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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이용자의 인식과 사용성을 평가하고 이에 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장비에 해 정리한 후, 세종시와 포항시에 설치된 무인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무인 스마트도서 의 이용과 운 사항, 서비스 만족도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무인 스마트도서 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을 도서 으

로 끌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 다. 무인 스마트도서 의 이용자는 연령과 학력이 다양하 고 도서 출을 

목 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반 으로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user’s perception and usability of the unmanned 

smart library and to derive the improvements.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on smart technology 

and smart equipment, we surveyed users who use unmanned smart library installed in Sejong 

City and Pohang City, and questioned the use, operation and service satisfaction of unmanned 

smart libra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unmanned 

smart library and draw users to the library. Unattended smart library users varied in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y were most interested in borrowing books and were satisfied 

with their overal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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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필요성

4차 산업 명시 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

넷, 클라우드 컴퓨 ,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린터, 가상 실, 로 기술 등의 첨단정보기술

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ICT)

로 개발된 도서 용 스마트 기기와 장비들이 

도서 에 설치되어 도서  이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류가 고  도서 을 설립한 이후부터 도서

 이용자는 사서와 직  면하여 책을 출

하고 반납하 다. 도서  이용자가 사서와 

면하여 도서를 출하고 반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다. 그러나 최근에

는 이러한 도서의 출과 반납도 자동 출반납

기 등의 스마트 장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도서 에서는 기존의 도서 에서 많이 사

용되지 않았던 스마트서가(smart shelves), 장서

검로 , 도서 약 출자동반납기, 무인 스마트

도서  등과 같은 새로운 스마트 장비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도서 정보정책 원회(2014)의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2014~2018)에 따르

면 U-도서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공공장소에 다

양한 스마트기기와 장비의 보 을 확 할 계획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서  외부에서도 사서

의 도움 없이 도서를 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스마트도서 (smart library)이라는 개념

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무인 스마트도서

이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와 로 , 스마트 서가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

가 어디서든 자유롭게 도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의 도서  기능을 체할 

수 있는 무인 리 도서 을 말한다. 다양한 기

술들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무인 스마트도서

은 이용자에게 도서  이용에 한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  외부에서 이

용자에게 책을 무인으로 출하고 반납하는 무

인 스마트도서 이 스마트도서 을 이끄는 

래그쉽(flagship)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무인 스마트도서 은 도서 이 멀어 자주 이

용할 수 없는 이용자나 시간이 없어 도서 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해 도서  외부

의 공공기 , 터미 , 기차역, 지하철역, 형 마

트 등에 설치되어 이용자들에게 도서의 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무인 스마트도서

은 평소에 도서 을 이용하고 싶지만 여건이 부

족해 도서 을 이용하지 못했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책을 하고 도서

에 심을 가져 잠재 인 도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 을 가지고 있는 무인 스마트

도서 은 개별 도서 이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고가이며, 아직까지 이용자에 한 인식 조사나 

사용성 평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 스마트도서 이 

보다 효율 으로 도서  이용자에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인식 

조사와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다. 

1.2 연구목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 조사와 사용성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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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스마트도서 의 기능 개선과 사용성을 향

상하는데 있다.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인식 조사와 사용

성 평가를 한 세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기존 국내․외 도서 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장비들에 한 문헌조사

를 실시하 다. 문헌조사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무인 스마트도서 을 비롯한 스마트 장

비들이 도서 에서 어떻게 용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유통 

인 표 인 무인 스마트도서 을 선정하여 설

치된 두 곳을 심으로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인식 조사와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이

를 통해 무인 스마트도서 의 인식과 사용성 상

황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제언하 다.

1.3 선행연구

4차 산업 명 시 에 스마트 기술과 장비에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의 필요

성 등 이론 인 연구는 많지만 구체 인 연구

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 RFID 등 스마트

도서 의 기술과 장비에 련되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 까지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종문(2007)은 RFID 기술이  발 함

에 따라 효율 인 도서  자동화를 실 하려고 

하지만 기술에 한 지식이 부족해 자동화를 쉽

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도서 을 해 RFID 기

술의 도서  용 방안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RFID에 한 정의와 그 특징을 알아본 후 

이를 바코드와 비교하고 설명하 다. 한 국

내․외의 도서 과 출 ․유통분야에서 RFID

기술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범 와 사례들에 

하여 설명한 후 RFID 기술을 도서 에 어떻게 

용할 것인지에 한 방안을 제시하 다.

정민경, 권선 (2014)은 사물인터넷의 정의

와 RIFD, NFC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을 소

개하 다. 한 도서  내의 다양한 사물과 데

이터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시멘틱 웹 기술을 제안하여, 이를 도서

에서 이용자를 한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노동조, 손태익(2016)은 문헌조사 연구를 기

반으로 최근 도서 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

물인터넷의 개념과 핵심기술을 정의하고 사물

인터넷이 국내․외 도서 에 도입되어 사용되

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 다. 국내 S 학교 도

서 에 사물인터넷이 구축되어 사용되는 사례

를 집 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도서 의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다. 

김태  외(2017)는 4차 산업 명과 함께 다

양한 스마트 장비들이 새롭게 각 받고 도서  

이용자들이  체험을 시함에 따라, 재 

도서 에서 스마트 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황

을 조사하 다. 문헌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통

한 황분석과 함께 도서  실무자의 의견수렴

을 포함하여 재 국내 도서 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장비의 유형별 특징을 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도서  환경에 합

한 스마트 장비의 용 방안을 제안하 다. 

Yang, X 외(2017)는 도서 의 많은 자료를 

효율 으로 리하고 제공하기 해 책표지 문

자 읽기를 한 딥러닝 기반의 도서  재고 구

축  검색 시스템을 제시하 다. 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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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서 이 수많은 책을 리하고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책등 이미지를 장하는 방법보

다 책등 텍스트를 이용하여 책을 식별하는 방

법을 고안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와 같이 도서 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과 장비에 한 연구는 기 인 상황이다. 

한 스마트 기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인 스마트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

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 인 사용

성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스마트 기술과 장비

4차 산업 명시  도서 의 지식정보 생태

계가 격히 변화하고 있다. 도서 은 사서와 

이용자를 심으로 했던 기존의 통  도서

에서 이용자가 사서의 도움 없이 도서  외부

에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시 로 변화하고 

있다. 재 도서 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한 

고속 통신 기술과 RFID, NFC, 비콘 등 다양

한 첨단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  RFID 기

술을 용한 자동화 장비들과 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도서  자료 리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 

2.1 RIFD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RFID 기술은 RFID 

Tag, 안테나, 독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

의 바코드를 체할 기술로 각  받고 있다. 

도서에 한 정보를 칩에 내장 시켜 이를 무선

주 수로 추 하고, 비 식으로 원거리의 

많은 도서를 동시에 인식하여 스마트도서  환

경에서 사서들이 장서 검과 도서 리 등의 업

무를 효율 으로 처리하여 도서  이용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 의 다양한 자동화 장비 에 RFID 기

술을 용한 스마트 자동화 장비로는 도서 분

실방지시스템, 회원증 자가발 기, 좌석배정 

리시스템, 사서용 데스크탑, 장서 검로  등이 

있으며, 자동 출반납장비로는 자동반납기, 

약 출자동반납기, 무인 스마트도서 , 스마트

서가 등이 있다. 

RFID는 싱가포르 공공도서 에 1998년에 

세계 최 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서는 2014년 기 으로 국 860개의 공공도서

  495개의 도서 이 RFID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학도서 의 경우 성균 학교, 연세

학교 등 많은 도서 에서 RFID 시스템을 구

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건립 는 리모

델링하는 도서 들은 부분 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2 NFC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RFID 

기술  하나로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비 식 통신 

기술로 13.56MHz의 주 수를 사용하며 보안

이 우수하고 가격도 렴하다. 재 NFC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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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 내장되어 이용자들 간의 손쉬운 일교

환이 가능하게 하고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

도 신용카드, 멤버쉽카드 등을 사용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한 도서  좌석배정과 출입

리, 자료 출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LG 상남도서 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근

성 향상을 하여 NFC 기술이 용된 휴 폰

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경

재, 곽승진 2006).

2.3 비콘

비콘(Beacon)은 블루투스와 외선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 범  내의 스마트 기기를 감

지하여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리 

데이터 통신을 말한다. 비콘은 력소모가 

고 정확성이 매우 높으며 비 식이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한 다양한 상 를 

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다양한 정보  

고 등을 이용자에게 동시에 송 할 수 있다. 

도서 에서는 주로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 출입

리, 모바일 출, 도서  이용안내, 도서  열

람실 좌석 약과 연장, 퇴실 등에 이용되며 

재 충남 학교 도서 , 부산 학교 도서 , 

남 학교 도서 , 서울교육 학교 도서  등 

많은 도서 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2.4 도서  좌석 리시스템

좌석 리시스템은 이용자가 보다 편하게 도

서  좌석을 선택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비

콘과 블루투스를 통해 이용자의 모바일과 연동

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도서  좌석

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실 좌석과 세미나실, 그

룹스터디룸 등을 약, 연장, 퇴실, 외출, 기

약 할 수 있다. 실시간 좌석 황 악도 가능하

며 잔여좌석, 기자수 등을 알려주는 알리미 

기능도 제공된다. 시스템은 제어용 컴퓨터, 학

생증 리더기, 좌석표 린터, 바코드 리더기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학도서 들을 

심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도서  좌석 리시스템
출처: 정수 로벌, 나이콤 홈페이지(2018. 2. 17.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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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가 출반납기

자가 출반납기는 도서 의 무인화에 많은 

향을 끼치고 있다. 자가 출반납기는 도서  

안에서 사서의 도움 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도

서를 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스캐 , 린터, 스피커, RFID 리더기, 모바일 

리더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기에 따라 정

보알리미 기능, 다국어 기능, 지체장애인을 

한 음성인식기능, 가족회원간 출가능 권수 

공유기능, 리자 로그램  통계기능, 반납연

기기능 등이 있으며 많은 도서 에서 사용되고 

있다(<그림 2> 참조).

2.6 장서 검로  

장서 검로  AuRoSS(Autonomous Robotic 

Shelf scanning System)는 싱가포르 과학기술

연구진흥청에서 개발한 장서 검로 이다. 로

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집약되

어 만들어진 로 으로 RFID  이  기술을 

사용하여 99%의 정확도로 서가를 스캔한다. 스

캔 후 순서가 잘못되었거나 락된 서 에 

한 정보를 리자에게 달하여 서가 배가가 

효율 으로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

발자는 로 이 선반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스스

로 서재표면을 감지하고 이를 참고하여 로  스

스로 경로를 생성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곡선

이동도 가능하며 재 일부 싱가포르 공공 도서

에서 야간에 시범 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3> 

참조).

2.7 스마트서가 

스마트서가는 재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

는 북 트럭에 스마트 기술을 목시킨 제품으

로 스마트 키오스크와 이동형 스마트서가를 결

합시킨 제품이다. 스마트서가는 이용자가 스마

트서가에 열람한 책을 놓으면 자동으로 열람통

계를 산출하여 이를 도서 의 운 지표로도 사

<그림 2> 자가 출반납기
출처: 나이콤, 정수 로벌, 이씨오 홈페이지(2018. 2. 10.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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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uRoSS
출처: High Tech Shelf Help: Singapore’s Library Robot(2018. 2. 3. 기 )

용이 가능하게 하는 열람통계산출기능, 서가에 

놓여있는 도서가 가득 차게 되면 자동으로 

리자의 컴퓨터에 알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배치알림기능, 이용자가 반납할 도서를 스

마트 서가에 꽂으면 자동으로 반납처리가 되는 

자가 출반납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리자용 

약도서 용서가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어린

이 자료실에 설치할 경우 독서통장 인쇄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 스마트서가에 도서가 

꽉 차면 바로 일반서가에 배치가 가능하여 북 

트럭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스마트 서가는 

이동이 가능하여 북 트럭에 책을 다시 옮기지 

않고 바로 일반서가에 도서를 배치 할 수 있다. 

이용자가 검색한 도서를 즉시 치 악이 가능

토록 하여 도서 회 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스마트서가 시스템
출처: 정수 로벌 홈페이지(2018. 2. 1.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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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동반납기

최근 자동반납기는 많은 공공도서 에서 효

율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동반납

기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출 자료들을 원하는 

시간에 효율 으로 반납 할 수 있다. 자동반납기

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효율 으로 조작이 가능

하며, 자료 반납 시 약도서나 연체도서, 비 도

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운 도서 에

서 자동반납기를 원격조작 할 수 있으며 기기를 

통해 자료의 실시간 반납처리가 가능하다. 기기

에 따라 린터를 내장하여 이용자에게 반납확

인증을 주거나 SMS(Short Message Service)

를 통해 반납확인메세지를 보내주기도 한다. 

재 충남 학교 도서 , 본리도서 , 화정도서

을 비롯해 많은 학도서 과 공공도서 , 공공

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림 5> 참조).

2.9 약 출자동반납기

약 출자동반납기 한 자동반납기와 함

께 많은 도서 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다. 

약 출자동반납기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약하여 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약자료 출

<그림 5> 자동반납기
출처: 나이콤, 정수 로벌, 이씨오 홈페이지(2018. 2. 10. 기 )

<그림 6> 약 출자동반납기
출처: 나이콤, 정수 로벌, 이씨오 홈페이지(2018. 2. 10.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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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있으며, 이용자 스스로 자료의 출뿐만

이 아니라 반납도 가능한 무인 출반납기능도 

가지고 있다. 도서 뿐만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

서 도서의 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도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기기에 따

라 이용자에게 알람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재 국립세종도서 , 의정부 어린이도서  등에

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무인 스마트도서

무인 스마트도서 은 RFID시스템, 스마트서

가, 로 기술 등 다양한 첨단 정보기술과 장비

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무인형 도서

이다. 무인 스마트도서 은 365일 24시간 무

인으로 도서 에 한 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과 형마트, 공서와 같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치하여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한 농

산어  지역과 군부  등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쉽게 도서 에 근하기 힘든 이용자나 도서

을 쉽게 이용 할 수 없는 장애인, 평일에 도서

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 등이 본인들의 생활권에 

설치된 무인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여 언제든

지 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목

을 두고 개발되었다.

무인 스마트도서 은 첨단 정보기술을 사용

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도서  외부에

서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의 도

서  개념으로 공공도서 을 심으로 보 이 

확 되고 있다.

3.1 주요 기능  특징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 에

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  장비

는 무인 스마트도서 이다. 무인 스마트도서

은 기존의 자동반납기와 약 출자동반납기의 

기능을 포함하고 스마트서가 기술이 용된 장

비로 도서  외부에서 도서 의 기능을 완벽하

게 체할 수 있는 무인 도서 이라고 할 수 있

다. 무인 스마트도서 의 주요 기능  특징은 

<표 1>과 같다.

무인 스마트도서 은 RFID 기술을 용한 

최신의 자동화 장비로 도서  외부 어느 곳에

나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며 도서 의 도서 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 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무인 스마트도서  내의 모든 책을 직  으

로 보며 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약 출과 반

납 기능을 제공하며 사서의 손을 거치지 않고

도 장비에서 반납과 동시에 출도 가능하다. 

한 리자에게 이용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주민등록증과 운 면허증으로도 

출과 반납이 가능하다. 

3.2 장비별 비교

무인 스마트도서 은 365일 24시간 운 되

며 무인으로 운 되는 만큼 도서의 분실방지와 

이용자의 안 을 한 CCTV가 설치되어 있

고, 음성안내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기에 따라 휴 폰 충 기능, 회원증 발 기

능, 희망도서 신청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 무인 스마트도서 은 성남시 탄천종합운동

장, 세종시 보람동과 종 동 주민센터, 신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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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기능  특징

∙구성 자동반납기 + 약 출반납기 + 스마트 서가 

∙ 재도서 약 250 ~ 500권

∙주 수 13.56MHz 사용

∙모니터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용성 향상

∙스피커 스피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음성안내 기능 제공

∙ 린터 린터를 통한 반납증(확인증) 제공

∙보안
365일 24시간 운 되며 무인으로 운 되는 만큼 도서의 분실방지와 이용자의 안 을 한 

CCTV 설치

∙설치 장소 도서  내․외부 어느 곳에서나 설치와 이용이 가능 

∙도서검색 방법 터치스크린을 통한 검색방법과 유리창을 통한 검색방법 제공 

∙이용 회원증 도서  회원증, 모바일 회원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 면허증)

∙주요 기능

- 상호 차 기능 제공

- 약 출 기능 제공

- 정보게시  기능 제공

- 모바일 연동 기능 제공

- 리자를 한 이용통계 서비스를 제공

- 도서 의 도서 리 시스템과 연동운  가능

<표 1> 스마트 무인도서 의 주요 기능  특징

<그림 7> 스마트 무인도서
출처: 나이콤, 정수 로벌, 이씨오 홈페이지(2018. 2. 10. 기 )

안양역, 청주시 흥덕구청, 육군사 학교 등 

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스마트 무인도서 을 제조  

매하고 있는 업체로는 ㈜정수 로벌, ㈜이씨

오, ㈜나이콤 등이 있다. 각 업체의 무인 스마

트도서 은 약도서 출, 통계서비스 제공 

등의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한 기

능은 업체마다 약간씩 상이하다. 각 업체별 무

인 스마트도서 의 기능과 특징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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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정수 로벌(SAY-6500B) 나이콤(EZ-950SL) 이씨오(LVM-SL600)

재원
(단 :mm)

2000(H) * 3000(W) * 510(D) 2068(H) * 2400(W) * 900(D) 2070(H) * 2960(W) * 1290(D)

재도서 약 500권 약 500권 약 570권

주 수 13.56MHz 13.56MHz 13.56MHz

서가 수 2개 1개 1개

서가 열 5단 5단 -

모니터 21인치 42인치 55인치 / 21.5인치

린터 ○ ○ ○

스피커 ○ ○ ○

CCTV ○ ✕ ○

상호 차 ○ ○ ○

약 출 ○ ○ ○

정보게시 ○ ○ ○

모바일연동 ○ ○ ○

인증방법

도서  회원증
모바일 회원증

 신분증
(운 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서  회원증
모바일 회원증

도서  회원증 
모바일 회원증 

<표 2> 업체별 무인 스마트도서  비교

3.3 시스템 구성도

무인 스마트도서 의 도서흐름도와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8>과 같다. 무인 스마트도서

은 이용자를 한 상호 차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기에서 이용자가 상호 차를 신청하면 도서

은 상호 차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

를 인지한 후,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각각의 무

인 스마트도서 으로 보내며 각 무인 스마트도

서 들 사이에도 상호 차가 가능하다. 한 각각

<그림 8> 무인 약 출반납기의 도서 흐름도  시스템 구성도
출처: 정수 로벌 홈페이지(2018. 2. 1.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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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인 스마트도서 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사용하여 도서 의 도서 리 용

망을 통해 도서 의 도서 리 통합서버에 연결

되어 리된다. 

4. 사용성 평가 결과

무인 스마트도서 의 사용성 평가를 해 세

종시 보람동과 종 동, 포항의 포항의료원, 포

항노인복지회 , 진에버빌에 설치된 5곳의 

무인 스마트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1일간 무인 스마

트도서  이용, 운 , 만족도, 일반사항 등에 

한 총 31문항의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4.1 설문조사 결과의 인구통계  특성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표 3>과 같이 총 92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

았으며, 성별은 남자 43명(46.7%), 여자 49명

(53.3%)이다. 연령은 20 와 40 가 각각 24

명(26.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  23명(25%), 50  11명(12%), 10  6명

(6.5%)이고 60  이상이 4명(4.3%)으로 가장 

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력은 문 / 학 졸

업이 38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5명(27.2%), 고등학생 12명(13%), 학원 재

학/졸업 7명(7.6%), 학생 5명(5.4%), 고졸 3명 

(3.3%)의 순서이며 직업은 학생 22명(23.9%), 

주부 20명(21.7%), 사무직 16명(17.4%), 공무

원 11명(12%), 서비스직 7명(7.6%), 연구직 6

명(6.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 N %

성별

남 43 46.7

여 49 53.3

계 92 100.0

연령

10 6 6.5

20 24 26.1

30 23 25.0

40 24 26.1

50 11 12.0

60  이상 4 4.3

계 92 100.0

학력

등학생 1 1.1

학생 5 5.4

고등학생 12 13.0

학생 25 27.2

고졸 3 3.3

문 / 학 졸 38 41.3

학원 재학/졸업 7 7.6

기타 1 1.1

계 92 100.0

직업

학생 22 23.9

주부 20 21.7

사무직 16 17.4

연구직 6 6.5

공무원 11 12.0

서비스직 7 7.6

자 업 3 3.3

무직 3 3.3

기타 4 4.3

계 92 100.0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징

4.2 응답자의 인식조사 결과

4.2.1 무인 스마트도서 의 이용방법  목

무인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는 주된 목 은 

도서 출이 71명(7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반납 17명(18.5%), 도서  안내 정보열람 

2명(2.2%) 순이었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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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도서 출 71 77.2

도서 반납 17 18.5

도서  안내 정보 열람 2 2.2

공공기  알림 정보 열람 1 1.1

기타 1 1.1

체 92 100.0

  <표 4> 무인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는 
주된 목

무인 스마트도서  내부의 책이 몇 권이 가장 

당한지에 한 질문으로 40명의 이용자들이 

401 ~ 500권(43.5%)이라고 응답하 으며, 다

음으로 20명(21.7%)의 이용자들이 300 ~ 400

권이 가장 당하고 응답했다(<표 5> 참조).

항목 N %

300 ~ 400권 20 21.7

401 ~ 500권 40 43.5

501 ~ 600권 18 19.6

601 ~ 700권 13 14.1

기타 1 1.1

체 92 100.0

 <표 5> 무인 스마트도서  내부의 당한 
도서의 권수

무인 스마트도서  도서의 교체주기로 가장 

많은 35명(38%)의 이용자들이 1개월이 가장 

당하고 응답하 으며 32명(34.8%)의 이용자

들이 2개월이 교체주기로 당하다고 응답하

다(<표 6> 참조). 

항목 N %

15일 4 4.3

1개월 35 38.0

2개월 32 34.8

3개월 18 19.6

기타 3 3.3

체 92 100.0

<표 6> 무인 스마트도서 의 도서 교체주기

4.2.2 무인 스마트도서 의 장   단

무인 스마트도서  이용의 장 으로 가장 많

은 43명(46.7%)의 이용자들이 도서 을 방문하

지 않고도 도서를 출 할 수 있다는 을 장

으로 뽑았으며, 36명(39.1%)의 이용자들이 도

서를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

다. 이용의 단 으로는 가장 많은 36명(39.1%)

의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도서가 많지 않다는 

을 단 으로 뽑았으며 29명(31.5%)의 이용자

들이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는 

을 단 으로 응답하 다(<표 7> 참조). 

구분 항목 N %

장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를 출 할 수 있다. 43 46.7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를 반납 할 수 있다. 11 12.0

도서를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36 39.1

도서  안내 정보  공공기  알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 2.2

최신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0 0.0

기타 0 0.0

체 92 100.0

<표 7> 무인 스마트도서  이용의 장 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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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무인 스마트도서 의 출

무인 스마트도서  내부의 다양한 장르의 서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문학․

언어 42명(45.7%), 기타 15명(16.3%), 사회과

학 12명(13%), 역사 9명(9.8%)의 순이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무인 스마트도서 에서 문

학․언어장르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항목 N %

철학․종교 4 4.3

사회과학 12 13.0

과학․기술 4 4.3

술 6 6.5

문학․언어 42 45.7

역사 9 9.8

기타 15 16.3

체 92 100.0

<표 8> 가장 많이 출하는 장르

 

한 무인 스마트도서 의 도서 출․반납 

방법은 이용자들  48명(52.2%)이 도서  회

원증과 신분증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타

났고, 도서  회원증만을 활용하는 방법과 신

분증만을 활용하는 방법은 각각 21명(22.8%)

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항목 N %

도서  회원증 21 22.8

신분증 21 22.8

도서  회원증  

신분증 모두 이용
48 52.2

기타 2 2.2

체 92 100.0

<표 9> 도서의 출과 반납 방법

무인 스마트도서 의 당한 출권수는 2권

을 선택한 이용자들이 53명(57.6%)으로 나타

났으며, 3권을 선택한 이용자들은 28명(30.4%)

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10> 참조).

항목 N %

1권 2 2.2

2권 53 57.6

3권 28 30.4

4권 4 4.3

5권 이상 5 5.4

체 92 100.0

<표 10> 가장 한 출 권수

무인 스마트도서  도서의 당한 출 이용

기간으로는 48명(52.2%)이 15일을 선택하 으

며 26명(28.3%)이 20일을 선택하 다(<표 11> 

참조).

구분 항목 N %

단

이용 가능한 도서가 많지 않다. 36 39.1

기기의 조작 방법이 어렵다. 9 9.8

도서  회원증 는 신분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14 15.2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다. 29 31.5

기타 4 4.3

체 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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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10일 9 9.8

15일 48 52.2

20일 26 28.3

25일 5 5.4

30일 이상 4 4.3

체 92 100.0

<표 11> 당한 출 이용기간

4.2.4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만족도 평가 

무인 스마트도서  이용에 한 만족도는 

반 인 이용만족도와 출기능, 반납기능, 도서

검색기능, 상호 차기능, 장애인․노인 편의기

능, 정보알리미 기능으로 나 어 조사하 다. 이

용자들의 반 인 만족도는 만족 53명(57.6%), 

매우만족 18명(19.6%)으로 이용자들 부분

이 무인 스마트도서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기능은 보통 25명(27.2%), 만족 

40명(43.5%), 매우 만족 23명(25%)으로 무인 

스마트도서 의 출기능에 만족하는 이용자들

이 부분이었다. 반납기능은 매우 불만족 1명

(1.1%), 불만족 2명(2.2%), 보통 23명(25%), 

만족 43명(46.7%), 매우 만족 23명(25%)으로 

반납기능 한 이용자들이 체 으로 만족하

는 모습을 보 다. 도서검색기능은 보통 45명

(48.9%), 만족 32명(34.8%), 매우 만족 12명

(13%)으로 보통의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상호

차 기능 한 보통의 의견이 56명(60.9%)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무인 스마트도서 의 장애인과 

노인을 한 편의기능은 보통 44명(47.8%), 불

만족 25명(27.2%), 만족 13명(14.1%)으로 무

인 스마트도서 의 장애인과 노인을 한 편의

기능은 체 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정보알리미 기능은 보통의 

의견이 50명(54.3%)으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질문 항목 N %

반 인

이용 만족도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0 0.0

보통 21 22.8

만족 53 57.6

매우 만족 18 19.6

체 92 100.0

출기능

매우 불만족 1 1.1

불만족 3 3.3

보통 25 27.2

만족 40 43.5

매우 만족 23 25.0

체 92 100.0

반납기능

매우 불만족 1 1.1

불만족 2 2.2

보통 23 25.0

만족 43 46.7

매우 만족 23 25.0

체 92 100.0

도서검색기능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3 3.3

보통 45 48.9

만족 32 34.8

매우 만족 12 13.0

체 92 100.0

상호 차기능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5 5.4

보통 56 60.9

만족 22 23.9

매우 만족 9 9.8

체 92 100.0

장애인․노인

편의기능

매우 불만족 2 2.2

불만족 25 27.2

보통 44 47.8

만족 13 14.1

매우 만족 8 8.7

체 92 100.0

정보 알리미

기능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15 16.3

보통 50 54.3

만족 18 19.6

매우 만족 9 9.8

체 92 100.0

<표 12> 무인 스마트도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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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후 타인에게 무인 스마트도서  

추천 의향에 한 질문에는 ‘그러함’을 선택한 

이용자가 55명(59.8%), ‘매우 그러함’을 선택한 

이용자가 20명(21.7%)으로 이용자들이 체

으로 무인 스마트도서 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항목 N %

매우 그 지 않음 0 0.0

그 지 않음 1 1.1

보통 16 17.4

그러함 55 59.8

매우 그러함 20 21.7

체 92 100.0

<표 13> 타인에게 무인 스마트도서  추천 

의향

포항시와 세종시 이용자들의 무인 스마트도

서  만족도에 한 평가는 상이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반 인 이용에 한 평가는 포항

시 이용자가 세종시 이용자 보다 평균 수가 

높고 큰 표 편차를 보 는데 이는 포항시의 

무인 스마트도서 이 세종시의 무인 스마트도

서 보다 설치 기간이 오래되었고 이용자의 무

인 스마트도서  이용경험이 풍부하여 보다 다

양한 의견을 보이고 큰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기능과 상호 차기능 한 포

항시 이용자가 세종시 이용자보다 높은 만족도

를 보 으며 각 항목에 한 평균차이는 통계

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14> 참조). 

4.2.5 무인 스마트도서  설치 련사항 

무인 스마트도서 을 추가로 더 많이 설치해

야하는가에 련된 질문은 ‘그러함’과 ‘매우 그

러함’을 선택한 이용자들이 총 71명(77.2%)으

로 가장 많았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이용자는 

18명(19.6%), ‘그 지 않음’을 선택한 이용자

는 3명(3.3%)으로 이용자들은 무인 스마트도

서 의 추가 설치를 체 으로 원하 다(<표 

15> 참조).

항목 N %

매우 그 지 않음 0 0.0

그 지 않음 3 3.3

보통이다 18 19.6

그러함 47 51.1

매우 그러함 24 26.1

체 92 100.0

 <표 14> 무인 스마트도서 의 추가 설치 

여부

항목 변수 M SD t p

반 인 

이용에 한 평가

세종시 3.750 .6147
-3.209** .002

포항시 4.167 .6302

출기능에 

한 평가

세종시 3.682 .8832
-2.149 * .034

포항시 4.063 .8097

상호 차 기능에 

한 평가

세종시 3.182 .6203
-2.569 * .012

포항시 3.563 .7964

<표 15> 도시별 무인 스마트도서 의 이용 만족도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사용성 평가 연구  119

한 무인 스마트도서  설치를 희망하는 장

소는 주민센터, 시청 등의 공서  공공기

이 33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하철, 기

차역, 버스터미 이 22명(23.9%)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16> 참조).

항목 N %

주민센터, 시청 등 공공기 33 35.9

지하철, 기차역, 버스터미 22 23.9

형 마트 17 18.5

병원 11 12.0

기타 9 9.8

체 92 100.0

<표 16> 무인 스마트도서  설치 희망 장소

4.3 기타 무인 스마트도서  운 에 바라는 

이용자들은 무인 스마트도서 의 홍보, 편의

기능, 운 , 도서, 설치 치에 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 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7>과 

같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이용

자들의 인식과 사용성을 평가하여, 이를 통해 

스마트도서 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 을 확

하여 평소 도서 을 방문하지 않았던 이용자들

을 도서 으로 끌어드리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용자들을 도서 으로 끌어드리기 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사용성 평가를 수행

하 다.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국내․외 도서

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장비 등을 조사하고 도서 에서 어떻게 용하

여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후 무인 스

마트도서  장비 1종을 선택하여 세종시 2곳과 

포항시 3곳에 설치된 무인 스마트도서 의 이

용자를 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분석 결과 무인 스마트도서  이용자의 성별, 

연령, 학력이 매우 다양하 으며 도서 출을 

목 으로 사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기기 

내의 도서는 약 400 ~ 500여 권이 가장 당하

항목 내용

홍보

- 무인 스마트도서 의 사용법 안내 필요

- 무인 스마트도서 의 치  이용에 한 홍보 필요

  ) 스마트도서  이용을 한 필요물품, 조건 등

- 교통이나 지역 고, 아 트 단지 공고를 이용한 무인 스마트도서  홍보

편의기능
-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을 한 손쉬운 무인 스마트도서  작동방법 마련 필요

  ) 보다 손쉬운 도서 검색, 출, 반납 방법 필요

운
- 출 도서를 다른 무인 스마트도서 에 반납 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체계 인 무인 스마트도서  안의 도서 정리 필요

도서
- 다양한 장르의 서 제공 

  ) 동화책을 비롯한 다양한 유아도서, 여행도서 등 

설치 치
- 이용자들이 근하기 쉬운 치에 무인 스마트 도서  설치 

  ) ․ ․고등학교, 학교, 미술 , 유치원, 아 트 단지 등

<표 17> 무인 스마트도서  운 에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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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했으며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

를 출 할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장 이라고 

응답하 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도서가 많지 

않다는 을 단 으로 꼽았으며, 이용자들은 문

학․언어 서 을 가장 많이 출하 고 도서  

회원증과 신분증을 모두 사용하여 출하는 방

법을 선호하 다. 

이용자들은 무인 스마트도서 의 반 인 

이용에 해서는 체로 만족하 다. 세부 으

로 살펴보면 출기능, 반납기능에 해서는 만

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도서검색기능과 

상호 차기능, 정보알리미 기능은 보통의 의견

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과 노인을 한 편의기

능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많았다. 

설치장소나 이용기간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

시한 포항시와 세종시의 무인 스마트도서  이

용자의 만족도가 서로 달랐으며 설치 기간이 

오래된 포항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련 응답으로는 무인 

스마트도서 을 더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

우 많았으며, 주민센터와 시청 등의 공서와 

공공기 에 더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무인 스마트도서  

기능  운  등에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 스마트도서 의 설치 목 은 평

소 도서 이 멀고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여 도

서 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주요 목 이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들을 한 편의기능 개선을 강조한 의

견이 매우 많았는데, 이는 새로운 장비나 미디

어의 사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미디어 약자

를 한 편의기능을 개선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무인 스마트도서 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무인 스마트도서  이

용의 단 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무인 스마트도

서 이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는 

을 강조했으며, 스마트도서 의 사용법 안내

와 이용에 어려움을 피력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

았다. 따라서 무인 스마트도서  설치와 운 뿐

만 아니라 무인 스마트도서  홍보에 보다 힘을 

기울여 많은 이용자들이 무인 스마트도서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설문조사 기간 동안 무인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많은 수가 스마트

도서  이용방법을 몰라 스마트도서 을 이용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특히 설치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곳의 이용

자  많은 수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인 스마트도서

의 효율 인 운 과 성공 인 안착을 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의 이용을 돕는 인력의 

배치와 체계 인 운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넷째, 무인 스마트도서 의 탑재 도서 수와 

설치 치의 다양화이다. 무인 스마트도서 의 

이용자  동화책을 비롯한 다양한 유아도서와 

여행도서 등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

었는데, 이는 이용자의 특성과 최근의 여행 트

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무인 스마

트도서  리자는 리지역 무인 스마트도서

의 이용자 트 드와 인기도서, 베스트셀러 

등을 악하여 도서를 확충하고 리해야 한다. 

한 이용자들은 기존의 설치 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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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술 , 아 트 단지 등의 다양한 치에 

설치해주기를 원했다. 이 한 체계 인 계획

과 기 에 따라 설치 치를 정하여 보다 다양

한 이용자들이 무인 스마트도서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종시와 포항시에 설치된 동일한 

기기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은 수의 이용자를 

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수의 이용자들과 

다양한 기종의 무인 스마트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상으로 정량 인 연구뿐만 아니라 

정성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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