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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의 목 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도서 에서 실시된 다양한 비 면, 온라인 서비스를 살펴보고 

뉴노멀시  학도서 에 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도서  서비스의 운  황을 살펴보고, 국내 학  재학생 10,000명 이상 학의 도서  63개 의 비 면․온

라인 서비스 황을 분석하 다. 분석 상 도서 의 홈페이지와 학도서  발 계획을 살펴보았으며, 비 면․온라

인 서비스를 ‘장서’, ‘시설․공간’, ‘ 로그램’의 범주로 분류하여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 다. 한 국내 공공도서  

 해외 도서 의 비 면․온라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학도서 에 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 면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뉴노멀시  학도서 의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수업자료에 한 비 면․온라인 

서비스 확 ’, ‘연구․학습지원 큐 이션 확 를 통한 도서  자원의 이용 활성화’, ‘스마트도서  구축  시설․공간 

서비스 신’,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확 를 통한 비 면․온라인 로그램 기획’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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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ustainable services for academic library in the New 

Normal Age, analyzing the online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on condition of academic libraries’ services during the COVID-19, analyzing 

the untact and online services of 63 libraries of universities which have more than 10,000 students. 

And this research classified the online services into three types, which are ‘collection’, ‘facilities’, 

‘programs’ and examined the library homepage and development plans of academic libraries. This 

study also looked into the services of Korean public libraries and foreign libraries to suggest the 

sustainable services for academic library.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providing online materials 

for course reserves’, ‘expansion of research and study curation services to invigorate the use of library 

materials’, ‘introducing the smart library system and renovation of library facility and space services’, 

‘planning of online programs through expansion of interaction with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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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 과 방법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각종 조직의 운 과 서비스에서 면 방식보다는 

디지털․온라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간의 일상생활 반에 걸쳐 비 , 비 면 방식의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 문화, 경제,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비 면 서비스가 진행되며, 4차 

산업 명 시 가 앞당겨지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상당하다. 2020년 

3월 교육부는 ․ ․고등학교를 상으로 사상 유의 온라인 개학을 강행하 고, 다수 학

은 온라인 개강으로 학기를 시작하 다. 종 의 학 교육에서 ‘ 면 수업’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 교육 분야는 면 는 비 면 수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 다. 한 학에서 비 면 수업을 함에 따라, 학도서 에서도 학사일정에 

따라 임시휴 을 하거나 운 시간을 단축하거나, 비 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학도서 계가 미문의 비 면 서비스를 강구하고 실행하도록 만

들었다. 도서  자료이용에서 면 을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도서  서비스는 부

분 비 면으로 실시되었다. 비 면 서비스는 도서 의 기본 서비스를 제한하 으며, 특히 열람실, 

스터디룸 등의 도서 의 기본시설 이용이 상당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서비스는 비 면

으로 환하여 오히려 발 하기도 하 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이 ‘KOAR’를 통하여 코로나19 련 국내외 논문 11만 편 이상을 무료로 공개하고, 한 데이터 

공유 랫폼인 데이터온(DataOn)의 개설을 통해 데이터 공유 움직임에 신속하게 응한 것처럼, 

코로나19가 오 액세스를 앞당기게 하 다(동아일보, 2020).

한 교육부에서 제시한 제2차 학도서  진흥종합계획(2019-2023)의 과제별 추진 황을 살펴

보면 2023년까지의 추진계획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히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 휴  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도서 의 소장자원을 주제별로 큐 이션 하는 서비스가 학별로 실시되었다. 강의 교재

에 한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도서 에 오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도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으며 연구  강의지원과 련한 온라인 콘텐츠는 연구지원 서비스를 고도화시켰다.

코로나19의 여 는 완 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비 면․온라인 서비스는 이미 일상생활 

반에 스며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개념이 시 의 키워드로 

쓰이고 있다. 이 에는 비정상 인 것으로 보 던 상과 표 이 차 아주 흔한 표 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뉴노멀’1)은 코로나19의 세계  유행으로 비 면․온라인이 일상화된 시 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뉴노멀시 에서 학도서 이 실시한 비 면 서비스  일부는 지속

 1) 뉴 노멀(New Normal), 키백과, [인용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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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서비스로 발 하며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도서 에서 실시된 다양한 비 면․온라인 서비

스를 살펴보고 뉴노멀시  학도서 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국내외 학도서 에서 실시한 비 면․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 으며 각 학

도서 의 홈페이지와 도서  홍보물을 살펴보았다. 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도서 계 비

면 서비스 황을 살펴본 후 포스트 코로나 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모색하 다.

이 연구를 해 국내 학도서  A그룹( 학 재학생 10,000명 이상) 63개 의 비 면 서비스 

황을 분석하 다. 한 국내외 도서 계의 응에 한 분석을 통해 학도서 의 용 가능한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표 1>은 연구방법에 따른 수행 차이다. 자료 수집  분석에서 학도서

의 홈페이지, SNS, 유튜  채 , 블로그  소식지에 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시행되거

나 확 ․개선되는 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하 다. <표 2>는 분석 상 63개 의 자료 수집 내용이

다. 도서  홈페이지의 경우 분석 상 63개  홈페이지에 속하여 공지사항, 코로나19 련 메뉴, 

온라인 서비스 등의 사례를 수집하 고, SNS 채 은 페이스북(53개 ), 카카오톡 채 (10개 ), 

인스타그램(38개 )에서 비 면 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하 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휴 , 개  

일정 변경 등의 공지는 SNS를 활용하여 하게 응되었다. 한 명지  도서  유튜  채 의 

연구지원 큐 이션, 온라인 이용교육, 부산  도서  유튜  채 의 독서 로그램 생 계 등의 

사례처럼 학별 유튜  채 (18개 )에 속하여 비 면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 다. 뿐만 아니

라 이화여  도서  뉴스 터, 경성  도서  소식지 등 블로그  소식지(23개 )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등의 사례를 수집․분석하 다.

구분 추진 과제

이론  검토 코로나19와 학교육, 도서 계의 응과 련된 선행연구 분석

자료 수집  분석

분석 상: 학도서  A그룹(재학생 10,000명 이상) 63개
수집내용: 홈페이지 내 비 면 서비스 황

각 학도서  소식지, 블로그, 홍보물을 통한 서비스 황

국내외 도서 계의 코로나19 응 사례 분석
 - 국내 공공도서  비 면 서비스 사례
 - 해외 도서 계의 응 분석
분석 내용: 교육․연구와 련된 지속가능한 비 면 서비스

제언 학도서 의 지속가능한 비 면 서비스에 한 시사  도출

<표 1> 연구 수행 차

구분 홈페이지
SNS 

유튜 블로그/소식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 인스타그램

분석 기 (개) 63 52 10 38 18 23

<표 2> 분석 상별 정보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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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코로나19가 세계 으로 확산되어, 많은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 의 학교육 분야의 비 면 서비스와 국내외 도서 계의 온라인 

서비스를 구분하여 분석하 다. 다수의 연구는 온라인 콘텐츠의 사례 분석  활용에 따른 

만족도를 양 ․질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기획의 필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

송수연(2020)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비 면 강의 만족도와 수강지속 의사 분석을 해 

서울 시내 A 학의 재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이를 통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 면 

강의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한 학습지원, 풍부한 비 면 콘텐츠와 다양한 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품질 제고가 수강지속 의사에 효과 으로 기여함을 언 하 다. 황의철(2020)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언 하고 4차 산업 명 시 에서의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신기술환경의 지능정보 심의 사회 패러다임으로 변화됨에 따라 학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해 다양한 로그램을 비해야 함을 주장하 다. 박 열(2020)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학의 온라인 교육 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장단 을 분석하고 개선 을 

제시하 다. 온라인 교육 방식이 가지는 시․공간상의 유연성과 최신 기술 용으로 인한 다양화, 

교육 내용의 축 과 공유 등이 통 인 면수업과 차별화된 장 임을 언 했다. 그러나 강의의 

질  하는 학습자가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단 으로 나타났는데 문 인 온라인 강의 

랫폼을 갖추고 기술 인 지원과 질 으로 우수한 강의를 교수자가 비한다면 온라인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 할 것으로 보았다. 이경하, 차지 (2020)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양 세미나․ 쓰기 수업의 수강생과 교수자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면수업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효과 인 수업 운  방안에 해 살펴보았다. 학습자는 수업교재, 참고도서 근성 문제에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도서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도서  이용의 제한으로 

강의 교재의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지 하 다. 

코로나19와 학교육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분 비 면 수업을 분석하 으며, 비 면 

수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통 인 연구결과로 비 면 수업

의 기술환경의 개선과 교수자의 학습지원, 수업설계의 비도가 비 면 강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기 인 도서 의 역할이 온라인 수업 지원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련된 국내외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원(2020)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도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코로

나19에 한 국내외 도서 계의 응을 살펴보았다. 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할 기본원칙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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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이라는 기를 기회로 삼아 재난상황에서 도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사서들의 극 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박태연, 오효정(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  

내외부 환경에 미친 장을 분석하고 감염병의 사회  확산에 따른 도서 계의 응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활용해 뉴스의 보도 양상과 주요 이슈 변화를 분석하

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서 에 이용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비 면 

상황에 따른 국내 공공도서 의 표 인 응 사례를 장서, 서비스, 공간으로 구분하 고 포스트 

코로나 시 에 응하는 도서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 다. 노 희, 강필수, 김윤정(2020)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도서  비 면 서비스의 응을 분석하고자 국 공공도서 의 온라인 서비

스 황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비 면 문화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자료검색 서비스 이용 증가

를 고려하여야 하며, 자도서  서비스 확 , 온라인 문화행사, VR, AR을 통한 체험형 문화지원, 

교육 콘텐츠 확 를 주장하 다. Temiz와 Salelkar(2020)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스웨덴 학도

서 의 응 사례에 해 분석하 다. 총 39개의 스웨덴 학도서 의 홈페이지를 분석하 는데, 

모든 분석 상 학도서 이 온라인 서비스로 환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자료 근과 

련된 비디오 튜토리얼 제작, 온라인 워크  기획을 통한 정보활용교육 활성화, 비 면 교육 기간

의 학습․연구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 다. Tammaro(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이탈리아 

도서 의 응을 분석하 고 향후 도서  운  방향을 제시하 다. 이를 해 사서 70명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연구는 휴  기간 동안에도 도서 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하여 이용자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응되었음을 언 하며, 디지털 략을 도서 의 신 방향으

로 주장하며 새로운 디지털 도서  패러다임에 해 제시하 다. Mehta와 Wang(2020)은 코로

나19에 응하는 미국 학도서 의 디지털 서비스에 해 분석하 다. 한 온라인 참고서비스, 

자자원 이용 확 , 디지털 리포지터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세계 인 

팬데믹 속에서도 학도서 의 핵심기능인 강의지원, 학습지원의 역할은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온라인 콘텐츠  비 면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 계의 응과 련된 선행연구들은 공공도서 을 주로 수행되었으며, 

도서 의 기본 요소인 장서, 서비스, 공간으로 분류하여 비 면 운  사례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

나 시 의 도서 을 한 제언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학교육  공공도서 에서의 코로나19 

응과 련한 연구에 비해 학도서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도서 의 비 면 

서비스 연구는 도서 의 기본 요소인 장서, 서비스, 공간 분석에서 더욱 나아가 연구․학습지원 

등의 세부 분류로 나 어 심층 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학도서 의 비 면 서비스

를 도서 의 장서, 시설․공간, 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뉴노멀 시 에 지속가능한 비

면 서비스의 지향 과 방안을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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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와 학도서 의 비 면 서비스

1. 코로나19 시기의 학도서  운  황

학도서 의 코로나19 응 사례에 해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 학 A그룹(재학생 10,000명 이

상) 63개 도서 의 운  황을 분석하 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2020년 3월 이후부터 재까지 

정부의 사회  거리두기 방침에 하여 학도서 은 운 방식을 지속 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은 2021년 1학기(3월 1일) 기 으로 국의 4년제 학 A그룹의 도서  운  황이다.

구분 도서  수(개 ) 비율(%)

자료실 운  여부
정상운 (기존과 동일) 41 65.1%

운 시간 단축 22 34.9%

열람실 운  여부

정상운 (기존과 동일)  1  1.6%

운 시간 단축 57 90.5%

미운  5  7.9%

<표 3> 도서  운  황(2021. 3. 1. 기 ) 

2021년 3월 1일 기 , 사회  거리두기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서  자료실의 운 시간을 살펴보면, 정상운 이 41개 (65.1%), 운 시간 단축은 22개

(34.9%)로 나타났다. 열람실의 경우 운 시간을 단축한 곳이 57개 (90.5%), 미운 이 5개 (7.9%), 

정상운  1개 (1.6%)으로 다수의 학도서 에서 열람실의 운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석 상 63개  체에서 학구성원을 제외하고 지역주민의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에서는 지역주민 상 신규 이용 카드 발 을 일정 기간 단하거나 

제한하기도 하 다.

학도서 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 되었으며, 집단감염이 발생된 경우 임시 폐쇄, 

단축 운  등으로 운 시간이 유동 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상명  도서 의 

사회  거리두기 단계별 운 계획이다. 상명  도서  이외에도 명지 , 서울시립  도서 에서도 

유사하게 용하고 있으며, 그 외 도서 에서도 학 본부  도서  내부 으로 사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운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학년도에 부분의 학이 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비 면 수업)으

로 환하 다. 이에 학도서 에서는 일부 시설을 폐쇄․축소하여 운 하 으며, 기존의 도서

의 기본 서비스는 온라인․비 면으로 환하여 제공되었다. 2021년 학기에도 학도서 에

서는 일부 서비스를 비 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노멀시대 대학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

- 363 -

구분
1단계

(생활 방역)

1.5단계

(지역 확산 개시)

2단계

(지역 속 )

2.5단계

( 국 유행 개시)

3단계

( 국  유행)

자료실
정상운 ( 출․반납)

거리두기 1m 이상

정상운 ( 출․반납)

거리두기 2m 이상
폐가제 운

열람실

이용시간 단축

거리두기 1m 이상

( 집도 1/2 권고)

이용시간 단축

거리두기 2m 이상

( 집도 1/3 권고)

폐실

스터디룸

세미나실

개방

거리두기 1m 이상

( 집도 1/2 권고)

폐실

<표 4> 상명  도서  코로나19 사회  거리두기 단계별 운  계획

2. 학도서 의 비 면 서비스 황  분석

여기에서는 코로나19 기간 학도서 의 비 면 서비스에 해 분석하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서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학도서 의 비 면 서비

스를 분류하 다. 분류방식은 박태연, 오효정(2020)의 연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  도서  서비

스 분석을 참고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도서 의 실정에 맞는 연구지원 큐 이션, 수업  

학습활동에 을 맞춰 분류와 세분류로 구분하 다. 즉, 장서(비 면 도서 출, 자자료 이

용확 , 수업자료 온라인 제공, 온라인 연구․학습 큐 이션), 시설․공간(스마트 도서 , 도서  

공간 신, 디지털 기기활용), 로그램(온라인 도서  교육, 온라인 독서 로그램, 온라인 문화 

로그램)으로 분류하 다. 

가. 장서

코로나19로 인해 학의 비 면 수업이 진행되었고, 학도서 은 학사일정에 따라 휴 , 제한

 운 (운 시간 단축  일부시설 폐쇄 등)을 하 다. 이로 인해 학도서 의 소장․구독자원

에 한 근에 제한이 있었다. 이 시기 학도서 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장자원에 한 

근을 지원하 으며, 구독자원에 한 안내를 강화하여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 다. ‘장서’와 련

하여 소장자원에 한 근으로 비 면 도서 출은 51개 (81.0%)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분석

상 63개   부분 비 면 도서 출을 진행하 고, 세부 으로 폐가제 방식으로 운 하는 

도서 이 40개 (63.5%), 도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이 11개 (17.5%)으로 나타났다. 

자책 이용 확 와 련해서는 46개 (73.0%)으로 나타났으며, 기본 인 자책의 이용안내를 

홍보한 것과 더불어 코로나19 시기 자책 련 이벤트 진행을 포함하 다. 자자료 안내 강화는 

41개 (65.1%)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자정보박람회 운  등을 통한 자자료 활성화를 포함하

다. 수업자료 온라인 제공은 13개 (20.6%)으로 수업자료의 자책 서비스, 스캔․복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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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을 포함하 다. 온라인 연구․학습 큐 이션은 코로나19 이 부터 학도서 의 추진과제로 

나타났으며 정기 인 북큐 이션의 경우 37개 (58.7%), 연구지원 련 큐 이션은 27개

(42.9%)로 나타났다. <표 5>는 비 면 서비스  장서와 련한 운  황을 정리한 것이다.

비 면 서비스 개 (수) 도서  명

비 면 도서 
출

폐가제 운 40(63.5%)
경남 , 경상 , 구 , 동아 , 백석 , 부경 , 
원 , 청주  등 

도서 택배 서비스 11(17.5%)
가톨릭 , 경남 , 경성 , 남서울
구가톨릭 , 남 , 인하  등

자책 이용 확 46(73.0%)
경북 , 계명 , 국민 , 단국 , 동국 , 동의 , 
순천향 , 인천  등

수업자료 온라인 제공 13(20.6%)
건국 , 경희 , 동아 , 서강 , 성균 , 숭실 , 
아주 , 이화여 , 호서  등

자자료 안내 강화
(국내외 자 , 학술DB)

41(65.1%)
경남 , 고려 , 명지 , 서강 , 서울 , 숭실 , 
한양  등

온라인 연구․
학습 큐 이션

북큐 이션 37(58.7%)
강원 , 공주 , 구 , 부산 , 상명 , 숙명여 , 
주 , 제주  등

연구지원 큐 이션 27(42.9%)
경남 , 경희 , 부산 , 서강 , 성균 , 아주 , 
이화여  등

<표 5> 학도서  비 면 서비스 - 장서 운  황

도서  장서는 도서  요소  핵심이자 기본 인 요소이다. 랑가나단의 ‘도서  제5법칙’  

제1법칙(책은 이용하기 한 것이다)에서 천명된 것처럼, 도서 의 장서는 이용되기 해 존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서  이용이 장기 으로 제한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도

서 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비 면으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 다(이용

재, 이지욱, 2021).

<표 5>에서 보듯 폐가제 운 이 40개 (63.5%)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도서 출

을 하여 이용자가 사 에 도서를 약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도서를 수령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를 해 학도서  홈페이지에서는 출 가능한 도서를 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 으며, 

사  약된 도서를 일정 시간 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  도서 은 ‘워킹스루(walking through)’라는 명칭으로 비 면 도서 출을 실시하 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  휴 이 지속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면 을 최소화하면서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에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도서를 

출신청하고, 도서  입구에서 도서를 수령하 다. 특히 도서의 경우 살균 처리  개별포장으로 

제공하여 안 한 도서 출을 추구하 다. 남  도서 에서도 워킹스루 도서 출을 실시하여 

온라인으로 도서 출 신청을 하고 로비에서 도서를 출하는 ‘ 약도서 안심 출’을 실시하 다. 

출된 도서의 반납도 도서  입구의 무인도서반납함을 통해 비 면으로 반납을 하여 출․반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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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에서 면 을 최소화하 다. 

한 학도서 에서 방학 에 일시 으로 시행되었던 택배서비스를 코로나19 기간에 확 하여 

운 하 다. 도서 택배 서비스는 11개 (17.5%)으로 나타났는데, 비 면 수업이 연장되는 2020년 

학기 에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성  도서 의 경우 학내 구성원을 상으로 매주 1회 도서 

택배서비스를 시행하 으며, 면 을 최소화하면서 독서욕구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 다. 

코로나19 기간 비 면 도서 출 서비스를 통해 면 을 이면서 도서 의 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 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자원에 한 근의 제한은 자책  자자원에 한 안내강화로 이어졌다. 례 없는 

비 면 개강을 맞이한 학에서는 자책 수서를 확 하거나 신간 자책에 한 안내를 강화하 다. 

46개 (73.0%)의 학도서 에서 자책 이용 련 안내를 강화하 다. 한 자책 출 권수를 

확 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자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책 이용을 활성화하 다. 

계명  도서 에서는 학구성원의 자책 이용 활성화를 해 자책 이벤트인 ‘편리미엄 자책’

을 실시하 다. 인천  도서 은 코로나19로 인한 비 면 서비스 확   자책 이용 활성화를 

해 출권수를 상향 조정하 고, 자책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다독자 이벤트를 진행하 다. 

뿐만 아니라 수업도서에 한 자책 이용을 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 부터 

이화여  도서 은 e-reserves를 통해 수업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pdf 일로 구축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에 한해 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지정도서 제도를 시행하 다. 

이처럼 수업교재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13개 (20.6%)에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도서 에서는 수업도서 자책 이용안내를 통해 자책으로 발행되는 국내외 수업교재를 

안내하여 학습을 도왔으며, 학기별로 비치되는 주교재를 자책으로 제공하 다. 숭실  도서 은 

수업지정도서  강의 련 도서  자책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를 리스트로 제작하여 공지하

으며, 한양  도서 에서도 강의도서 목록  자책 링크를 제공하여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 다.

코로나19 이 부터 학도서 에서 자자원 구입비가 체 자료구입비에 차지하는 비 은 약 

70%로 매우 높았다. 이에 체 63개   41개 (65.1%)에서 구독하는 자자원에 한 안내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다양한 자   학술DB 제공사에서는 최신 연구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 하 고, 학도서 에서는 이를 안내하여 연구  

학습지원을 도왔다. 경남  도서 에서는 코로나19와 련하여 국내외 자   학술DB를 안내

하며 최신 학술정보를 안내하 다. 동서  도서 은 공지사항을 통해 도서 에서 구독 인 자

  학술DB를 안내하 고, 자자원 시범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DB 등을 안내하 다. 학도서 에서는 증가하는 자자원의 구독료로 인해 무료공개 학술자원

(OA)을 자체 으로 발굴하여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으로 감

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련 무료 콘텐츠를 출 사별로 제공하 으며 이를 도서 이 안내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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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연구  학습지원에 도움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가기 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이 개설한 공유 랫폼 데이터온(DataOn),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엘스비어의 오 액세스 

환 계약 체결 등은 코로나19 이후 학도서 의 서비스 확 를 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자원의 이용활성화는 학습과 연구 큐 이션 서비스로 이어졌는데, 소장하는 도서자원

에 한 북큐 이션이 37개 (58.7%), 다양한 주제별로 논문이나 연구동향을 안내하는 연구지원 

큐 이션이 27개 (42.9%)으로 나타났다. 명지  도서 에서는 온라인 북큐 이션 서비스를 통

해 학습과 교양 함양을 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온라인으로 추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감염병 련 자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블루 등과 같은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은 도서 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도서를 주제별로 알 수 있다(이

용재, 이지욱, 2021). 경희  도서 은 연구학습지원 가이드와 련된 뉴스 터를 매월 발행하며, 

이를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구지원과 련된 큐 이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하여 이용 활성화를 높이는데 효과 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부산  도서

도 연구정보 가이드를 오 하여 투고학술지 추천, 연구 윤리, 연구 성과 분석  평가 등 연구지원

과 련된 큐 이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나. 시설․공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도서 은 염병 확산에 취약한 열람실, 자료실, 업 공간에 한 임시

인 폐쇄를 강행하 다. 이러한 비 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요구는 증가하여, 학

도서 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설,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 다. ‘시설․공간’과 련하여 무인

반납기 배치, 무인 서가 등의 스마트 도서  구축이 3개 (4.8%), 도서  공간 신이 20개 (31.7%), 

디지털 기기 활용을 통한 VR 투어  온라인 시가 4개 (6.3%), 온라인 강의 지원이 3개 (4.8%)

으로 나타났다. <표 6>은 비 면 서비스  시설․공간과 련하여 운  황을 정리한 것이다.

비 면 서비스 개 (수) 도서  명

스마트 도서 3(4.8%) 고려 , 성균 , 홍익

도서  공간 신 20(31.7%) 가천 , 동아 , 서강 , 서울시립 , 이화여 , 한양  등

디지털 기기 활용

VR 투어
온라인 시

4(6.3%) 서울 , 숙명여 , 남 , 이화여

온라인 수업 
공간지원

3(4.8%) 가천 , 계명 , 서울시립

<표 6> 학도서  비 면 서비스 - 시설ㆍ공간 운  황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서 의 자료실  열람실은 다 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출입이 통제되었

다. 장서 이용은 폐가제로 운 되면서 워킹스루, 도서 택배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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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시설은 임시 으로 폐쇄되었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미나

실, 소규모 스터디룸 등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 은 다양한 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비 면 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도서  진흥종합계획의 시설  공간 신과제로 무인 반납기, 무인 서가, 무인 도서 출기 

등의 비 면 시설 서비스 제공을 제시하 다. 이와 련하여 코로나19 이 부터 학도서 에서는 

무인반납기, 무인 도서 출기 등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인 출 반납기, 무인 서가 등의 이용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 은 자 기 형태의 출, 반납 장비로 이용자들이 비 면으로 자유롭게 

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도서  시스템은 조사 상 63개   

3개 (4.8%)만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도서  분야에서는 스마트 도서 을 지속

으로 확 하고 있다. 공공도서 의 스마트 도서 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에 비치

하여 도서  휴  에도 신간도서, 약도서의 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도서 에서

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후 스마트 도서  시스템을 차 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보인다. 청주  

도서 의 365 스마트 시스템은 무인 출반납기에 필독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출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도서  내부에 치하다보니 출입이 제한되었을 때 사용이 불가능했었

다. 공공도서 의 경우 약도서, 추천도서 등을 비치하는 스마트 도서  시스템을 도서  외부에 

비치하여 코로나19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비 면 형태의 도서 출 서비스 환경을 조성했다.

장기간 도서  휴 은 도서  자체 으로 시설을 검하고 공간을 신하는 재충 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고 효율 인 장서 리를 통한 공간 재배치 등의 공간 

신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 다. 서강 , 서울시립  도서 에서는 정한 서가 상태를 조성하고, 

쾌 한 도서  열람환경 조성을 한 서가 이동작업, 자료 재배치 작업을 실시하 다. 한양  도서

에서도 자료실 공간 재배치를 실시하고 신규 서가를 설치하고, 공간이동을 통해 이용자 열람환경

을 개선하 다. 이외에도 2020년 학도서  시행계획에서 동아  도서 은 자료 재배치  소장 

공간 확보와 련된 계획에서 연속간행물 보존서고 내 과월호 연속간행물을 연차 으로 폐기하고, 

보존서고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신규 서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석  도서 은 도서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서가 재배치를 통한 자료 소장 공간과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가 없는 기간 동안 도서 에서는 장서 검  환경개선이 더욱 활발히 진행

되었으며, 정기 인 자료 폐기․제 , 보존서고 공간 확보 등을 통하여 이용자를 한 쾌 하고 

안 한 열람환경 조성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재, 이지욱, 2021).

코로나19기간에 VR(가상 실)을 활용한 도서  투어, 도서 시 등을 4개 (6.3%)에서 제공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서 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도서  내․외부를 VR로 살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다. 도서  홈페이지 내 VR Tour 배 를 클릭하여 속하거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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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VR 체험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비 면 서비스가 증 되는 시 에서 도서 의 모습을 생생

하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하 다. 특히 VR Tour 서비스

는 도서 의 시설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안내가 필요한 공간에는 시설 이용에 한 안내 음성으로 

제공되어 도서  서비스 반에 해 안내를 돕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도서 시는 

도서  내부에서 진행되는 도서 시회, 추천도서 등을 상을 촬 하여 제공하여 온라인으로 

탑재한 서비스이다.2) 숙명여  도서 에서는 2020 세계 여성문학  온라인 시회를 개최하 다. 

유튜 를 통해 온라인 시가 이 졌으며, 온라인 시회 후기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 다. 

사회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도서 의 공간은 개방되었지만, 여 히 비 면 수업이 진행되

는 학이 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개 (4.8%)만이 도서  내의 창의․ 업 공간이나 

컴퓨터 공간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기간 는 사회  거리두

기가 완화된 시 에서, 학도서 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서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계명  도서 은 비 면 수업 수강을 한 건물별 공간을 공지하여 PC가 설치되고 린

트 서비스가 지원되는 공간에 한 안내를 제공하 다. 서울시립  도서 은 스터디룸 일부  

세미나실을 활용하여 강의수강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 다. 강의수강 지원 공간은 정원의 50% 

이내까지 입실이 가능하며, 노트북, 강의 수강  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이러한 강의수

강 지원 공간은 재 운 이 단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다. 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등장한 사회  거리두기라는 용어는 도서 에서 진행하는 교육, 독서․문화 

로그램의 운 에 제한을 불러왔다. 이에 학도서 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빠르게 용된 온라

인 수업을 도서  서비스에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독서, 문화 로그램을 비 면으로 운 하 다. 

‘ 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도서  교육이 61개 (96.8%), 온라인 독서 로그램 59개 (93.6%), 

온라인 문화 로그램 50개 (79.3%)으로 나타났다. <표 7>은 비 면 서비스  온라인 로그램

과 련하여 운  황을 정리한 것이다.

비 면 서비스 개 (수) 도서  명

온라인 도서  교육 61(96.8%)
경북 , 경남 , 동의 , 명지 , 백석 , 부산 , 아주 , 연세 , 
북 , 주 , 홍익  등

온라인 독서 로그램 59(93.6%)
경성 , 계명 , 구가톨릭 , 동아 , 부경 , 숭실 , 인하 , 
조선 , 한양  등

온라인 문화 로그램 50(79.3%)
강원 , 공주 , 국민 , 서울과학기술 , 제주
인천 , 인하 , 한양 , 호서  등

<표 7> 학도서  비 면 서비스- 온라인 로그램 운  황

 2) 서울 학교 홈페이지. https://www.snu.ac.kr/snunow/snu_story?md=v&bbsidx=130517 [인용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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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잠정 휴 이 지속되었을 시기 도서 에서는 기존의 로그램에 한 비 면 서비스를 

새롭게 기획하 다. 특히 도서  교육, 독서  문화 로그램, 도서  행사 등은 소규모 인원을 

사  모집하여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녹화본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었다. 도서  

교육의 경우 코로나 이 에는 사서가 직  교육을 개설하여 도서  내부에서나 컴퓨터 실습공간

을 마련하여 도서  이용방법  구독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 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학 강의의 비 면화는 도서  교육에서도 나타났는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학이 61개

(96.8%)로 부분의 학에서 실시되었으며 재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도서  자체 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랫폼(Zoom, Google Meet, Webex 등)을 활용하

여 실시간으로 교육을 제공하거나, 특정 주제에 한 강의의 녹화본으로 제작하여 도서  홈페이

지나 학교 내의 학습 리시스템(LMS, e-class)에 탑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 의 구독 자자원의 제공사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

하여 이용자들이 구독 학술DB  자  이용의 활용을 돕고 있다. 연세  도서 의 경우 월별

로 실시간 도서  교육을 제공하여 정기 으로 논문작성, 구독자원 활용교육 등의 학습․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녹화강좌는 도서  홈페이지 내에서 탑재하여 언제든지 반복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경남  도서 은 e-class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입생 도서  교육, 정보활용교육, 논문작성을 

한 탐색 자료 탐색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도서 에서는 월별 온라인 도서  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구독자원 제공사별 교육일정을 안내하며 구독자원별 온라인 교육 동 상을 홈

페이지에 탑재하여 연구․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  교육의 비 면, 온라인 환은 참여자 확 로 이어졌으며, 이는 이용자들의 시․공간에 

한 제약을 없앴다는 에서 참여도를 높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원생  연구진들을 한 

교육의 경우 실시간 강의를 녹화본으로 탑재하여 반복학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연구지원에 도움

을  수 있다. 한 코로나19 이 에는 구독자원 제공사에 실사하는 교육은 기본 으로 학기별 

1회 방문교육을 실시하 고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온라인 교육만큼

이나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자자원 제공사별로 월별 자자원 활용에 한 교육

이 폭 확 되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육에서 이용자들의 참여도가 늘었다는 에서 온라

인 교육이 도서  교육 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독서  문화 로그램의 경우에도 온라인 교육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다수 학교에

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독서 로그램의 경우 59개 (93.6%), 온라인 문화 로그램 

50개 (79.3%)으로 기존의 도서 에서 진행되는 독서, 문화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실

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  도서 에서는 온라인 자 청 강연회를 진행하 으며, 소수의 인원

(35명 내외)만 장에 하고 나머지 신청자에 한해서는 유튜  채 을 통해 라이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주 의 경우 독서클럽 자 청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Zoo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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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 고, 제주  구성원  지역도민을 상으로 지정된 도서를 읽고 온라인

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로그램을 기획하 다. 동아  도서 에서는 방구석 책읽기 로

그램을 기획하여 책을 읽고 모바일로 사진을 어 인증하면 상품을 주는 서비스를 기획하 으며, 

온라인 필사․낭독 로그램인 사각사각 낭독회를 개최하여 단편소설 4편을 오디오북으로 제작

하는 로그램을 진행하 다. 서울과학기술 학교 도서 은 온․오 라인 독서문화 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학구성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면은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 하 으며, 온라인은 유튜 를 통해 제공하 다.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다수의 학도서 에서는 기존의 독서, 문화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환하여 진행하 다. 한 도서 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

행할 수 있는 로그램을 신규로 기획하여 제공한 에서 도서  자원의 이용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자책, 오디오북을 활용한 이벤트․ 로그램 기획은 

도서  이용의 지속성을 불러왔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랫폼을 활용한 독서토론, 독서 이벤트, 

자 청 강연, 인문학 특강의 제공은 참여자 확 와 기본 인 도서  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

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 면 로그램의 지속 인 유지를 해서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로그램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비 면 교육은 시․공간을 월한 유연성과 최신 기술을 반 하는 장 이 

있지만, 면교육과 같은 수 의 교육을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한 상호작용  소통을 

통한 질  향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 면 교육․독서․문화 로그램 한 사서와 이용자, 

이용자 간의 소통을 극 으로 활용하고, 만족도 조사 등의 환류 작업을 통한 진 인 개선이 

요구된다. 

지 까지 학도서 의 비 면 서비스에 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 학도서 들은 

기본 역할인 연구․학습 지원 기능을 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장서, 시설, 로그램을 온라인

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 의 자책  국내외 자자원에 한 안내를 강화하

여 학습을 지원하는 도서 이 많았으며, 큐 이션 서비스가 확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차 

학도서  진흥종합계획(2019-2023)의 추진과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도서 , 디지털 기기 활용을 통한 공간 신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체계 으로 

구축하는 도서 들은 거의 없었다. 지속가능한 비 면 서비스를 해 무인 출․반납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도서  시스템의 완비를 통하여 도서 이 휴 하더라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  로그램의 경우, 다수 학도서 에서 코로나19 이 에 

제공하던 교육, 독서, 문화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면 로그램이

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뉴노멀시대 대학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

- 371 -

Ⅲ. 국내외 도서  비 면 서비스 사례 분석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공공도서 의 비 면 서비스  해외 도서 의 응을 분석하

다. 도서 의 소장․구독 자원, 시설․공간, 도서  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학도서 에 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분석하 다.

1. 소장․구독자원

소장자원의 비 면 도서 출 서비스는 국내외 모든 도서 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공공도서 에서는 워킹스루, 도서 택배서비스, 드라이  스루 등 학도서 보다 이용자 범 가 

넓어 다양한 방식으로 출서비스를 실시하 다. 드라이  스루도 킹스루와 마찬가지로 도서  

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사 에 신청한 책을 받아가는 서비스이며, 이용자가 차 안에서 출된 

도서를 수령하는 서비스이다. 공공도서  분야의 다양한 비 면 서비스는 사회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임시휴 이 결정되었을 경우 용되어 시행하고 있다. 

구독자원  강의지정도서의 자자원 확보는 해외 학도서 에서 극 으로 진행되어 이용자

들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학도서 은 강의지정 도서와 련하여 Course 

E-reserves를 구축하여 강의시간에 제공되는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하 으며. 수록범 는 

체 책의 15%, 자책, OA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토론토 학도서 에서도 Scan & Delivery 

서비스를 통해 소장자원에 한 원문복사를 확 하여 강의교재에 한 비 면 근을 확 하 다. 

이처럼 수업교재, 지정도서와 련하여 이용자들이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책, 자 일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교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은 학도서 의 기본 역할인 연구․학습 지원에서도 핵심 인 

것이다. 기존의 강의 교재 소장, 지정도서제 운  등의 서비스에서 더욱 나아가 강의 교재  참고

문헌에 해 자책, 자자원 형태로 제공하고, 스캔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도서 을 방문

하지 않고도 강의 련 문헌․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요해졌다.

큐 이션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성장한 서비스라고 단될 만큼 국내외 도서 에서 

활발하게 운 되었다. 특히 마포 앙도서 에서는 북큐 이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 를 

통해 안내하고 도서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 다. 한 구시립동부도서 에서는 e-북큐 이션을 

운 하여 자책 에서 코로나19와 련된 주제인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블루 등 주제별 

도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 다. 미네소타 학교 도서 은 연구지원 큐 이션으로 온라인 연구지원 

튜토리얼을 활용하여 교수  학생을 한 연구지원을 강화하 다. 온라인 튜토리얼은 이용자들이 

직  실습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제작된 짧은 동 상으로 연구주제 선정, 도서  학술DB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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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착수, 연구 계획, 정리, 자료검색, 인용법, 연구 생산물 활용법 안내 등을 담고 있다. 

온라인 기반 주제별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를 통해 소장․구독자원에 한 안내를 강화함에 

따라, 이는 도서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의 물리 인 근의 제한

이 도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로 이어졌으며, 자자원 온라인 튜토리얼, 주제별 도서 큐 이션 

서비스 등은 소장, 구독자원의 이용을 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설․공간

코로나19 이 부터 공공도서  분야에서는 스마트도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 의 스마트도서  시스템은 도서  내부가 아닌 유동인구

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지역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여 도서  휴  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자 기 형태의 출, 반납 장비로 이용자들이 비 면으로 자유롭게 출과 반납을 할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 를 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었으며 365일 연  비 면 서비스가 가능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 에서 지속가능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VR을 활용한 공간 구  사례도 공공도서 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VR 도서  투어, 

VR 온라인 도서 시 등은 공간에 한 이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 에도 

지속가능한 도서 의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다. 아산시립도서 은 제1회 충남독서 의 일환으로 

VR 도서  사이버 투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도서 에 오지 않고도 도서  내․외부의 시설을 

살펴볼 수 있다. 한 도서  안내를 함께 오디오로 제공하여 실제 도서  투어와 유사한 느낌을 

주면서 진행되었다. 서울도서 에서는 감성웹툰 을 VR 시로 진행하여, 이용자는 도서 을 방문

하지 않고도 도서 시를 볼 수 있으며 시 기간 참여하지 못한 이용자들은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해외 도서 에서는 학습공간을 VR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 워싱턴

학 도서 에서는 Virtual Library Study Room을 실시하여 zoom을 통해 스터디 공간을 보여주며 

다양한 소리를 제공하여 다른 학생들과 채 을 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 다. 미네소타 학 도서

은 Pomodoro technique: Virtual study time이라는 워크 을 개설하고 있다. 이는 zoom을 활용하

여 뽀모도로 기법(25분 집 하여 공부하고 5분간 휴식)을 공유하는 워크 이다. 이처럼 학도서

이 실시간 온라인 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올리는 것을 돕고 있다(이용재, 이지

욱, 2021). 이처럼 해외 도서 의 경우, 도서 의 학습 공간 운 에서 물리  시설이라는 개념을 

넘어 가상공간과 결합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간 휴 으로 이용

하지 못하는 열람실,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의 VR 공간 구 은 이용자들이 도서  공간을 어디서

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다.



 뉴노멀시대 대학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

- 373 -

3. 로그램

국내외 도서 계에서도 온라인 로그램의 환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 들어와 상당수 

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부분 온라인 화상회의 랫폼을 활용하여 자와의 만남, 

독서토론,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동 상 랫폼인 도서  유튜 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다. 울산동부도서 에서는 랜선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여 온라인 평생교육 특강을 

운 하고, 온라인 랫폼을 활용한 도서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립도서 은 도서  

홈페이지에 온라인 로그램 코 를 개설하여 비 면 독서․문화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

나19로 인해 온라인 동 상 랫폼인 유튜 의 활용이 확 되었다. 도서 에서는 로그램 녹화본을 

탑재하거나 유튜 를 활용하여 독서 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언제

든지 이용자들이 도서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해외 도서 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랫폼을 활용하여 독서․문화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런던 공공도서 은 10  학생들을 한 Virtual Book Club을 Zoom을 활용하여 실시하 으며, 도서

 홈페이지에 독서토론과 련된 사항을 홍보․안내하고 있다. 한 Facebook live, Instagram 

live 등 SNS를 활용한 유아, 아동 독서교실을 정기 으로 운 하고 있다. 루클린 공공도서 에

서도 Virtual Toddler Time을 진행하여 담당 사서가 유아를 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로그램을 

Facebook live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이용재, 이지욱, 2021). 

지 까지 국내외 도서 계의 코로나19 사태에 한 응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서비스의 부분

은 국내 학도서 에 용이 가능하며, 국내 학도서 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 인 비 면 로그램을 넘어 지속가능한 비 면 서비스가 되기 해서 질 으로 우수한 로

그램 기획이 필요하며, 비 면 상황이라는 약 을 보완하기 하여 이용자와의 극 인 소통  

상호작용을 활용한 로그램 기획이 요구된다.

Ⅳ. 결 론

2021년 재 코로나19는 재진행형이다. 정부의 사회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다 이용시설인 

도서 은 임시휴 과 제한  운 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 수업운  방안이 비 면으로 

환됨에 따라 도서 의 이용자 수는 격하게 감소하 으며, 도서 에서도 다양한 비 면 서비스 

기획을 통해 소장․구독자원의 근을 돕고 있다. 

이 연구는 학도서 의 비 면 서비스를 ‘장서’, ‘시설․공간’, ‘ 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분석하 다. 한 국내외 도서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 에 용 가능한 비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2권 제2호)

- 374 -

면 서비스에 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강의 자료에 한 온라인 서비스의 확 이다. 강의 교재에 한 자책 수서를 확

하고, 강의 교재  자료에 한 복사, 스캔 서비스를 운 하여 도서 에 오지 않고도 교재  

자료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학과별 강의 교재  자료에 해 

도서  홈페이지에 리스트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 으로 언제 어디서나 강의 교재  자료

를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학습지원 큐 이션을 통한 구독, 소장자원의 이용 활성화이다. 도서 의 물리 인 

근이 제한되어 이용자들의 도서  홈페이지에 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를 활용하여 

주제별 도서 추천, 구독자원과 연계한 동향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도서 의 학습 길라잡이 역할 

확 가 필요하다. 한 연구․학습 가이드 등의 온라인 튜토리얼(짧은 동 상) 제작 통해 구독, 

소장자원에 한 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비 면 서비스 구축을 한 시설․공간의 신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도서  

구축을 통해 물리 인 도서  공간 이외에도 교내에서 도서를 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공공도서 의 스마트도서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여 캠퍼스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스마트도서  시스템을 설치하여 장서에 한 자유로운 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용한 도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VR 도서  투어, VR 도서 시 

등 물리 으로 도서 에 오지 않고도 도서 의 시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된다.

넷째, 비 면 로그램 운 할 때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확 를 통한 질 으로 우수한 비 면 

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일시 인 비 면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로그램이 되기 해서는 

비 면 로그램에 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로그램 후 만족도조사  환류 작업을 

통한 비 면 교육, 독서, 문화 로그램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도서 의 비 면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 모색  신규 로그램 기획에 

참조될 수 있을 것이며, 뉴노멀시  학도서 의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련한 학계의 연구에 

일조할 것이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학도서 의 비 면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연구, 비 면 

서비스의 평가, 온․오 라인 서비스 확   개선 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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