

오 라인을 통해 구입 상 자료 확보( 행사, 책자 활용)

자료수집  

수서

온라인상에서 구입 상 자료 확보(온라인 카탈로그 등 활용)

- Singh and 

Sharma(2015)

오 라인으로 수서업무 처리 온라인상에서 수서업무 처리

오 라인으로 선정 업무 온라인으로 선정 업무 

오 라인으로 구입업무 온라인으로 구입업무

종이책

장서

(물리 ․

온라인컬 션)

자책

- Singh and 

Sharma(2015)

- Kroski(2009)

종이 자

비디오테이 디지털형태의 비디오

오디오 CD 디지털형태의 오디오

아날로그 자료들 멀티미디어 자료들

구입 콘텐츠  정형화된 콘텐츠 주로 제공

오 콘텐츠, 오 소스. 오 애 리 이션서비스를 제공 

(콘텐츠 공개, 소스 공개, 애 리 이션 공개 등 무료공개, 

무료공동활용)

<표 2> 도서  구성요소별로 도출한 디지털화 수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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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근거자료

수작업  반자동 장서 리 RFID 기반 장서 리

오 라인자료 보존과 작권 문제가 업무의 논의 상 디지털 보존과 작권 문제가 업무의 논의 상

오 라인형태 보존장서 디지털형태 보존장서

오 라인 목록 제공

분류목록

온라인 목록 제공

- Singh and 

Sharma(2015)

오리지  목록 종합목록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에 의한 목록

서지정보수  목록정보 제공 색인, 록, 목차 수  목록정보 제공

수작업 색인 자동색인시스템에 의한 색인

수작업 록 자동 록시스템에 의한 록

오 라인 출

출반납

온라인 출

- Singh and 

Sharma(2015)

오 라인 상호 차서비스 온라인 상호 차서비스

오 라인 출연장 온라인 출연장

출반납데스크 자동 출반납기

2차원바코드 활용 출반납 RFID 기반 출반납

오 라인 참고서비스 비율

참고

서비스

가상  온라인 참고서비스 비율
- Singh and 

Sharma(2015)

- McGettigan(2013)

온라인 자원에 한 참고서비스 비율오 라인 자원에 한 참고서비스 비율

오 라인 추천도서서비스 비율 온라인 추천도서서비스 비율

오 라인 아웃리치서비스 디지털(온라인) 아웃리치서비스

오 라인 자원의 사용편의성

이용자

서비스

온라인 자원의 사용편의성

- Singh and 

Sharma(2015)

오 라인 이용자 수 온라인이용자 수

오 라인자료 이용비율 온라인자료 이용비율

오 라인서비스 이용비율 온라인서비스 이용비율

오 라인 교육서비스 비율 온라인 교육서비스 비율

우리도서 의 이용자는 소비지향 임 우리도서 의 이용자는 생산지향 임

도서 로그램을 오 라인으로 신청

도서

로그램

서비스

도서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

오 라인 이용자 교육 온라인 이용자 교육

오 라인으로 문화 로그램 운 온라인으로 문화 로그램 운

오 라인 독서 로그램 온라인 독서 로그램

폐쇄형 도서 로그램 개방형 도서 로그램(지역연계  력)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설치된 멀티미디어실

공간

서비스

노트북은 물론 아이패드, 3D 린터 등 최첨단 장비가 구비된 

랩실(멀티미디어실 포함) 제공

- NCSU Hunt Library

- Willingboro Public 

Library

- Resnick(2014)

- Chow et al.(2010)

- Bell and Trueman 

(2008)

- McGettigan(2013)

오 라인 회의실 제공 원격화상회의기능이 갖추어진 회의실 제공

강의실 형태의 세미나실 제공 형스크린 설치된 세미나실 제공

최첨단기기체험실 없음 최첨단기기체험실 제공

일반 커뮤니티 공간 제공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Space) 제공

벽보나 게시  공간을 활용한 도서  홍보 벽면에 형스크린을 설치하여 디지털형태로 도서 홍보

오 라인 워크 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기능 온라인 워크 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기능

오 라인 시가 가능한 공간 온라인 시가 가능한 공간

오 라인 독서공간  토론공간 온라인 독서공간  토론공간

물리 인 세계 수 의 도서 서비스 제공 가상세계에 도서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

팸 릿 등을 통한 신규도서추천서비스

SNS

서비스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신규도서추천서비스
- Kroski(2009)

- McGettigan(2013)

- Facebook Worldcat

- Connotea, CiteULike

- LibraryThing

- 곽동철, 노 희(2013)

- 이지연, 주수형, 민지연 

(2007)

책자를 통한 참고주제서비스 소셜 태그/북마크기반 참고주제서비스

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한 서지정보공유서비스 소셜 태그/북마크기반 서지정보공유서비스

오 라인 도구를 통한 도서 치안내서비스 매쉬업 등을 활용한 도서 치안내서비스

오 라인으로 학술정보자원의 신착도서서비스 학술정보 소셜북마크서비스

메일을 통한 신착자료 알림서비스 RSS를 활용한 신착자료안내서비스

목록을 통한 책검색서비스 북마크릿을 활용한 책검색서비스

로슈어를 통한 도서 안내서비스 키 등을 이용한 도서 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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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근거자료

오 라인기반 도서 서비스 블로그기반 도서 서비스

계층조직

도서 의 

조직  

직원

스타조직

- Singh and 

Sharma(2015)

- Faranak and Alireza 

(2011)

사서 심 이용자 심

개인성과 심 력성과 심

주로 오 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주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오 라인 자료 처리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속한 정보화에 도서  직원의 부 응 데이터량의 속한 증가에 한 도서  직원의 부 응

재교육 거부로 사회  소외 사회  통합을 해 스스로 학습

권한집 권한분산

오 라인 업무량 온라인 업무량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장비제공

서비스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탭북

- Singh and 

Sharma(2015)

스캐 3D 스캐

2D 린터 3D 린터

없음 PDA( 자수첩 혹은 Organizer)

필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없음 자책 용단말기(킨들 등)

클라우드 기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차세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서비스(도서  IT자원의 클라우드서비스

- 도서  데이터의 공동보존  공유서비스(클라우드 

공동리포지터리)

-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 클라우드컬 션서비스

- 클라우드기반 자콘텐츠통합서비스

- 클라우드기반 도서 학술자원통합서비스

- 클라우드기반 도서 주제 사서비스)

- Goh(2011)

- Singh and 

Sharma(2015)

- Unquiet Librarian 

(2012)

- Koerber(2012)

- Britton and Considine 

(2012)

- Hopwood(2012)

- 이정미(2013)

- 권 옥(2013)

- 박 민(2012)

- 김 호 외(2013)

- Noh(2013)

- 하상희, 김 , 김종덕 

(2011)

- 은자, 최 경, 연혜민 

(2011)

- Chow et al.(2010)

- Bell and Trueman 

(2008)

- McGettigan(2013)

- Breeding(2011)

- 이붕, 신 식(2011)

- 구 억(2010)

- Whitchurch(2010)

- Luree H. Ohigashi 

Oasay(2011)

- Walsh(2010)

- Ashford(2010)

- 김 희, 박종욱(2011)

- 박진희(2012)

무한창조공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무한창조공간서비스(지역사회  세계의 장벽, 학계와 

실 용의 장벽, 작가와 독자의 경계, 생산자와 사용자의 

경계, 교수와 학생의 경계, 고용주와 피고용자,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 등 모든 구분을 물리 으로 무 뜨리는 

사회소통공간)

빅데이터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빅데이터기반 서비스(빅데이터기반 이용자맞춤형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도서추천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이용자교육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정보원연결망분석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이용패턴분석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장서개발서비스)

증강 실기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증강 실기반서비스(증강 실을 용한 책 치안내서비스

- 실물책에 증강 실의 책정보제공서비스

- 실물책에 증강 실의 책평가정보서비스

- 도서 건물에 한 증강 실정보제공서비스

- 도서 내부시설에 한 증강 실정보제공서비스

- 증강 실기반 독서지원서비스

- 증강 실기반 교육지원서비스)

구 래스 활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구 래스 활용서비스(장애인에 한 음성 길안내서비스, 

책읽어주기 서비스, 언어번역서비스)

상황인식기술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상황인식기술기반 서비스(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정보제공서비스, 상황인식 참고서비스, 상황인식 

출서비스

- 이용자의 행동, 이동경로, 온도 인식서비스, 비상상태의 

이용자인식 서비스, 이용자  도서, 기기의 상황에 맞는 

온도, 습도, 조도 등 조 서비스)

QRCode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QRCode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도서정보안내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도서 투어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그룹스터디룸 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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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4.1 자문의견 분석결과

13가지 차원으로 도출된 도서  구성요소별 

통   디지털  요소들에 해 디지털화 수

 평가지표에 한 자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문가는 디지털도서 에 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연구자와 10년 이상 도서  근무경력

이 있는 장사서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 한 달 동안 도서 의 디지털수  평가항목에 

한 의견을 수렴하 으며, 각 항목에 한 의

견  의견반  여부를 13개의 항목으로 구분하

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자료수집  수서

먼 , 수서에는 자료수집이 포함되므로 자료

수집  수서를 수서로 체하여야 한다는 의

견이 있었으며, 이에 ‘자료수집  수서’라는 구

성요소를 ‘수서’로 변경하 다.

둘째, 수서 업무형태(선정, 구입 등)는 자료

유형  국내자료/해외자료인지,  도서 에

서 사용하는 도서 리시스템 유형에 따라 달라

지므로 질문하는 것이 단행본만인지, 연간물, 

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구입 상 자료에 

해 ‘도서, 정간물, 연간물, 연감, 소 트웨어, 

동 상 등’이라는 설명을 추가하 다.

4.1.2 장서

장서에는 첫째, 종이 이라는 항목에 해 

인쇄 로 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 ’을 ‘인쇄 ’로 

수정하 다.

둘째, 디지털형태 보존장서를 디지털아카이

빙으로 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

표를 평가하는 사서의 이해를 돕고자 보존장서

를 삭제하지 않고 ‘디지털형태 보존장서(아카

이빙)’로 수정하 다.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근거자료

- QRCode를 활용한 웹페이지자동연결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소장자료 치정보 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도서서평연결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소장자료 검색 서비스

시맨틱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시맨틱웹기반 서비스(시맨틱검색서비스, 

데이터연결서비스(LOD):세계도서 자원의 연결서비스)

가상세계에 도서 서비스를 구축․제공

통 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 이다.

우리

도서 은?

디지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 이다.

- 남태우(2011)

- Levin(2011)

물리 인 속성이 강한 도서 이다. 디지털  가상 인 속성이 강한 도서 이다.

소장 심의 도서 이다. 근 심의 도서 이다.

장서 심의 도서 이다. 창조 심의 도서 이다.

개인 이용자 심의 도서 이다. 지역사회 이용자집단 심의 도서 이다.

사서 심의 도서 이다. 이용자 심의 도서 이다.

시설 심 도서 이다. 서비스 심 도서 이다.

아카이  심의 도서 이다. 포털 심의 도서 이다.

통 인 도서 이다. 디지털도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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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분류목록

분류목록의 항목에 해서는 첫째, 오리지  

목록을 오리지  목록작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 하여 ‘오리지  목

록’을 ‘오리지  목록작성’으로 수정하 다.

둘째, 종합목록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에 

의한 목록을 다운로드에 의한 목록작성으로 수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수렴

하여 ‘종합목록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에 의

한 목록’을 ‘다운로드에 의한 목록작성’으로 수

정하 다.

셋째, 오 라인 목록을 인쇄형 는 책자형 

목록 제공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

며, 의견을 반 하여 ‘오 라인 목록’을 ‘인쇄형 

는 책자형 목록 제공’으로 수정하 다.

넷째, ‘온라인 목록’의 디지털화 수  측정을 

해서는 온라인 목록보다는 스마트폰 등 모바

일에서 목록 제공이 더 하다는 의견이 있었

으며, 의견에 따라 온라인 목록 제공(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의 목록 제공 포함)으로 설명을 

더하 다.

다섯째, 수작업 색인을 수작업 색인작성으로, 

수작업 록을 수작업 록작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표평가자가 보다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작업 색인’을 ‘수작업 색

인작성’으로, ‘수작업 록’을 ‘수작업 록작성’

으로 수정하 다.

여섯째, 자동색인시스템에 의한 색인, 자동

록시스템에 의한 록은 연속간행물의 학술논

문, 학 논문에 용되는 것이며, 한 자료의 경

우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자동색인과 자동

록을 직 하는 국내 도서 이 거의 없으며, 오늘

날 자 이 구독학술지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답할 수 없는 무의미한 질문이라

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디지털화 

수  평가를 해 진행되는 것으로, 디지털화에 

한 최 한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자 하 기 때

문에 의견을 반 하지 않았다.

일곱째, 자동 록시스템에 의한 록에 해 

실제로 도서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한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디지털화에 해 최 한 많은 부

분을 포함하고자 하 기 때문에 의견을 반 하

지 않았다.

4.1.4 출반납

출반납 항목에 해 자문하 으며, 첫째, 우

리나라의 경우 1990년  후반부터 정보화사업

을 진행하면서 국의 업무환경이 온라인화 되

어있기 때문에 20여 년이 경과한 지  온라인이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기기  

소셜미디어에서 출반납이 되는지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

인 출’을 ‘스마트기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출반납’으로 수정하 다.

둘째, 2차원 바코드 활용 출반납을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출반납으로 수정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 하여 해당 항

목을 수정하 다.

4.1.5 참고서비스

참고서비스 항목에 해 자문하 으며 첫째, 

력형 참고서비스/ 력형 디지털 참고서비스

(CDRS)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

며, 해당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하 다.

둘째, 가상  온라인 참고서비스의 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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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상  온라인 참고서비스(실시간 채   게

시 기반 서비스 등)’를 추가하 다.

셋째, 디지털(온라인) 아웃리치서비스에 

한 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 하여 ‘디지털(온라인) 아웃리치서

비스(원격화상강의시스템 등을 활용한 참고질

의서비스, 노인  어린이를 한 온라인 책읽

어주기서비스 등)’를 추가하여 제시하 다.

4.1.6 이용자서비스

이용자서비스 항목에 하여 자문을 구하

으며, 첫째, 도서  행사, 서비스에 한 이메일 

발송/도서  행사, 서비스에 한 SMS 제공, 

자료복사서비스/디지털 출  툴과 디바이스를 

통한 출 ․제본지원서비스( . 미국의 공공도

서 과 주요 학도서 에서는 단행본이나 학

술지를 발간하는 출 서비스를 제공 ), 비즈

니스 지원서비스 제공 안함/비즈니스 지원서비

스 제공, 자 의 콘텐츠 자원만 제공/외부 기

의 콘텐츠 연계서비스 제공, 오 라인자료 심

의 교육제공/디지털학습센터의 기능제공 등 5가

지의 내용을 항목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5가지 항목을 추가

하 다.

둘째, ‘도서 의 모든 자원을 모바일을 통해

서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항목에서 ‘모든’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

하여 수정하 다.

‘우리도서 의 이용자는 소비지향 임/우리

도서 의 이용자는 생산지향 임’에 해 실제 

식별이나 측정이 가능한지에 해 의문하는 의

견이 있었으며, 본 항목을 ‘우리도서 은?’ 요소

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

에 해서 ‘우리도서 은?’ 요소로 포함되는 것

이 맞다고 단하여 수정하 다.

4.1.7 도서 로그램서비스

도서 로그램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측정 항

목에 해 자문하 으며, 첫째, 도서  로그

램을 오 라인으로만 제공/도서  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동 상 제공(웨비나 서비스 제공)

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견을 반 하여 항목을 추가하 다.

둘째, ‘폐쇄형 도서  로그램’과 ‘개방형 도

서  로그램’이 디지털화 수 과 직 인 

련이 있는지에 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폐쇄형 도서 로그램을 기  구성

원으로 제한된 로그램 운 으로, 개방형 도서

로그램(지역연계  력)을 지역커뮤니

티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로그램 운 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각각의 항목

을 ‘기  구성원으로 제한된 로그램 운 ’과 

‘지역커뮤니티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로그램 

운 ’으로 수정한 후 련성을 검토한 결과, 항

목을 그 로 두기로 하 다.

4.1.8 공간서비스

공간서비스 항목에 해 자문을 구하 으며, 

첫째, ‘무선 와이 이(Wi-Fi) 없음/무선 와이

이(Wi-Fi) 제공’과 ‘컴퓨터  노트북 이용 

좌석 없음/컴퓨터  노트북 이용 좌석 다량 제

공’의 내용을 항목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견을 반 하여 항목을 추가하 다.

둘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설치된 멀티미

디어실’은 디지털화 수 과 련이 있어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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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멀티미디어실 없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 하여 ‘멀티미디어

실 없음’으로 수정하 다.

셋째, ‘물리 인 세계 수 의 도서 서비스 

제공’과 ‘가상세계에 도서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 항목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

히 가상세계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이 의견에 따라 가상세계에 도서 서비스

를 구축하여 제공에 ‘직  가지 않고 가상에서 

도서 을 구석구석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 다.

넷째, 벽면에 형스크린을 설치하여 디지털

형태로 도서  홍보를 KAIST의 디지털 고 

같이 ‘디지털 고 을 설치하여 도서  홍보’

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표평

가자의 보다 쉬운 이해를 해 의견을 반 하여 

수정하 다.

4.1.9 SNS서비스

SNS서비스 항목에 해 자문을 구하 으며, 

첫째, 웹사이트를 이용한 도서 서비스 안내/페

이스북, 트 터 등을 이용한 도서 서비스 안내

와 Webzine을 통한 정보서비스(간략서지와 원

문까지 연결),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주

제가이드시스템, 자우편 등을 이용한 질의응

답서비스 내용을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었고, 의견을 반 하여 세 가지 항목을 추

가하 다.

둘째, RSS 이용률이 많이 었으며 스마트

폰/핸드폰에 맞는 내용으로 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에 따라 SNS  SMS에 

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 다.

셋째, 키를 이용한 도서 안내서비스뿐만 

아니라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이 세부 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

며, 의견을 반 하여 수정하 다.

넷째, 블로그기반 홍보  이벤트를 ‘트 터, 

페이스북,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  

이벤트’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 하여 수정하 다.

4.1.10 도서 의 조직  직원

도서 의 조직  직원 항목에 해 자문을 

요청하 으며, ‘사서 심/이용자 심, 개인성과 

심/ 력성과 심, 권한 집 /권한 분산, 

속한 정보화에 도서  직원의 부 응/데이터량

의 속한 증가에 한 도서  직원의 부 응’ 

등의 항목이 디지털화 수 과 련이 있는지 의

문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도서 의 

조직  직원도 도서 의 요한 구성요소  

하나이고, 시 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통 과 

디지털 으로 나 어 작성한 내용이므로, 의견

을 반 하지 않고 항목을 그 로 유지하 다.

4.1.11 장비제공서비스

장비제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평가하는 항

목에 해 자문을 구하 으며, 첫째, 아이패드 

 탭북은 정보처리 업무가 어렵다는 의견과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뿐만 아니라 아이

패드, 탭북’을 자책 용단말기와 합쳐도 무

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따라 자

책 용단말기(킨들 등)의 제공여부에 해 묻

는 항목을 삭제하고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 탭북, 자책 용단말기 등 제공’으

로 항목을 수정하 다.

둘째, ‘스캐 ’ 신 ‘복사기’, ‘3D 스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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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스캐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

었으나 스캐 와 복사기를 통 과 디지털

으로 나 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단하여 항목

을 원래 로 유지하 다.

4.1.12 차세 서비스

차세 서비스 항목에 한 자문을 요청하

으며, 첫째, 무한창조공간서비스 항목에 해 사

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인지, 련 도서  

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인지, 단순히 도서 의 물

리 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지 등 설명의 구체

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따라 

3D 린터를 활용한 창의 인 작품 생산 공간서

비스, 창업아이디어를 실 하는 공간서비스, 책

출 서비스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무한창조공간

서비스에 한 설명을 구체화하 으며, 지표평

가자의 이해를 돕기 해 무한창조공간에 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 다.

둘째, 상황인식서비스에 해 이용자, 도서  

상황으로 정리,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으며, 의견을 반 하여 상황인식서비스에 해 

이용자, 도서  상황으로 정리  구분하 다. 

한 ‘이용자  도서, 기기의 상황에 맞는 온도, 

습도, 조도 등 조  서비스’는 ‘이용자의 행동, 

이동경로, 온도 인식서비스’의 문항과 복되므

로 삭제하 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

는 정보제공서비스는 포 인 내용이므로 삭

제하 다.

셋째, 시맨틱 웹기반서비스 사례의 ‘가상세계

에 도서 서비스를 구축․제공’은 삭제해야 하

며, ‘목록, 서지정보의 RDF 표 ’, ‘도서  정보 

자원의 온톨로지 구축’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을 수렴

하여 ‘목록, 서지정보의 RDF 표 ’, ‘도서  정

보 자원의 온톨로지 구축’ 두 내용을 추가하

고, ‘가상세계에 도서 서비스를 구축․제공’을 

삭제하 다.

와 같은 자문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13가지 차원의 비교 축을 도출하

으며 수서, 장서, 분류목록, 출반납, 참고서비

스, 이용자서비스, 도서  로그램 서비스. 공

간서비스, SNS서비스, 도서 의 조직  직원, 

장비제공서비스, 차세 서비스 등이며, 그 결과

는 <표 3>과 같다. 표의 코드는 분석표  분석

차트에서 표 의 편의성과 간략성을 해 순차

으로 부여한 것이다.

코드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코드

A1
오 라인으로 구입 상 자료(도서, 정간물, 연간물, 연감, 

소 트웨어, 동 상 등) 확보( 행사, 책자 활용)

수서

온라인으로 구입 상 자료(도서, 정간물, 연간물, 연감, 

소 트웨어, 동 상 등) 확보(온라인 카탈로그 등 활용)
A21 

A2 오 라인으로 희망자료 신청 온라인으로 희망자료 신청 A22 

A3 오 라인으로 선정업무 온라인으로 선정업무 A23 

A4 오 라인으로 구입업무 온라인으로 구입업무 A24 

A5 체 으로 오 라인으로 수서업무 진행 체 으로 온라인으로 수서업무 진행 A25 

B1 종이책
장서

(물리 ․

온라인 컬 션)

자책 B21

B2 인쇄 자 B22

B3 비디오테이 디지털형태의 비디오 B23

B4 오디오 CD 디지털형태의 오디오 B24

<표 3> 수  평가지표의 내용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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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코드

B5 아날로그 자료들 멀티미디어 자료들 B25

B6 주로 구입 콘텐츠  정형화된 콘텐츠 제공 오 콘텐츠, 오 소스, 오 애 리 이션서비스를 제공 B26

B7 수작업  반자동 장서 리 RFID 기반 장서 리 B27

B8 오 라인 자료 보존과 작권 문제가 업무의 논의 상 디지털 보존과 작권 문제가 업무의 논의 상 B28

B9 오 라인형태 보존장서 디지털형태 보존장서(아카이빙) B29

C1 오리지  목록작성

분류목록

다운로드에 의한 목록작성 C21

C2 인쇄형 는 책자형 목록 제공 온라인 목록 제공(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의 목록 제공 포함) C22

C3 서지정보수  목록정보 제공 온라인으로 색인, 록, 목차 수  목록정보 제공 C23

C4 수작업 색인작성 자동색인시스템에 의한 색인 C24

C5 수작업 록작성 자동 록시스템에 의한 록 C25

D1 오 라인 출  온라인 출반납(스마트기기 제외)

출반납

스마트기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출반납 D21

D2 개별도서  출반납체계 도서 통합 출반납체계 D22

D3 오 라인 상호 차서비스 온라인 상호 차서비스 D23

D4 오 라인 도서 약 온라인 도서 약 D24

D5 오 라인 출연장 온라인 출연장 D25

D6 출반납데스크 자동 출반납기 D26

D7 2차원바코드 이용한 출반납 RFID 기반 출반납 D27

E1 오 라인 참고서비스

참고서비스

가상  온라인 참고서비스(실시간 채   게시 기반 서비스 등) E21

E2 오 라인 자원에 한 참고서비스 온라인 자원에 한 참고서비스 E22

E3 오 라인 추천도서서비스 온라인 추천도서서비스 E23

E4 력형 참고서비스 력형 디지털 참고서비스(CDRS) E24

E5 오 라인 아웃리치서비스
디지털(온라인) 아웃리치서비스(원격화상강의시스템 등을 
활용한 참고질의서비스, 노인  어린이를 한 온라인 
책읽어주기서비스 등)

E25

F1 오 라인 이용자 수

이용자서비스

온라인 이용자 수 F21

F2 오 라인 자료 이용 온라인 자료 이용 F22

F3 오 라인 서비스 이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F23

F4 인터넷 토론방 없음 인터넷 토론방 등 게시  서비스 F24

F5 도서  자원의 모바일 서비스 지원 안함 도서 의 자원을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F25

F6 일방형서비스 방향 이용자맞춤형서비스 F26

F7 도서  행사, 서비스에 한 이메일 발송 도서  행사, 서비스에 한 SMS 제공 F27

F8 자료복사서비스
디지털 출  툴과 디바이스를 통한 출 ․제본지원서비스
Ex) 미국의 공공도서 과 주요 학도서 에서는 단행본이나 
학술지를 발간하는 출 서비스를 제공 

F28

F9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제공 안함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제공 F29

F10 자 의 콘텐츠 자원만 제공 외부 기 의 콘텐츠 연계서비스 제공 F30

F11 오 라인 자료 심의 교육제공 디지털학습센터의 기능제공 F31

G1 도서 로그램을 오 라인으로 신청

도서
로그램
서비스

도서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 G21

G2 오 라인 이용자 교육 온라인 이용자 교육 G22

G3 오 라인으로 문화 로그램 운
온라인으로 문화 로그램 운 (온라인 역사체험 로그램, 
온라인 서 로그램 등)

G23

G4 오 라인 독서 로그램
온라인 독서 로그램 운 (온라인 독서토론, 온라인 
독서논문지도법 등)

G24

G5 도서  로그램을 오 라인으로만 제공
도서  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동 상 제공(웨비나 서비스 
제공)

G25

G6 기  구성원으로 제한된 로그램 운 지역 커뮤니티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로그램 운 G26

H1 멀티미디어실 없음

공간서비스

노트북은 물론 아이패드, 3D 린터 등 최첨단 장비가 구비된 
랩실(멀티미디어실 포함) 제공

H21

H2 컴퓨터  노트북 이용 좌석 없음 컴퓨터  노트북 이용 좌석 다량 제공 H22

H3 무선 와이 이(Wi-Fi) 없음 무선 와이 이(WI-FI) 제공 H23

H4 오 라인 회의실 제공 원격화상회의기능이 갖추어진 회의실 제공 H24

H5 강의실 형태의 세미나실 제공 형스크린이 설치된 세미나실 제공 H25

H6 최첨단기기체험실 없음
최첨단기기체험실 제공(가장 최근에 출시된 기기들의 체험공간)
Ex) 구 래스, 갤럭시 기어 등

H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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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코드

H7 벽보나 게시  공간을 활용한 도서  홍보 디지털 고 을 설치하여 도서  홍보 H27

H8 오 라인 워크 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기능 온라인 워크 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기능 H28

H9 오 라인 시가 가능한 공간 온라인 시가 가능한 공간 H29

H10 오 라인 독서공간  토론공간 온라인 독서공간  토론공간 H30

H11 물리 인 세계수 의 도서 서비스 제공

가상세계에 도서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직  가지 않고 

가상에서 도서 을 구석구석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Ex) 국립 앙박물  뮤지엄뷰 등

H31

I1 팸 릿 등을 통한 신규도서추천서비스

SNS

서비스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신규도서추천서비스 I21

I2 책자를 통한 참고주제서비스 소셜 태그/북마크기반 참고주제서비스 I22

I3 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한 서지정보공유서비스 소셜 태그/북마크기반 서지정보공유서비스 I23

I4 없음 Webzine을 통한 정보서비스(간략서지와 원문까지 연결됨) I24

I5 오 라인 도구를 통한 도서 치안내서비스 매쉬업 등을 활용한 도서 치안내서비스 I25

I6 웹사이트를 이용한 도서 서비스 안내 페이스북, 트 터 등을 이용한 도서 서비스 안내 I26

I7 오 라인으로 학술정보자원의 신착도서서비스 학술정보 소셜북마크서비스 I27

I8 메일을 통한 신착자료알림서비스 RSS  SNS, SMS를 활용한 신착자료안내서비스 I28

I9 목록을 통한 책검색서비스 북마크릿을 활용한 책검색서비스 I29

I10 로슈어를 통한 도서 안내서비스 키,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도서 안내서비스 I30

I11 오 라인기반 홍보  이벤트 트 터, 페이스북,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  이벤트 I31

I12 오 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서비스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주제가이드시스템, 자우편 등을 

이용한 질의응답서비스
I32

J1 계층조직

도서 의 조직  

직원

스타조직 J21

J2 사서 심 이용자 심 J22

J3 개인성과 심 력성과 심 J23

J4 주로 오 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를 수행 주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를 수행 J24

J5 오 라인 자료 처리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J25

J6 속한 정보화에 도서  직원의 부 응 데이터량의 속한 증가에 한 도서  직원의 부 응 J26

J7 재교육 거부로 사회  소외 사회  통합을 해 스스로 학습 J27

J8 권한집 권한분산 J28

J9 오 라인 업무량 온라인 업무량 J29

K1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등이 없음

장비제공서비스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 탭북, 자책 용단말기 

등 제공
K21

K2 스캐 3D 스캐 K22

K3 2D 린터 3D 린터 K23

K4 필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K24

L1 클라우드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차세 서비스

클라우드기반 서비스

[클라우드기반 서비스 사례]

- 도서  IT자원의 클라우드서비스

- 도서  데이터의 공동보존  공유서비스(클라우드 공동 

리포지터리)

-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 클라우드컬 션서비스

- 클라우드기반 자콘텐츠통합서비스

- 클라우드기반 도서 학술자원통합서비스

- 클라우드기반 도서 주제 사서비스

L21

L2 무한창조공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무한창조공간서비스

- 무한상상 로그램 서비스

- 3D 린터를 활용한 창의 인 작품 생산 공간서비스

- 창업아이디어를 실 하는 공간서비스

- 책출 서비스 등

* 무한창조공간이란 지역사회  세계의 장벽, 학계와  

실 용의 장벽, 작가와 독자의 경계, 생산자와 사용자의 경계, 

교수와 학생의 경계, 고용주와 피고용자, 창작자 와 소비자의 

경계 등 모든 구분을 물리 으로 무 뜨리는 사회소통공간

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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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코드

L3 빅데이터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빅데이터기반 서비스

[빅데이터기반 서비스 사례]

- 빅데이터기반 이용자맞춤형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도서추천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이용자교육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정보원연결망분석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이용패턴분석서비스

- 빅데이터기반 장서개발서비스

L23

L4 구 래스 활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구 래스 활용서비스

[구 래스 활용서비스 사례]

- 장애인에 한 음성 길안내서비스

- 책읽어주기 서비스

- 언어번역서비스

L24

L5 증강 실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증강 실기반 서비스

[증강 실기반 서비스 사례]

- 증강 실을 용한 책 치안내서비스

- 실물책에 증강 실의 책정보제공서비스

- 실물책에 증강 실의 책평가정보서비스

- 도서 건물에 한 증강 실정보제공서비스

- 도서 내부시설에 한 증강 실정보제공서비스

- 증강 실기반 독서지원서비스

- 증강 실기반 교육지원서비스

L25

L6 상황인식기술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상황인식기술기반 서비스

[상황인식기술기반 서비스 사례]

- 상황인식 참고서비스

- 상황인식 출서비스

- 이용자의 행동, 이동경로, 온도 인식서비스

- 비상상태의 이용자인식 서비스

L26

L7 QRCode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QRCode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

[QRCode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 사례]

- QRCode를 활용한 도서정보안내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도서 투어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그룹스터디룸 약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웹페이지 자동연결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소장자료 치정보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도서서평 연결서비스

- QRCode를 활용한 소장자료 검색서비스

L27

L8 시맨틱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시맨틱웹기반 서비스

[시맨틱웹기반 서비스 사례]

- 시맨틱검색서비스

- 데이터연결서비스(LOD): 세계도서 자원의 연결서비스

- 목록, 서지정보의 RDF 표

- 도서  정보 자원의 온톨로지 구축

L28

M1 통 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 이다.

우리

도서 의 

디지털화 수

디지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 이다. M21

M2 물리 인 속성이 강한 도서 이다. 디지털  가상 인 속성이 강한 도서 이다. M22

M3 소장 심의 도서 이다. 근 심의 도서 이다. M23

M4 우리도서 의 이용자는 소비지향 이다. 우리도서 의 이용자는 생산지향 이다. M24

M5 장서 심의 도서 이다. 데이터 심의 도서 이다. M25

M6 사서 심의 도서 이다. 이용자 심의 도서 이다. M26

M7 시설 심 도서 이다. 서비스 심 도서 이다. M27

아카이  심의 도서 이다. 포털 심의 도서 이다. M28M8

M9 통 인 도서 이다. 디지털도서 이다. 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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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지표에 한 사서인식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가 자문  연구진의 논의

를 거쳐 확정된 측정지표에 하여 장 사서들

의 의견을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지표가 주로 용될 학도

서 , 공공도서 , 문도서  등의 사서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도서 이 얼마나 통 인지, 디지털 인지

를 측정하기 해 수서, 장서, 분류목록, 출반

납, 이용자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항

목에 해 평가하도록 하 다. 본 연구의 상

은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도서 , 

학도서 , 문도서  각각 20개  씩 60개

인데, 이는 20개를 기 으로 일정한 규칙으로 선

정하 다. 먼  화로 설문의 목 , 설문에 걸

리는 시간 등을 알리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지 확인하 고, 온라인으로 설문을 수행하 다. 

그 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총 31부로 51.67%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평가는 2015년 7월 18일부

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소속

종은 각각 10명으로 기타가 1명이 있다. 디지털

화수  평가를 한 척도에 해서는 5  척도

로 평가하도록 하 다(<표 4> 참조). 

4.2.1 수서

먼 ,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서업

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평가하기 해 통  특

성과 디지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칭 으로 

비교하고자 할 때 평가항목으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으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

균은 3.57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

의 평균은 4.4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도서  종 N %

공공도서 10 32.26

학도서 10 32.26

문도서 10 32.26

기타 1 3.23

총계 31 100.00

<표 4> 설문응답자의 소속 종

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3.677 오 라인으로 구입 상 자료 확보 A1

수서

A21 온라인으로 구입 상 자료 확보 4.323

3.742 오 라인으로 희망자료 신청 A2 A22 온라인으로 희망자료 신청 4.419

3.484 오 라인으로 선정업무 A3 A23 온라인으로 선정업무 4.484

3.548 오 라인으로 구입업무 A4 A24 온라인으로 구입업무 4.452

3.419 체 으로 오 라인으로 수서업무 진행 A5 A25 체 으로 온라인으로 수서업무 진행 4.355

3.57 평균 평균 4.41

<표 5> 수서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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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장서

다음으로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서부분의 디지털화 정도를 평가하기 해 

통  특성과 디지털  특성을 구분하여 평가항

목으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으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95로 나타났고 디

지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4.13으로 나타

났다(<표 6> 참조).

4.2.3 분류목록업무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류목록업

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이

를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통  특성과 디지

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으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다. 통  요소 평가항목

의 평균은 3.32로 나타났는데, 수작업 색인과 수

작업 록작성 등의 항목은 3.194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

은 4.4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4.452 종이책 B1

장서

B21 자책 4.129

4.323 인쇄 B2 B22 자 4.387

3.355 비디오테이 B3 B23 디지털형태의 비디오 4

3.71 오디오 CD B4 B24 디지털형태의 오디오 4

3.774 아날로그 자료들 B5 B25 멀티미디어 자료들 4.129

4.032 주로 구입 콘텐츠  정형화된 콘텐츠 제공 B6 B26
오 콘텐츠, 오 애 리 이션서비스를 

제공
4.194

3.871 수작업  반자동 장서 리 B7 B27 RFID 기반 장서 리 4.129

3.968
오 라인 자료 보존과 작권 문제가 

논의 상
B8 B28 디지털 보존과 작권 문제가 논의 상 4.097

4.065 오 라인형태 보존장서 B9 B29 디지털형태 보존장서(아카이빙) 4.097

3.95 평균 평균 4.13

<표 6> 장서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3.387 오리지  목록작성 C1

분류목록

C21 다운로드에 의한 목록작성 4.484

3.258 인쇄형 는 책자형 목록 제공 C2 C22 온라인 목록 제공 4.581

3.581 서지정보수  목록정보 제공 C3 C23
온라인으로 색인, 록, 목차 수  

목록정보 제공
4.548

3.194 수작업 색인작성 C4 C24 자동색인시스템에 의한 색인 4.355

3.194 수작업 록작성 C5 C25 자동 록시스템에 의한 록 4.29

3.32 평균 평균 4.45

<표 7> 분류목록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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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출반납업무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출반납업

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이를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통  특성과 

디지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으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다. 통  요소 평

가항목의 평균은 3.89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

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4.29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보았을 때 디지털  평가항목  온라인 

출연장(4.41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8> 

참조).

4.2.5 참고서비스업무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참고서비스

업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이를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통  특성과 디

지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으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다. 통  요소 평가항

목의 평균은 4.25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

가항목의 평균은 4.20으로 나타났다. 즉, 통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디지털  특성을 평

가하는 항목보다 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평

가항목의 체가 4.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참조). 

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4.065 오 라인 출  온라인 출반납 D1

출반납

D21
스마트기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출반납
4.129

4.065 개별도서  출반납체계 D2 D22 도서 통합 출반납체계 4.161

3.839 오 라인 상호 차서비스 D3 D23 온라인 상호 차서비스 4.323

3.677 오 라인 도서 약 D4 D24 온라인 도서 약 4.387

3.677 오 라인 출연장 D5 D25 온라인 출연장 4.419

4.065 출반납데스크 D6 D26 자동 출반납기 4.258

3.871 2차원바코드 이용한 출반납 D7 D27 RFID 기반 출반납 4.323

3.89 평균 평균 4.29

<표 8> 출반납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4.323 오 라인 참고서비스 E1

참고

서비스

E21 가상  온라인 참고서비스 4.097

4.258 오 라인 자원에 한 참고서비스 E2 E22 온라인 자원에 한 참고서비스 4.258

4.161 오 라인 추천도서서비스 E3 E23 온라인 추천도서서비스 4.323

4.29 력형 참고서비스 E4 E24 력형 디지털 참고서비스(CDRS) 4.323

4.226 오 라인 아웃리치서비스 E5 E25 디지털 아웃리치서비스 4

4.25 평균 평균 4.20

<표 9> 참고서비스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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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이용자서비스업무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용자서비

스업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

며, 이를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통  특성

과 디지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으로

서 한지에 해 질문하 다.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89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4.18로 나타났다. 통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자 의 콘텐츠 자원만 제공’으로 

3.452이고, 디지털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3.806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4.2.7 도서 로그램서비스업무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서 로

그램서비스업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이를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통

 특성과 디지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항

목으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다.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96으로 나타났고, 디

지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4.04로 나타났

다. 즉, 통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도서 로그램을 오

라인으로 신청(3.645)이고, 디지털  특성을 평

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G23, G24, G24 세 항목이 각각 3.903으로 나타

났다(<표 11> 참조). 

4.2.8 공간서비스 업무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서비스

업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이를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통  특성과 

디지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통  특성과 디

지털 특성의 평가항목으로서 한지에 해 

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4.065 오 라인 이용자 수 F1

이용자

서비스

F21 온라인 이용자 수 4.29

4.097 오 라인 자료 이용 F2 F22 온라인 자료 이용 4.323

4.161 오 라인 서비스 이용 F3 F23 온라인 서비스 이용 4.323

3.903 인터넷 토론방 없음 F4 F24 인터넷 토론방 등 게시  서비스 4

3.516 도서  자원의 모바일 서비스 지원 안함 F5 F25
도서  자원을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4.355

3.742 일방형서비스 F6 F26 방향 이용자맞춤형서비스 4.323

4.097 도서  행사, 서비스에 한 이메일 발송 F7 F27 도서  행사, 서비스에 한 SMS 제공 4.29

4.29 자료복사서비스 F8 F28
디지털 출 툴 등을 통한 

출 ․제본지원서비스
3.839

3.903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제공 안함 F9 F29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3.806

3.452 자 의 콘텐츠 자원만 제공 F10 F30 외부 기 의 콘텐츠 연계서비스 제공 4.226

3.613 오 라인 자료 심의 교육제공 F11 F31 디지털학습센터의 기능제공 4.194

3.89 평균 평균 4.18

<표 10> 이용자서비스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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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3.645 도서 로그램을 오 라인으로 신청 G1

도서

로그램

서비스

G21 도서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 4.419

4.129 오 라인 이용자 교육 G2 G22 온라인 이용자 교육 4.097

4.226 오 라인으로 문화 로그램 운 G3 G23 온라인으로 문화 로그램 운 3.903

4.258 오 라인 독서 로그램 G4 G24 온라인 독서 로그램 운 3.903

3.742 도서  로그램을 오 라인으로만 제공 G5 G25
도서  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동 상 

제공
3.903

3.742 기  구성원으로 제한된 로그램 운 G6 G26
지역 커뮤니티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로그램 운
4

3.96 평균 평균 4.04

<표 11> 도서 로그램서비스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질문하 다.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78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

균은 3.93으로 나타났다. 즉, 통  특성을 평

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컴퓨터  노트북이용자 좌석 없음(3.129)이고, 

디지털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온라인 시가 가능한 공간

(3.677)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4.2.9 SNS서비스 업무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SNS서비스업

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이

를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통  특성과 디지

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으로서 한

지에 해 질문하 다.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88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요소 평가항

목의 평균은 4.02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3.484 멀티미디어실 없음 H1

공간

서비스

H21
3D 린터 등 최첨단 장비가 구비된 랩실 

제공
3.968

3.129 컴퓨터  노트북 이용 좌석 없음 H2 H22 컴퓨터  노트북 이용 좌석 다량 제공 4.29

3.226 무선 와이 이(Wi-Fi) 없음 H3 H23 무선 와이 이(WI-FI) 제공 4.452

3.935 오 라인 회의실 제공 H4 H24 원격화상회의기능이 갖추어진 회의실 제공 3.71

4.032 강의실 형태의 세미나실 제공 H5 H25 형스크린이 설치된 세미나실 제공 4.194

3.742 최첨단기기체험실 없음 H6 H26 최첨단기기체험실 제공 3.548

4.065 벽보나 게시  공간을 활용한 도서  홍보 H7 H27 디지털 고 을 설치하여 도서  홍보 4

3.839
오 라인 워크 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기능
H8 H28 온라인 워크 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기능 3.774

4.129 오 라인 시가 가능한 공간 H9 H29 온라인 시가 가능한 공간 3.677

4.194 오 라인 독서공간  토론공간 H10 H30 온라인 독서공간  토론공간 3.806

3.806 물리 인 세계수 의 도서 서비스 제공 H11 H31 가상세계에 도서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 3.806

3.78 평균 평균 3.93

<표 12> 공간서비스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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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3.871
팸 릿 등을 통한 

신규도서추천서비스
I1

SNS

서비스

I21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신규도서추천서비스
4.065

3.613 책자를 통한 참고주제서비스 I2 I22 소셜 태그/북마크기반 참고주제서비스 3.968

4
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한 

서지정보공유서비스
I3 I23 소셜 태그/북마크기반 서지정보공유서비스 3.903

3.548 없음 I4 I24 Webzine을 통한 정보서비스 4

3.935
오 라인 도구를 통한 

도서 치안내서비스
I5 I25

매쉬업 등을 활용한 

도서 치안내서비스
3.935

4.29 웹사이트를 이용한 도서 서비스 안내 I6 I26
페이스북 등 소셜을 이용한 도서 서비스 

안내
4.194

3.742 오 라인으로 학술정보 신착도서서비스 I7 I27 학술정보 소셜북마크서비스 4.032

3.871
메일을 통한 

신착자료알림서비스
I8 I28

RSS  SNS 등을 활용한 

신착자료안내서비스
4.097

3.839 목록을 통한 책검색서비스 I9 I29 북마크릿을 활용한 책검색서비스 3.903

3.839 로슈어를 통한 도서 안내서비스 I10 I30
키,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도서 안내서비스
4.065

3.968 오 라인기반 홍보  이벤트 I11 I31
페이스북,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  이벤트
4.065

4.065 오 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서비스 I12 I32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서비스 4

3.88 평균 평균 4.02

<표 13> SNS서비스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4.2.10 도서  조직  직원부분

재의 도서 의 조직이나 직원부분의 디지

털화 성향을 측정하고자 하 다. 여기에서는 

결재라인이 짧은 스타조직이냐 아니면 의사소

통이 효율 이지 못한 계층조직이냐 등으로 측

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선행연구

자들의 연구결과에서 발 인 조직이나 직원

구성이라고 주장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도출된 

것이다. 분석결과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

균은 3.85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

의 평균은 3.94로 나타났다. 즉, 통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

은 재교육거부로 사회  소외가 3.548, 디지털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스타조직으로 3.548로 나타났다

(<표 14> 참조). 

4.2.11 장비제공서비스 업무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비제공서

비스 업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이를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통  특

성과 디지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으

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다. 통  요

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40으로 나타났고, 디지

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76으로 나타났

으며, 도서  구성요소 에서 상당히 낮게 나

타난 부분이다(<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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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4.065 계층조직 J1

도서 의 

조직  

직원

J21 스타조직 3.548

4.097 사서 심 J2 J22 이용자 심 4.194

3.806 개인성과 심 J3 J23 력성과 심 4.032

3.871
주로 오 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를 

수행
J4 J24 주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를 수행 4.032

3.871 오 라인 자료 처리 J5 J25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4.065

3.677 속한 정보화에 도서  직원의 부 응 J6 J26
데이터의 속한 증가에 한 도서  

직원의 부 응
3.871

3.548 재교육 거부로 사회  소외 J7 J27 사회  통합을 해 스스로 학습 3.968

3.71 권한집 J8 J28 권한분산 3.839

4 오 라인 업무량 J9 J29 온라인 업무량 3.935

3.85 평균 평균 3.94

<표 14> 도서  조직  직원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3.032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등이 없음 K1

장비제공

서비스

K21
노트북, 아이패드, 자책 용단말기 등 

제공
4.226

3.903 스캐 K2 K22 3D 스캐 3.548

3.645 2D 린터 K3 K23 3D 린터 3.419

3 필름카메라 K4 K24 디지털카메라 3.839

3.40 평균 평균 3.76

<표 15> 장비제공서비스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4.2.12 차세 서비스 업무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차세

서비스업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이러한 요소는 도서  4.0 는 차세

디지털도서 의 모습을 제안한 연구들을 참조

한 것인데,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미래의 도서

에서 제공할 신 인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도출하

여 응답 상 도서 이 차세 서비스에 어느 정

도 가까이 왔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측정

하고자 하 다. 

즉, 통  특성과 디지털  특성으로 구분

하여 통  특성과 디지털 특성의 평가항목으

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으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4.02로 나타났고, 디지

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79로 나타났다

(<표 16> 참조). 

 

4.2.13 도서  반에 한 디지털화 수

마지막으로, 도서  반에 한 디지털화 수

을 평가하기 한 항목을 개발하 으며, 이를 

평가하기 해 통  특성과 디지털 특성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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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4.032 클라우드기반 서비스를 제공 않음 L1

차세

서비스

L21 클라우드기반 서비스 3.774

4.129 무한창조공간서비스를 제공 않음 L2 L22 무한창조공간서비스 3.645

4.065 빅데이터기반 서비스를 제공 않음 L3 L23 빅데이터기반 서비스 3.871

4 구 래스 활용서비스를 제공 않음 L4 L24 구 래스 활용서비스 3.806

4.065 증강 실기반 서비스를 제공 않음 L5 L25 증강 실기반 서비스 3.677

4 상황인식기술기반 서비스를 제공 않음 L6 L26 상황인식기술기반 서비스 3.774

3.839
QRCode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 

않음
L7 L27 QRCode를 활용한 도서 서비스 3.968

4 시맨틱웹기반 서비스를 제공 않음 L8 L28 시맨틱웹기반 서비스 3.774

4.02 평균 평균 3.79

<표 16> 차세 서비스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M 통 (Conventional)
도서

구성요소
디지털(Digital) M

4.194 통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M1

우리

도서 의

디지털화 

수

M21 디지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3.645

4.129 물리 인 속성이 강한 도서 이다. M2 M22
디지털  가상 인 속성이 강한 

도서 이다.
3.516

4 소장 심의 도서 이다. M3 M23 근 심의 도서 이다. 3.968

3.968 우리도서 의 이용자는 소비지향 이다. M4 M24 우리도서 의 이용자는 생산지향 이다. 3.806

4.097 장서 심의 도서 이다. M5 M25 데이터 심의 도서 이다. 3.806

3.613 사서 심의 도서 이다. M6 M26 이용자 심의 도서 이다. 4.29

3.677 시설 심 도서 이다. M7 M27 서비스 심 도서 이다. 4.226

아카이  심의 도서 이다. M8 M28 포털 심의 도서 이다. 3.7743.677

4.065 통 인 도서 이다. M9 M29 디지털도서 이다. 3.71

3.94 평균 평균 3.86

<표 17> 도서  반에 한 디지털화 수 평가 항목 성 평균

가항목으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으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94로 나타났

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86으로 

나타났다. 즉, 통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사서 심의 도서

이다(3.613)이고, 디지털  특성을 평가하는 

항목들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디지털 

 가상 이 속성이 강한 도서 이다(3.645)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5. 결론  제언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구성요소를 통



도서 의 디지털화 수  평가항목 개발에 한 연구  71

인 요소와 디지털 인 요소로 구분하고, 개개 

도서 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 다. 디지털

인 요소를 더 많이 가졌다고 좋은 도서 이라고 

할 수 없으며, 통 인 요소를 더 많이 가졌다

하여 뒤떨어지는 도서 이라고 할 수 없다. 

를 들어 도서 에서 운 하는 로그램의 경우 

사람이 많이 여하는 오 라인 인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디지털

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뒤떨어지는 도서

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개

의 도서 이 어느 쪽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를 해 디지털화 수  평가를 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문가 자문

을 통해 도서  디지털화 수 을 평가하기 항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검

증받기 해 장사서들을 상으로 설문을 수

행하 다. 구체 인 차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5.1.1 문헌분석  문가자문을 통한 도서  

디지털화 수 평가항목 도출 

본 연구에서는 련 문헌을 총체 으로 분석

하여 통 인 도서 을 특징짓는 구성요소와 

디지털도서 을 특징짓는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이에 해 문가 자문과정을 거쳤으며, 최

종 으로 13가지 차원의 비교축을 1차 으로 

도출하 는데, 이는 수서, 장서(물리 ․온라

인컬 션), 분류목록, 출반납, 참고서비스, 이

용자서비스, 도서 로그램서비스, 공간서비스, 

SNS서비스, 도서 의 조직  직원, 장비제공

서비스, 차세 서비스, 우리 도서 의 디지털화 

수 은 등이다. 

5.1.2 장사서 상 설문을 통한 평가항목 

검증

이 게 도출된 총 13개의 항목에 해 그 

성  타당성을 검증받기 해 본 지표가 주

로 용될 학도서 , 공공도서 , 문도서

 등의 사서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첫째, 재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

는 수서 업무의 디지털화 정도를 평가하기 

해 통  특성과 디지털  특성으로 구분하여 

칭 으로 비교하고자 할 때 평가항목으로서 

한지에 해 질문하 으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57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4.41로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 둘째, 장서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

목의 평균은 3.95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

가항목의 평균은 4.13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

류목록업무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

균은 3.32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

의 평균은 4.4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넷째, 

출반납업무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89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

목의 평균은 4.29로 나타났다. 다섯째, 참고서

비스 업무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

균은 4.25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

의 평균은 4.20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용자

서비스 업무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89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

목의 평균은 4.18로 나타났다. 일곱째, 도서

로그램서비스 업무의 경우 통  요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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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평균은 3.96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

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4.04로 나타났다. 여덟째, 

공간서비스 업무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목

의 평균은 3.78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

항목의 평균은 3.93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SNS

서비스 업무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

균은 3.88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

의 평균은 4.02로 나타났다. 열째, 도서  조직 

 직원 부문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85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

목의 평균은 3.94로 나타났다. 열한째, 장비제

공서비스 업무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40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

항목의 평균은 3.76으로 나타났다. 열두째, 차

세 서비스의 경우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

균은 4.02로 나타났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

의 평균은 3.79로 나타났다. 열셋째, 도서  

반에 한 디지털화 수 에 한 질문에서는, 

통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94로 나타났

고, 디지털  요소 평가항목의 평균은 3.8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에서 살펴본 도서  

구성요소들의 평가항목의 평균을 비교하 으

며, 체 으로 보았을 때는 통  평가항목

의 평균은 3.82이고 디지털 평가항목의 평균은 

4.08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의 디지털화 수 을 평가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항목들은 상당

히 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  

요소에서 참고서비스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차세 서비스 4.02, 도서 로그램서비

스 3.9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분류목록(3.32)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요소에서는 분류목록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4.45로 나타났고, 수서 4.41, 출반납 4.2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장

비제공서비스(3.7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서 의 디지털수  평가항목에 

한 평균값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세부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몇몇 항목의 경우 그 값이 3.5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삭

제하거나 가 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5.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도서 의 통 인 요소와 디지털 인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해 문가 의견  장사서들

의 의견을 기반으로 평가항목에 한 검증을 받

고자 하 다. 그러나 문가 자문을 받아 수행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수행

된 계로 폭넓은 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국가 인 차원에서 수

행되고 국가 인 차원에서 도서 의 발 방향

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디지털화 수

을 평가하기 한 평가항목을 개발하는데 

을 두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항목

을 기반으로 실제 도서 을 상으로 도서 의 

디지털화 수 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분석 시 도서 의 종  지역별 구분

을 통해서 심도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한 도서 의 디지털화 수 도 국가차원

에서 국 도서 을 상으로 도서 의 디지털

화 수 평가를 수행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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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한 도서 의 디지털화 수

이 평가된 후에는 미래지향  도서 으로 발

시키기 한 략과 세부과제도 정책 으로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 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응하고 이

용자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 하며 미래 지향

인 도서 으로 발 하기 해서는 도서 들의 

수 을 다양한 잣 를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 의 발 방향을 모

색하는 연구는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도서 의 디지털화수 을 평가하기 한 문항

은 국내 최 로 시도되어 개발되었지만 평가항

목에 한 수정  보완연구는 시 상을 반

하기 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

로 다양한 시각의 연구자들의 이 반 되어 

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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