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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공간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려 사항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을 범주화하고 그에 따른 이용률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이용자 공간의 특성에 따른 주요 이용자 그룹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이용자 그룹별 

공간 선호 요인을 판별하고,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국립 J대학의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1년간 누적된 이용자 

공간 이용 데이터(98,282명, 433,769건)를 수집·정제하여 공간별, 기간별(월별, 시간별)로 이용 패턴을 파악하

였다. 또한 동 기간 내 도서관 방문자 전체 데이터(2,426,553건)를 통해 도서관의 주요 이용자 그룹(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을 도출, 이용자 그룹별 공간 특성에 따른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의 구성 및 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학도서관, 이용자 공간, 로그분석, 공간 활용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pace use in university library 

and draw up considerations for enhancing space util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r this purpose, 

the utilization rate of each space was analyzed by categorizing the user’s space of the university library, 

and secondly, the preferences of the major user group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space. For empirical analysis, we collected and refined users’ space usage data (98,282 people's 

data 433,769 cases) accumulated for one year for the central library of “J” National University. Then we 

analyzed the usage pattern according to space and period(monthly, hourly). In addition, preferences for 

each major group of users (undergraduates, graduate students and graduates) in the library were analyzed 

through the library visitors’ data (2,426,553 cases) over the same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preliminary research for the composition and arrangement of users’ space in future university libraries.

KEYWORDS: University library, users’ space, log analysis, spac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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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기본 시설이자 학술정보 유통의 중심기관이다. 더불어 공간으로서의 대

학도서관은 대학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그 공간은 도서관

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기본 목적은 교수, 학생 및 직원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업무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서비스 제공, 교

육 및 연구 활동,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 지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시설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대학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7조 

2019). 이는 공간 구성에 있어 소장 자료,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함은 물론 교수, 학생, 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의 선호가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 환경의 변화와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 취업난 등의 사회적 

현상은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여러 변화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였다. 디지털 정보 유통의 일상화

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실제

로 대학교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자저널 등 

학술정보 이용률이 높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체 자료구입비 대비 전자자료 구입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에는 67.5%에 달했다(교육부 2019a).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 이용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공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 및 역할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 건물들이 노후화 시점을 맞이하였고(조우리, 최

춘웅 2016),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진행함에 있어 대학 교육 환경 변화, 도서관 방문 목적의 다양

화, 정보이용행태의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한 공간 구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학도

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공간을 통해 표현되며, 오늘날 대학도서관은 자원을 위한 장소가 아닌 공

간 자체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정영미, 이은주 2020). 또한 대학도서관의 공간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 도구가 되기도 한다(이용재, 박경석, 김보인 2012).

대학도서관 공간 변화의 방향성은 2019년 교육부의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교육부 2019b). 제1차 종합계획이 대학도서관의 ‘자료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번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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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학습 환경을 반영하여 공간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비판적 사고

력, 창의, 소통, 협력 등이 학습자의 새로운 핵심 역량으로 등장하면서 대학도서관 공간도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서 및 관리자 위주였던 도서관 공간은 이제 토론, 협업활용, 

열린 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ㆍ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 이용자 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 또한 사례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도서관 공간(창의ㆍ협력 공간)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공간은 무엇보

다 이용자의 이용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하게 조성 공간이라도 이용자

가 없으면 무가치한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별 이용률은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공간별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

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도서관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함께 실제 이용자의 로그데이터를 통해 각 공간의 활용도

를 진단하고, 각 공간의 특성과 이용자 정보이용행태를 반영하여 공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려 사항들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거점 국립대로 종합대 성격을 띄며 2014

년 리모델링하여 최근 대학도서관 내외부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J대학교 중앙도

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남기고 간 공간 로그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에 분산되

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공간을 범주화하여 공간별 이용행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이용자들이 대학 도서관의 공간 중 어디에 얼마나 머무는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대학도서관의 공간을 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직원 공간, 공유 공간으로 구

분하여 공간 계획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자료 공간과 직원 공간은 

관리자 측면이 강조된 공간이고, 공유 공간은 이용자, 관리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로비, 주차

장, 화장실, 휴게실 등의 공간을 일컫는다. 이용자 공간은 개인 이용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대학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간을 말하며, 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장애인열람

실, (정보)검색코너, 스터디룸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은영, 김성준 2017).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공간 중 이용자 공간을 대상으로 공간 이용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

다.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은 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그룹학습실, 정보공유공간

(Learning Commons), 개인학습실, 멀티미디어실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당 공간의 1년 

학사운영 기간 내 누적 데이터(2019년 3월~2020년 2월)를 수집하여 세부 공간별로 이용 순위를 

분석하였으며, 월별, 시간별 이용 패턴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간의 특성에 따라 주요 이용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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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공간별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공간의 

낭비를 줄이고, 방문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

2000년대에 들어 1950-60년대에 준공된 많은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건물 노후화 시점을 맞이하

게 되면서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들은 대학도

서관의 역할 변화가 주로 도서관 공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공

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 실제 신축·리모델링·리노베이션 사례를 통한 

연구, 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자나 사서의 인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학도서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재영

(2007)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대학도서관에서의 Information Commons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정보와 정보기술, 교육, 학습, 그리고 문화적 기능을 통합한 IC의 필요성과 역할을 소개하

고, 대학도서관에서 IC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려 요소와 적용 과정을 가상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다. 정재영(2012)은 또한 대학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을 통해 공간활용의 문제점

을 시설, 장서, 사서, 이용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고려요소로 효율성, 연계성, 편의성, 개방성을 제시하였다.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며 신축 및 리

모델링 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새로운 공간 확보에 치중하고 있어 오프라인 서비스와의 연계

나, 사서의 역할 변화가 공간 구성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서비스와 사서에 대한 기능이 상대적

으로 약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2012)은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학문활

동 지원이라는 기본 소명이 실현되는 공간임을 밝히고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 대학도서관 공

간구성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사례조사와 이용자 설문을 통해 1) 이용자 입장 고려, 2) 이용자

의 연구/학습 행태 반영, 3) 대학 상징으로써의 도서관 가치 정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기존 공

간의 정비에 이용자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실제 대학도서관의 리노베이션 사례와 연구를 병행하여 새로운 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이 있다. 남영준, 문정현, 이현정(2009)은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리모델

링 전후 공간 구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리모델링 후 방문횟수의 증가를 확인하

였고, 공간별 만족도를 도출하였다.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2배 공간으로 열람실을 확대

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신설된 정보공유공

간에 대한 이용도가 높지 않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재옥(2012)은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프로

젝트의 추진 방향이 주요 이용자인 학생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가지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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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의 중심장소, 복합문화공간, 오래 머물고 싶은 장소) 하에 리모델링사업 추진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공간혁신과 관련한 이용자나 사서의 인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장윤금

(2015)는 대학도서관들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공간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리노베

이션 및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 3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사서들은 대학도서관 공간변화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공간 마련, 최신 IT시설 확

충, 보존 공간 확보의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대학도서관 리노베이션 과정에서의 사서 역할에 관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태영(Kim 

2019)은 실제 도서관 운영 과정을 통해 수집된 이용자 로그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서관 공간 이

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이래 2013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수집된 로그데이터로, 미디어열람석을 비롯해 디지털열람석, 정책연구실, 세미나실 등 다

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이용도를 분석하였으며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요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영미, 이은주(2020)는 대학도서관의 창의 협력 

학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 구성을 위하여 사례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최근 신축이나 리노베이션한 대학도서관 12곳을 현장 방문하여 공간 구성, 리노베이션 기본 

방향, 운영 방식의 특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5곳을 선정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축, 운영

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문헌 탐구와 사례를 종합하여 창의협력 학습 공간을 

창의사고, 소통협력, 제작구현, 공유확산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구축 및 운영의 5단계 절차와 7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Ⅱ. 분석대상 및 데이터 특성

1. J대학교 중앙도서관 공간 특성

J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지역 거점 대학의 도서관이다. J대학교는 4개 전

문대학원, 14개 단과대학, 100여개의 학부, 학과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을 갖춘 종합대학이다. 

2020년 현재, 대학구성원은 교직원 3,386명, 재학생 21,757명(대학생 18,144명, 대학원생 3,613

명)이다. J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기존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2014년 신축·개관하였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층별 연 면적은 24,292m2이다. <그림 1>은 이 

중 자료 보존 공간과 직원 사무 공간을 제외한 이용자 공간을 구별한 것으로, 지하 1층은 연속간

행물실로 세미나실과 학술정보교육실이 있으며, 이용자 출입구가 있어 이용자 유동성이 높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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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U라운지, 멀티미디어실이 있다. 주요 장서들은 2층과 3층에 위치하는데 2층은 과학기술자

료실로, 서가 외에 Learning Commons, 개인학습실(캐럴), 그룹학습실(6인 규모 4실, 8인 규모 

1실)로 구성되어 있다. 3층은 인문사회자료실로 가장 많은 서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룹학습실

(6인 규모 4실)이 있다. 4층은 서가없이 일반열람실(272 좌석 규모 2실, 156 좌석 규모 2실, 80 

좌석 규모 2개), 노트북열람실(160 좌석 규모 1실), 그룹학습실(6인 규모 2실, 8인 규모 9실, 10인 

규모 4실, 12인 규모 1실)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J대학교 중앙도서관 층별 이용자 공간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은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세미나실, 학술정보교육실, U라운

지)과 Learning Commons, 그룹학습실, 기기 활용 공간(멀티미디어 및 노트북열람실)로 구분할 

수 있다. 별도의 목적에 따라 단발적으로 이용되는 지하 1층의 세미나실, 학술정보교육실을 제외

한 이용자 공간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개인 그룹 기기활용(노트북/멀티미디어)

개방 비개방 개방 개방(개인)
비개방 

(개인+그룹)

2층 4층 2층 4층 2층 3층 4층 2층 4층 1층

LC
(스마트
테이블)

2, 5 
열람실

학습 
(캐럴)

1, 6, 3, 4 
열람실

학습
(6인, 8인)

학습 
(6인)

학습
(6, 8, 10, 

12인)

LC 
(PC학습
테이블)

노트북
열람실

1인테이블, 
영화관람부스, 
블루레이존

<표 1> J대학교 중앙도서관 공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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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공간은 1차적으로 개인 활동 공간과 그룹 활동 공간, 기기 활용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그 형태에 따라 개방형 공간과 비개방형(폐쇄형) 공간으로 다시 한 번 

나눌 수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권역별 주요 9개 대학의 공간 구성을 살펴본 결과, 대학 도서관의 이용자 공

간은 일반열람실(노트북 열람실 포함)을 기본으로 공간 명칭이 상이할 뿐 그룹학습실, learning 

commons, 멀티미디어실의 유사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를 통

해 도출된 결과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학에 국한된 사례 연구를 넘어 전체 대학도서관의 특성

을 반영한 것임을 함유한다.

2. 분석대상 로그 데이터

분석 대상 로그 데이터는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방문자들을 통해 수집되었다. 도서관 전체의 

방문 이용자 분포와 주 이용자 그룹을 도출하기 위하여 도서관 출입 로그데이터를, 공간별 이용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간별 예약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 출입 후 별도의 예

약없이 활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데이터는 로그 수집 방식으로는 불가하고 무선 와이파이 주파

수, RFID 등의 별도의 수집 방법이 필요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공간별 예약 데이터의 경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9

년도 학사운영기간 1년(2019년 3월 ~ 2020년 2월)이다. 해당 기간 동안 도서관 공간 이용자 총 

98,282명이 남긴 공간 이용 데이터는 총 433,769건이며, 공간별 이용자 수와 이용자 누적 데이터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층수 공간명 좌석수 이용자수 총 이용자 누적 데이터수

4층

일반열람실

1열람실 272 6,851 38,881

2열람실 80 4,113 18,770

3열람실 156 4,581 20,484

4열람실 156 6,182 30,965

5열람실 80 5,140 26,698

6열람실 272 6,501 36,296

노트북열람실 160 7,385 46,845

그룹학습실*

12인실(1)

16개실

917 1,524

10인실(4) 7,611 3,367

8인실(9) 13,472 32,603

6인실(2) 4,104 8,004

3층 그룹학습실 6인실(4) 4개실 4,119 8,362

<표 2> 공간 이용 로그 데이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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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그룹 특성

공간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공간의 주요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이에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1년간(2019년 3월 ~ 2020년 2월) 출입 데이터를 우선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 동안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총 2,426,553명이며 그룹별 이용 횟수는 학부생

(1,924,759명, 79.3%), 졸업생(225.697명, 9.3%), 대학원생(161,466명, 6.7%), 지역주민(79,297명, 

3.3%), 교직원(30,346명, 1.3%), 기타(4,988명, 0.2%) 순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2> 참고).

이용자 그룹 이용횟수

학부생 1,924,759

대학원생
석사 135,966

박사 25,500

교직원 30,346

졸업생 225,697

지역주민 79,297

기타 4,988

합계 2,426,553

<표 3> 이용자 그룹별 도서관 이용횟수

<그림 2> 유형별 도서관 이용자 분포도

도서관 이용 횟수 기준 상위 3개 그룹은 학부생, 졸업생, 대학원생이며, 이들의 이용률은 전체

의 95.3%에 달한다. 지역 주민은 전체의 3.3%를 차지하여 교직원(교수 및 직원, 1.3%)보다 높은 

방문 이용률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교직원의 정보이용행태가 ‘방문’ 이용보다 ‘전자자료’ 이용

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교직원의 방문 이용 비율은 전체의 

2층

그룹학습실
8인실(1)

6개실
3,619 1,829

6인실(5) 440 11,282

LC
(Learning
Commons)

PC학습테이블 32 3,473 21,782

스마트테이블(1) 96 6,218 45,874

스마트테이블(2) 140 6,523 47,243

개인학습실 캐럴 10개실 356 4,035

1층 멀티미디어실

1인테이블 104 5,600 27,133

영화관람부스 14 703 1,124

블루레이존 16 374 668

합계 98,282 433,769

* 그룹 학습실의 전체 이용자가 아닌 전체 예약자 데이터만 파악이 가능하여, 누적 데이터 수에서 예약자 수를 나눈 
값으로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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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 불과하지만,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비율은 전체의 52%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지역 주민을 제외한 전체 1.5%의 교직원과 기타 그룹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4>, 

<그림 3> 참고). 

이용자 그룹 이용횟수

교수

교수  599 

강의전담교수  236 

강의초빙교수  241 

기금교수  38 

시간강사  808 

직원

직원 1,319

조교 445

사대부고교사 6

기타

연구원 5

전임연구원 18

연수생 139

방문자 외 140

합계 2,212

<표 4> 교직원, 기타 그룹 세부

<그림 3> 교직원, 기타 그룹 세부 분포도

J대학교 중앙도서관 방문 이용자의 월별 분포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이용자들은 대체적으

로 4월과 10월, 즉 매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관 이용이 가장 저조한 달은 8월과 2월로, 대학도서관 이용률이 학사 일정과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월별 이용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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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도서관 공간 이용률 분석

본 절에서는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이용률을 분석하였

다. 해당 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은 주로 이용 목적에 따라 구성되었으며(일반열람실, 그룹학습실, 

LC, 개인학습실, 멀티미디어실), 이를 공간별, 기간별로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공간 활용도와 

시기별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1. 공간별 이용률 분석

가. 이용자 공간별 공간 활용도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공간별로 주말 운영 여부가 다른 관계로 전체 데이터 중 주말 데이

터를 일괄 배제하였으며, 개방 시간 또한 공간별로 차이가 있어 모든 공간이 개방되는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공간별 누적 이용 횟수를 공간

별 운영일, 공간별 좌석수로 나누어 공간별 활용도(손은정, 박태연, 오효정 2020)를 도출하였다.1) 

이용자 공간별 1년 누적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월별 누적 평균은 그룹학습실, 

LC, 개인학습실,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실의 순으로, 시간별 누적 평균은 개인학습실, 그룹학습

실, LC,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공간명 세부 공간명 월별 누적 평균 순위 시간별 누적 평균 순위

일반열람실
1, 2, 3, 4, 5, 6열람실, 

노트북열람실
0.70 4 0.15 4

그룹학습실 2층, 3층, 4층 그룹학습실 2.32 1 0.57 2

Learning 
Commons

스마트테이블1·2, PC 학습실 1.92 2 0.51 3

개인학습실 캐럴 1.56 3 0.86 1

멀티미디어실
1인 테이블, 블루레이존, 

영화관람부스
0.52 5 0.11 5

<표 5> 이용자 공간 월별/시간별 누적 평균 순위

<그림 5>에서 보여지듯이 주로 미디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멀티미디어실을 제외하

면, 월별, 시간별 누적 평균 모두에서 일반열람실의 공간 활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공간 활용도 = (주말 제외한 월별/시간별) 누적 이용 횟수 ÷ (주말 제외) 운영일 ÷ 실별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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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열람실에 별도의 서가(장서)가 없고, 1인용 비개방형 책상(칸막이 열람대)으로 구성된 

공간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룹학습실의 경우 월별 누적 평균이 가장 높아, 

공간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열람실의 경우 시간별 누적 평균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시간대에 이용이 되는, 대학원생들에게 매우 선호되는 학습 공간으로 여겨진다. 

나. 세부 공간별 공간 활용도

 1) 일반열람실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의 열람실과 노트북열람실로 

구성된다. 또한 6개의 열람실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할 수 있으며(규모별 각 2개실), 

소규모 열람실인 2, 5열람실과 노트북열람실은 칸막이가 없는 오픈형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월별 누적 평균과 시간별 누적 평균값의 상위 4순위 공간은 5열람실, 노트북열람실, 2열람실, 4열

람실 순으로 동일하였고, 5, 6, 7 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월별 누적 평균은 1열람실, 6열람실, 

3열람실 순이고, 시간별 누적 평균은 6열람실, 3열람실, 1열람실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공간명 월별 누적 평균 순위 시간별 누적 평균 순위

대규모
1열람실 0.47 5 0.10 7

6열람실 0.43 6 0.09 5

소규모
2열람실 0.75 3 0.17 3

5열람실 1.27 1 0.26 1

중규모
3열람실 0.40 7 0.08 6

4열람실 0.64 4 0.13 4

노트북열람실 0.91 2 0.18 2

<표 6> 일반열람실 세부공간별 공간 활용도

<그림 5> 이용자 공간별 활용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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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룹학습실

그룹학습실의 경우, 이용자 수가 각 실 정원의 50% 이상일 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

서 누적 데이터 수에서 예약자 수를 나눈 값으로 소급 적용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2) <표 7>

과 같이 월별 누적 평균의 경우 4층 6인실, 2층 6인실, 4층 8인실, 3층 6인실, 2층 8인실, 10인실, 

12인실 순이고, 시간별 누적 평균은 2층 6인실, 4층 6인실, 3층 6인실, 2층 8인실, 4층 8인실, 

10인실, 12인실 순이었다. 대체로 10인실 이상의 공간보다 6인실 규모의 공간이 더 선호된 것을 

알 수 있다. 2, 3, 4층에 모두 분포하고 있는 6인실의 경우 월별 누적 평균에서는 4층이 가장 

높고, 시간별 누적 평균에서는 2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4층의 6인실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

으며, 2층의 6인실은 회당 이용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세부공간명 월별 누적 평균 순위 시간별 누적 평균 순위

4층

12인실 0.95 7 0.15 7

10인실 1.42 6 0.25 6

8인실 2.57 3 0.41 5

6인실 4.85 1 0.70 2

3층 6인실 2.50 4 0.64 3

2층
8인실 1.68 5 0.45 4

6인실 2.71 2 0.72 1

<표 7> 그룹학습실 세부공간별 공간 활용도

 3) Learning Commons

Learning Commons는 학습 공유 공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방

형 공간에 스마트 지원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일부 공간은 자연과학자료가 배치되어 있

는 서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른 이용자 공간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와 적당한 소음이 허

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LC의 경우 월별, 시간별 누적 평균 모두 PC학

습테이블, 스마트테이블1, 스마트테이블 2의 순으로 이용되었다. PC학습테이블은 개인적 용도로 

2) 이용자 수 = (예약자 수 ÷ 총 예약자 누적 데이터 수) ÷ 총 이용자 누적 데이터 수

세부공간명 월별 누적 평균 순위 시간별 누적 평균 순위

PC학습테이블 2.47 1 2.63 1

스마트테이블1 2.50 2 1.83 2

스마트테이블2 2.00 3 1.29 3

<표 8> Learning Commons 세부공간별 공간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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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PC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간단한 검색 활동 등이 가능하다. 스마트테이블1은 서가에 

접해있어, 이동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스마트테이블2보다 더 선호된 것으로 

여겨진다. 

 4) 개인학습실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개인학습실(캐럴)은 총 10개로, 2층 북동쪽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대

학원생과 교직원, 비전임교원만이 이용 가능한 폐쇄형 구조의 1인용 학습 공간이다. 하루 중 정

해진 시간(9시, 오후 1시, 오후 6시)에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며, 예약자가 다음 시간까지 예약을 

할 수 있다. 일별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폐쇄형 구조물로, 다른 예약제 열람실에 비하여 유동

성이 없는 편이다. 한 번 예약하면 장시간 동안 높은 집중률로 개인 학습을 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공간 중 하나이며, 특히 시간별 이용률이 도서관 전체 공간 중  4순위로 높은 편이다(<그림 

9> 참고). 

 5)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실은 각종 영상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별도로 제

공하고 있는 공간이다. LC의 경우 <표 9>와 같이 월별, 시간별 누적 평균 모두 1인테이블, 영화관

람부스, 블루레이 순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영화관람부스, 블루레이 공간의 이용률은 도서관 전

체 이용자 공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1인 테이블과의 평균 차이도 큰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도서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방식이 어떻게든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세부공간명 월별 누적 평균 순위 시간별 누적 평균 순위

1인테이블 1.07 1 0.22 1

영화관람부스 0.17 3 0.04 3

블루레이존 0.33 2 0.08 2

<표 9> 멀티미디어실 세부공간별 공간 활용도

2. 기간별 이용률 분석

가. 월별 활용도 분석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이 기간별로 특별한 이용 패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월별 데이터 분포를 분석하였다(<그림 6> 참고). 전반적인 공간 활용도는 4월에 가장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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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15), 3월, 10월, 5월, 9월, 6월, 12월, 11월, 1월, 7월, 2월, 8월 순이었다. 일반열람실과 

LC는 매 학기 시험 기간(4월, 6월 10월, 12월)동안 특히 이용률이 높아지는 반면 이용자 공간 

전체의 이용률은 주로 학기 초에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룹학습실의 경우 

4월과 10월에 특히 많이 이용되며 방학기간 동안은 급격히 이용률이 낮아지는데 반해, 개인학습

실은 1년 동안 일정한 이용률을 보였다. 

<그림 6> 월별 도서관 공간 이용률

세부 공간 이용률을 월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일반열람실을 구성하는 모

든 세부 공간에서 4월, 6월, 10월, 12월의 이용률이 상승하였으며, 그 중 5열람실은 해당 기간동안 

눈에 띄게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룹학습실은 학기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간이었는데, 8월과 

2월의 이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LC의 다양한 공간 중 PC학습테이블은 도서관 전

체 세부 공간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1년 중 3, 4, 5월에 특히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스마트테이블1과 스마트테이블2 또한 기간별 이용양상은 PC학습테이블과 유사하였으나 자연과학

자료 서가에 접해있는 스마트테이블1의 이용률이 PC학습테이블과 접해있는 스마트테이블2의 이용

<그림 7> 월별 도서관 세부 공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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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보다 조금 더 높았다. 개인학습실은 기간에 이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

다(평균 1.56). 멀티미디어실을 구성하는 세부 공간 중 1인 테이블의 이용률이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기는 하나, 전체 공간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3월 

이용률이 전체 기간 중 가장 높고,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이용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나. 시간별 활용도 분석

<그림 8> 시간별 도서관 공간 이용률

<그림 8>과 같이 오전 3시간, 오후 6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안 도서관 이용자 공

간 전체의 평균은 0.38로, 이는 해당 시간별 평균 38%의 좌석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자 공간은 오전보다 오후 시간에 더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 시간 중 9-10시

의 이용률이 가장 낮으며, 오후 1시부터는 대체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지만 특히 3-4시에 가

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용자 공간은 그룹학습실이었으며, 개인열람실, LC, 일반열람실, 멀티미

디어실 순이었다. 그룹학습실, LC, 개인열람실은 개방 시간동안 모두 절반 이상의 공간이 활용되

고 있는 반면(평균 0.54), 일반열람실과 멀티미디어실의 경우 시간별 공간 이용률 평균이 0.15, 

0.1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룹학습실의 이용률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높으며, 12시부터 1시까지의 이용률은 낮은 반면, LC는 개관시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개인학습실의 경우 하루 3회 정해진 시간(9시-13시, 13-18시, 18-21시)에만 예약 및 이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별 이용률은 예약 가능 시간에 따라 일정한 수치를 보였으며, 다만 오전보

다 오후 시간에 이용률이 조금 더 높았다. 

시간대별 공간 이용률을 세부 공간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8>와 같다. 일반열람실의 경우 

5열람실의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오전보단 오후 시간에 이용률이 높았다. 공간 이용

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3시로 나타났다. 그룹학습실의 경우 10시부터 12시까지의 이용률

이 특히 높으며, 오후 시간대에는 1시부터 4시까지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개관 직후 1시간, 점심

시간, 오후 5시 이후 이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을 띠었다. LC는 개관 직후부터 이용률이 완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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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다가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이용률이 다소 낮아졌다. 개인학습실은 1시를 기점으로 이용률

이 다소 높아지고, 멀티미디어실의 경우 대체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1인테이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2-30%대의 공간 이용률을 보였다. 

Ⅳ. 이용자 그룹별 공간 이용 양상 분석

본 절에서는 대학도서관 공간의 주요 이용자 그룹으로 분석된 학부생, 대학원생(석사/박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그룹별 공간 이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그림 2> 참고) 

해당 그룹은 전체 이용자의 95.3%이며, 그 외 지역주민(3.3%), 교직원(1.3%), 기타(0.2%)의 순으

로, 이 중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공간 예약 및 이용이 불가하며, 교직원 및 

기타 그룹은 극소수에 해당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공간 수용 인원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은 <표 1>과 같이 개인 공간과 그룹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공간은 1층 2층 LC의 PC학습테이블, 스마트테이블(1, 2), 개인학습실(캐럴), 4층의 

1~6열람실과 노트북열람실이며, 그룹 공간은 2, 3, 4층의 그룹학습실(6인실, 8인실, 10인실, 12인

실 총 26개)이다. 도서관의 공간 이용 데이터를 개인 공간과 그룹 공간으로 구분하여 주요 이용

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대학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모든 공간에서 학부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 공간의 경우 전체 누적 이용자의 86%가 학부생이었으며, 졸업

<그림 9> 시간별 도서관 세부 공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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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8%), 대학원생(6%) 순이었다. 그룹 공간의 경우 전체 누적 이용자의 78%가 학부생이었으며, 

졸업생(18%), 대학원생(4%) 순으로, 개인 공간에 비해 그룹 공간의 학부생, 대학원생 비율이 적

은 반면, 졸업생의 비율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그룹 개인 비율 그룹 비율

학부생 354,059 86% 48,914 78%

대학원생 26,456 6% 2,384 4%

졸업생 33,921 8% 11,721 18%

합계 414,436 100% 63,019 100%

<표 10> 개인/그룹 공간 누적 이용률 분포

주요 이용자 그룹별 공간 이용률을 살펴보면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모두 그룹 공간보다는 

개인 공간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개인 공간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91.7%), 졸업생의 빈도가 가장 낮았다(74.3%). 졸업생의 경우 그룹 공간의 이용 비율이 25.7%

로, 이는 학부생의 2배, 대학원생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향후 졸업생의 그룹 공간 이용 목적

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용자 그룹 개인 그룹 합계

학부생
354,059 48,914  402,973 

87.86% 12.14% 100%

대학원생
26,456 2,384  28,840 

91.73% 8.27% 100%

졸업생
33,921 11,721  45,642 

74.32% 25.68% 100%

<표 11> 이용자 그룹별 공간 이용률 분포

<그림 10> 이용자 그룹별 공간 선호도

개인 공간의 세부 공간별 이용률은 다음과 같다(<표 12>, <그림 11> 참고>). 개인학습실(캐럴)

의 경우 이용 대상이 대학원생 및 비전임교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이용자 그룹 중 

대학원생에서만 이용자 로그가 수집되었다. 개인 공간 중 가장 많은 활용도를 보이는 공간은 학

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모두 일반열람실로 분석되었다. <그림 7>과 <그림 9>에서 나타나듯이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LC(PC학습테이블, 스마트테이블1, 2)의 경우 공간 이용률이 일반열람

실보다 높았으나, 이용 빈도 측면에서 그룹별 이용 빈도 학부생 20.8%, 대학원생 16.2%, 졸업생 

2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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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그룹

개인
합계

일반 열람실 개인 학습실 LC

학부생
280,469  - 73,590 354,059 

79.2% - 20.8% 100%

대학원생
18,829  3,352 4,275 26,456

71.2% 12.7% 16,2% 100%

졸업생
25,546 - 8,375 33,921 

75.3% - 24.7% 100%

<표 12> 이용자 그룹별 개인 공간 이용률 분포

<그림 11> 이용자 그룹별 개인 공간 선호도

그룹 공간의 세부 공간별(수용 규모별) 이용률은 다음과 같다(<표 13>, <그림 12> 참고). 그룹

학습실의 경우 6인실 11개, 8인실 10개, 10인실 4개, 12인실 1개로, 총 26개 실이 2층부터 4층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각 실별 비교를 위해 총 이용횟수의 평균을 실별 개수로 한 번 더 나누어 

그 비율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학부생은 8인실, 6인실, 10인실, 12인실의 순이고, 대학원생은 

6인실, 8인실, 12인실, 10인실 순으로 나타나 이 두 그룹은 모두 10, 12인실보다 6, 8인실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졸업생의 경우, 6, 8, 10인실의 이용 비율이 비슷하고 상대

적으로 12인실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그룹

그룹
합계

6인실 8인실 10인실 12인실

학부생
21,229 20,766 5,590 1,329 48,914 

28.7% 30.8% 20.8% 19.7% 100%

대학원
생

1,245 912 161 66 2,384

36.4% 29.4% 13.0% 21.2% 100%

졸업생
5,081 4,626 1,860 154 11,721

29.9% 30.0% 30.1% 10.0% 100%

* 실별 비율 = 실별 총 이용횟수 평균/각 실 개수

<표 13> 이용자 그룹별 그룹 공간 이용률 분포

<그림 12> 이용자 그룹별 그룹 공간 선호도

2. 공간 구성 형태

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은 열람대의 형태에 따라 비개방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서관 

열람대(책상)은 주로 칸막이 열람대(1인용 비개방형 책상)나 오픈 열람대(칸막이 없는 4-6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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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로 구분되며, 또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집중도 높은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캡슐형 개인용 열람좌석(캐럴)을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여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허가제 서비스

를 제공하기도 한다.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6개의 일반열람실 중 4개 열람실은 칸막이 열람대가, 노트북열람실

을 포함한 3개 열람실은 오픈 열람대가 설치되어 있다. LC의 PC학습테이블과 스마트테이블, 일반

열람실의 노트북열람실, 그룹학습실 또한 오픈 열람대의 형태이다. 멀티미디어실의 경우 몰입도 

있는 미디어 자료 이용을 위하여 비개방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서관의 공간 이용 

데이터를 비개방형 공간과 개방형 공간으로 구분하여 주요 이용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비개방형 공간의 경우 전체 누적 이용자의 88%가 학부생이었으며, 졸업생(7%), 대학

원생(5%)의 순이었다. 개방형 공간의 경우 83%가 학부생이었으며, 졸업생(11%), 대학원생(6%) 순

으로, 비개방형 공간에 비해 개방형 공간을 이용한 대학원생과 졸업생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이용자 그룹 비개방형 공간 비율 개방형 공간 비율

학부생 201,705 88% 233,745 83%

대학원생 11,830 5% 17,203 6%

졸업생 15,320 7% 31,837 11%

합계 228,855 100% 282,785 100%

<표 14> 비개방/개방형 공간 누적 이용률 분포

주요 이용자 그룹별 공간 이용률을 살펴보면(<표 15>, <그림 13> 참고), 학부생, 대학원생, 졸

업생 모두 비개방형 공간보다는 개방형 공간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개방

형 공간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67.5%), 학부생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53.7%). 이러한 현상은 

학부생의 비개방형 공간 이용률이 시험기간마다 급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그룹 비개방형공간 개방형 공간 합계

학부생
 201,705 233,745 435,450 

46.3% 53.7% 100%

대학원생
11,830 17,203 29,033

40.7% 59.3% 100%

졸업생
 15,320 31,837  47,157

32.5% 67.5% 100%

<표 15> 이용자 그룹별 비개방/개방형 공간 
이용률 분포

<그림 13> 이용자 그룹별 비개방/개방형 공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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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방형 공간 중 영화관람부스와 블루레이존은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 전용 공간으로, <그림 

14>와 같이 다른 비개방형 공간보다 적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 외 공간별 선호도는 이용자 그룹

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부생의 경우 다양한 비개방형 공간을 두루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률은 1열람실, 6열람실, 4열람실, 1인테이블, 3열람실 순이었다. 1열람실과 6열람실은 1인용 

비개방형 책상(칸막이 열람대)으로 구성된 4개 열람실 중 규모가 가장 큰 열람실이다. 소규모 

열람실 중 남향에 속하는 4열람실이 3순위였고, 3열람실보다는 1인용테이블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4층의 북향 소규모의 열람실보다는 접근성이 더 좋은 2층이 더 선호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생 전용 캡슐형 1인학습실인 캐럴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도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간보단 대규모 공간을, 4층 

3열람실보다 2층의 1인테이블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졸업생의 경우는 6열람실

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 소규모 4열람실, 대규모 6열람실, 3열람실, 1인테이블 

순이어서 나머지 그룹과 매우 다른 선호도 양상을 보였다. 

<그림 14> 이용자 그룹별 비개방형 공간 선호도

<그림 15> 이용자 그룹별 개방형 공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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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공간의 경우 <그림 15>와 같이 모든 이용자 그룹에서 노트북열람실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PC학습테이블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공간에 대한 선호도는 그룹별

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학부생의 경우 스마트테이블2, 5열람실, 스마트테이블1, 2열람실 순이

었다. 대학원생은 5열람실, 2열람실, 스마트테이블1, 스마트테이블2 순, 졸업생은 5열람실, 스마

트테이블1, 스마트테이블2, 2열람실 순이었다. 대학원생은 다른 이용자 그룹에 비해 노트북 열람

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졸업생은 다양한 개방형 공간을 비교적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기활용 허용 여부

도서관 이용자 공간에서 기기활용의 허용 여부는 공간을 구분 짓는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칸막이 열람대로 구성된 일반열람실은 소음 발생의 문제로 인해 타이핑 소리를 

유발할 수 있는 노트북 등의 기기 활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일반열람실 외에 노트북 열람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노트북 열람실은 키보드 타이핑 소리 등 일정한 수준의 

소음이 허용되며, 기기 활용을 위한 콘센트가 함께 지원되는 공간이다. 또한 그룹학습실은 소규

모 인원을 대상으로 기기활용과 함께 대화가 허용되는 공간이다. 개인학습실 또한 1인용 공간이

긴 하지만 방음 장치를 통해 기기활용이나 크지 않은 대화로 인한 소음이 허용된다. 

J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기기활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은 1, 2, 3, 4, 5, 6 열람실이고, 

이 중 1, 3, 4, 5 열람실은 비개방형, 2, 5 열람실은 개방형 공간이다. 기기활용이 허용되는 공간

은 노트북 열람실, 개인학습실, LC, 그룹학습실, 멀티미디어실이다. 이 중 그룹학습실과 멀티미디

어실의 미디어 관람용 공간(영화관람부스, 블루레이존)을 제외하고, 이용자가 개인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이용자별 분포를 분석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기기활용이 허용되

지 않는 공간의 경우 전체 누적 이용자의 87%가 학부생이었으며, 졸업생(8%), 대학원생(5%)의 

순이었다. 기기활용이 허용되는 공간은 88%가 학부생이었으며, 대학원생(8%), 졸업생(4%) 순으

로, 대학원생들은 기기활용 공간을 더 선호했지만, 졸업생은 기기활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을 

이용자 그룹 기기활용 금지 비율 기기활용 허용 비율

학부생 224,267 87% 160,341 88%

대학원생 12,229 5% 15,437 8%

졸업생 20,105 8% 6,894 4%

합계  256,601 100% 182,672 100%

<표 16> 기기활용 허용 여부에 따른 공간 누적 이용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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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선호하였다. 

주요 이용자 그룹별 공간 이용률을 살펴보면(<표 17>, <그림 16> 참고) 학부생과 졸업생은 

기기활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을, 대학원생은 기기활용이 허용되는 공간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기기활용 허용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55.8%), 학부생(41.7%), 

졸업생(25.5%) 순이었다. 

이용자 그룹 기기활용금지 기기활용 허용 합계

학부생
224,267 160,341 435,450 

58.3% 41.7% 100%

대학원생
12,229 15,437 30,168

44.2% 55.8% 100%

졸업생
20,105 6,894 47,157

74.5% 25.5% 100%

<표 17> 이용자 그룹별 기기활용 금치/허용 공간 
이용률 분포

<그림 16> 이용자 그룹별 기기활용 금지
/허용 공간 선호도

기기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소음이 적은 공간들의 선호도는 <그림 17>에서와 같이 이용자 그룹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규모 비개방형 열람실인 6열람실의 선호도가 높

았으며, 중규모 비개방형 열람실인 3열람실의 선호도가 낮았다. 개방형 공간인 2, 5열람실의 선

호도는 대학원생이 특히 선호하는 공간이었다. 규모가 동일할 경우, 북향(1, 2, 3열람실)보다는 

남향(6, 5, 4열람실)의 열람실을 더 선호하였다.

<그림 18> 기기활용이 허용되어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공간들의 선호도는 이용자 그룹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나, 노트북열람실은 모든 이용자 그룹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었다. 노트북

열람실에 대한 선호도는 대학원생 그룹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노트북열람실을 제외하면, 학부생

은 스마트테이블2, 1인테이블, 스마트테이블1, PC학습테이블 순으로, 다른 그룹보다 1층 멀티미

디어실의 1인테이블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원생의 경우, 부스형 개인학습실인 

캐럴의 사용이 허용되는 그룹으로 캐럴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스마트테이블1, 스마트테이블

2, PC학습테이블, 1인테이블 순이었다. 졸업생은 스마트테이블1, 스마트테이블2, PC학습테이블, 

1인테이블 순으로 1층의 멀티미디어실 공간(PC학습테이블)보다는 2층의 LC를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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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이용자 그룹별 기기활용 금지 공간 선호도

<그림 18> 이용자 그룹별 기기활용 허용 공간 선호도

Ⅴ. 공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기본 시설이자 학술정보 유통의 중심기관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공간

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 환경의 변화와 학생 수의 감소, 취업난 등의 사회 현상, 방문 이용자의 

감소는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비판적 사고력, 창의, 소통, 협력 등이 학습자의 새로운 핵심 역량으로 등장하면서 대학도서

관 공간도 더 이상 장서 및 관리자 중심 공간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공간 혁신을 위한 첫 단계로 실제 이용자 공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이용자 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J대학

교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을 특성에 따라 일반열람실, 그룹학습실, Learning Commons, 개인

학습실, 멀티미디어실로 구분하여 공간별 이용률과 이용 양상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용자 그룹을 

도출하여 이들의 공간 특성별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공간별 활용도 및 이용자 그룹별 공간 선호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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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협업 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기간 중 공간 활용도가 높은 공간은 

그룹학습실과 LC였으며, 일반열람실과 멀티미디어실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룹

학습실과 LC는 개방형 구조이며, 기기 활용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개인 공간인 일반

열람실 중 개방형 공간인 2, 5열람실과 노트북열람실의 이용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멀티미

디어실 중 기기활용 공간인 1인테이블 공간만 유독 이용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들이 전반적으로 폐쇄적인 공간보다 개방적이고, 어느 정도 소음이 용인

되며,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 독서실보

다 스터디카페가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도서관 이용자들도 정적인 환경

보다 적당한 자유로움이 허용되는 환경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창의 

협력 학습 공간의 가치를 강조한 지적한 정영미, 이은주(202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세부공간별로 살펴보면, 그룹학습실의 경우 10인 이상의 공간보다 6인실의 이용률이 더 높았

으며, 2층보다는 4층에 있는 그룹학습실이 더 많이 이용 되었으나, 회당 이용 시간은 2층의 그룹

학습실이 더 길었다. 따라서 10인 이상의 대규모 그룹학습실보단 6인 이하의 중소규모의 그룹학

습실을 확충하고, 해당 공간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가 요구된다. 또한 일부 활용도가 낮은 

대규모 비개방형 칸막이 열람대를 오픈형 열람대로 개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 동시에 개인 학습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학습실의 경우, 

회당 이용 시간이 3, 4, 5시간으로 길어 밀도 있는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대상이 한정적임

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전체 공간 중 4번째로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였다. 개인학습실은 비개방형 

열람실로 분류할 수 있으나, 캡슐형 구조물로 다른 비개방형 열람실에 비해 소음 걱정이 적고, 

회당 이용 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별도의 설치비용이 들고 1인당 면적이 많이 할애

된다. 따라서 기존 비개방형 열람실의 운영에 있어 소음과 회당 이용 시간 등 유효할만한 추가적 

요인들을 분석, 운영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멀티미디어실 운영은 전면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공간은 월별, 시간별 누적 

평균 모두에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공간이었다. 특히 영화관람부스, 블루레이 공간의 이

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의 일상화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들은 굳이 멀티미디어실을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열람보다는 보존을 위한 

공간 할애가 요구되며,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사 일정에 따른 기간별, 시간별로 탄력적인 공간 운영이 요구된다. 월별 활용도를 분석

한 결과 당연하게도 학기 중엔 높은 이용률, 방학 기간 중엔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실제로 도서

관 운영에도 이러한 양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나, 더 세부적인 이용 양상을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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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월별, 시간별 세부 이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월별 이용률은 1년 중 4월에 가장 높으며, 특히 일반열람실과 LC는 시험 기간(4월, 6월, 10월, 

12월)에 이용률이 특히 높아진다. 그룹학습실은 학기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간이었으며 8월과 

2월 이용 하락율이 매우 컸다. 도서관 전체 세부 공간 중 PC학습테이블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학습실은 기간에 따른 이용률 변화가 거의 없이 꾸준히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따라서 PC학습

테이블과 개인학습실은 종전과 같이 운영하되 확장을 고려해야 하고, 일반열람실과 LC는 시험 기간 

운영 시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룹학습실의 경우 이용률이 급락하는 방학 기간 중 별도의 

공간 활용 방안을 고려하거나 일부 폐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시간별 활용도의 경우, 모든 이용자 공간이 오전보다는 오후에 더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9-10시의 이용률이 가장 낮으며, 3-4시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룹학습실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용률이 높고, 점심시간의 이용률이 급격히 저조했다. LC의 이용률은 

시간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고 개관시간부터 꾸준히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을 

고려한 직원 배치와 환경 제어(온도 및 습도 조절, 환기 등)가 필요하다. 

셋째, 도서관 공간의 주요 이용자를 고려한 공간 배치가 요구된다. J대학교 도서관 이용자 그룹

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86%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석·박사)인 재학생, 9.3%는 졸업생으

로 전체 95.3%를 차지하였으며, 3.3%는 지역주민, 1.3%는 교직원이었다. 대학도서관이 서비스 

대상을 교직원 및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을 전제로 한 공간 이용자는 학생(재학생, 대학

원생)과 졸업생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 준비 기간의 장기화라는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도 졸업생을 주요 이용자 그룹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공간의 특성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의 수용인원에 따라 개인 공간과 그룹 공간으로 구분 하였을 때 모든 이용자 그룹은 

그룹 공간보다는 개인 공간을 더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공간을 이용하는 빈도는 학

부생, 대학원생보다 졸업생이 더 높았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10, 12인실보다 6, 8인실을 선호하였

으며 특히 졸업생은 12인실의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보다 근본적으

로는 그룹 공간이 개인 공간에 비해 매우 적게 배정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 재설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간 구성 형태에 따라 비개방형(폐쇄형 구조)과 개방형(오픈형 구조) 구분하였을 

때, 모든 이용자 그룹이 비개방형 공간보다는 개방형 공간을 더 선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졸업생의 개방형 공간 선호도가 높았다. 비개방형 공간 중 선호하는 공간은 이용자 그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학부생의 경우 대규모 1열람실을, 대학원생의 경우 개인학습실을, 졸업생

의 경우 대규모 6열람실을 가장 선호하였다. 개방형 공간의 경우, 모든 이용자 그룹에서 노트북

열람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노트북열람실의 선호도는 대학원생 그룹에서 특히 높은 것을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공간별로 주요 이용자 그룹을 타게팅한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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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기활용의 허용 여부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였을 때 학부생과 졸업생은 기기활용

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을, 대학원생은 기기활용이 허용되는 공간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소음이 적은 공간들의 선호도는 이용자 그룹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

으며, 조용한 공간 중에서도 대규모 공간이나 개방형 공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당한 소음이 허용되는 노트북 열람실은 모든 이용자 그룹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보다 넓은 공간을 소음 허용 구간으로 책정함으로써 노트북을 비롯해 PC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

하거나 자유로운 그룹 토론 등이 가능한 LC 공간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대학도서관들이 공간 혁신을 통해 도서관 내외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용자 수요와 변화된 학습 환경을 반영하는 공간의 재구성에 논의의 첫 단계

로 대학도서관을 구성하는 공간별 이용률과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조성이라는 대학도서관 공간의 시대적 방향성에 따라 J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공간’을 범주화하였으며, 실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여 분석하였다. 공간별 이용

률과 이용자 그룹별 공간 선호도를 도출하여 현재 공간 구성의 특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별 비교를 위해 연구 대상 공간 모두가 개방하는 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으로 한정하여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따라서 세부 공간별 운영 시간이 공간 이용률이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에 분산되어 

있는 이용자 공간을 범주화하여 공간별 이용행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이용자들이 

대학 도서관의 공간 중 어디에 얼마나 머무는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

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도서관 공간의 낭비를 줄이고, 

방문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 기반의 시사점들을 활용하여 이용자 및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 또는 심층면담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간 요구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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