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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해 수행되었다.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연구를 설계하 으며,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에 한 사서의 개인 , 조직 , 사회  
인식과 이용자에 한 이해의 정도가 서비스에 한 유용성이나 용이성에 한 인식을 매개로 서비스 제공 의도나 제공 행 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국내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9개의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조사하 고, 총 181명의 사서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도서 에서는 주로 도서  행사 안내/홍보, 도서  체험 로그램, 도서 추천, 자(사서) 강연과 북 토크 
등에 팟캐스트와 유튜 를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서들은 개인  특성보다는 조직  
혹은 사회  특성, 즉 도서 의 교육지원, 인력지원, 사서 인식, 직무 특성, 이용자 인식이나 요구에 한 이해가 도서  서비스 
제공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 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 의 사서들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사서들 간에 서비스들에 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 에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콘텐츠 개발이나 제공에 있어 사서 지원의 다양한 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librarians about Podcast and YouTube services in libraries. The study 

was designed by applying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Librarian’s personal, organizational, and 
social awareness of library Podcast or YouTube services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users and their needs 
on services were mediated by perceived usefulness or ease of services= and influenced to having intentions and 
providing the services. First, we investigated the types of Podcast and YouTueb services provided by 39 libraries 
in Korea. Also, we collected data using an online survey method from 181 librarians and conduc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howed that libraries are using Podcast and YouTube appropriately 
considering features and functions of media, mainly for library event information/promotion, library programs, 
book recommendations, and author (librarian) lectures or interviews. Organizational or social awareness of 
librarians, i.e., library educational support, human resource supports, librarian recognition, job-related features, 
and understanding of user perceptions and needs, influenced the intention to provide library services. Also,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services between librarians who provided Podcast and YouTube 
services and those who did not. We expect that findings could be used as references to understand and support 
various aspects of librarians in charge of developing and providing Podcast or YouTube services i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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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12월 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

한 이후, 국내에서는 국 으로 사람 간의 

을 통한 감염을 피하고자 사회  거리 두기가 강

화되었다.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이 시행됨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변화하고 산업 반

에 걸쳐 비 면/언택트(Untact) 서비스로의 

환이 이루어졌다(최홍섭, 2020). 이러한 사회  

변화는 공공도서  운 과 서비스에도 향을 

미쳤다. 국립 앙도서 은 코로나19 이후 변

화된 환경에서 추진해야 할 도서  6  과제로 

① 온라인/비 면 콘텐츠의 다양화, ② ‘집에

서 이용하는 도서  서비스’ 강화, ③ 디지털 

문화 격차 해소를 한 로그램 강화, ④ 비

면 도서  이용 환경 조성, ⑤ 온라인/비 면 

기술 인 라 강화, ⑥ 도서  안 망 구축 매뉴

얼 마련을 선정했고(서혜란, 2020) 도서 은 

무인 스마트 도서 , 비 면 도서 출(북 드라

이 스루, 우편 출) 등의 서비스를 확 하고 

있다(윤희윤, 2020).

도서  비 면/언택트 서비스는 다양한 정

보 커뮤니 이션 기술들을 바탕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  소셜 미디어는 미디어의 종류와 특

성에 따라 정보들을 분산, 게시하고, 이용자들

의 취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도서  소셜 미디어는 멀

티미디어 콘텐츠 공유, 커뮤니티 기반의 상호작

용, 정보 공유  의견 교환 등을 통해 도서 과 

이용자 는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커뮤니 이

션을 가능하게 한다(김희정, 2014). 도서 은 

SNS 서비스를 통해 도서  소식이나 서비스 

황을 이용자에게 달하기도 하고, 이용자로부

터 피드백을 받아 서비스를 확장, 개선한다(변

회균, 조 양, 2014). 도서  블로그는 이용자

들에게 도서  공지사항 제공, 주제별 자료 모

음, 도서  이용 교육, 퍼런스, 독서 클럽, 독

서 지도, 도서  홍보, 도서  커뮤니티 안내 등

을 제공하는데 활용된다(김휘출, 2012).

최근 이용이 증가한 멀티미디어 기반 소셜 미

디어인 팟캐스트와 유튜 는 다양한 도서  비

면/언택트 서비스에 용이 가능하다. 도서  

팟캐스트는 도서  이용 안내, 행사 안내, 특강, 

스토리텔링 등의 로그램을 제공하고(정종기, 

2010; 정옥경, 이미선, 2017), 이용자들은 자료 

검색 방법, 도서 출 방법, 회원증 발  방법 

등의 교육을 비 면으로 받을 수 있다. 도서  

팟캐스트는 이용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콘

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개인  학습 욕구

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Bugeja, 2005). 

유튜 는 정보검색 자원으로서 비디오의 효

용가치가 큰 소셜 미디어이다. 유튜 는 이용자

들이 짧은 상들을 이동하면서도 쉽게 볼 수 있

다는 장 이 있어, 멀티미디어 정보에 익숙한 청

소년들에게 효율 인 검색 도구로 리 활용되

고 있다(송정은, 장원호, 2013; 임 우, 배태웅, 

2018). 유튜 는 자유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분

량 제한 없이 다양하게 제작  제공할 수 있게 

하고(박정이, 임지은, 황장선, 2018), 도서 은 

유튜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서 과 이용자, 이

용자들 간의 의견 공유  교환, 극 인 소통

을 가능하게 한다(김희정, 2014; 노지윤, 노 희, 

2020; Shoham, Arora, & Al-Busaidi, 2013). 

도서 에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개발

의 주도 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서들이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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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로 인한 비 면 상황에서 도서  서비스

와 이용자 사이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로서, 서비스 개발의 주체로서 사서의 역할은 

요하다(박태연, 오효정, 2020). 따라서 본 연

구는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에 한 

사서들의 기술 수용을 조사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도서 들의 황을 조사하고, 서

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사서들의 도서  팟

캐스트와 유튜  서비스에 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국내 도서  팟캐스트와 유

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은 어떤 

기 들이 있으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황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사서들의 개인 , 조직 , 사

회  특성과 그들의 이용자에 한 이해는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의 유용

성과 용이성을 인지하는 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사서들이 인식하는 도서  팟

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에 한 유용성과 

용이성은 그들이 서비스 제공 의도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4: 재 도서  팟캐스트나 유

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의 사서들과 

제공하지 않는 기 의 사서들 간에 서비

스의 유용성과 용이성에 한 인식에 차

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첫째, 국내 팟캐스트와 유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들의 도서  서비스 

황을 악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 다. 

둘째, 팟캐스트와 유튜 를 도서 에 도입된 

새로운 정보기술이라고 가정하고 확장된 기술

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2, Venkatesh & Davis, 2000)을 

용하여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사서들

의 개인 , 조직 , 사회  특성과 이용자에 

한 이해 등의 요인들이 팟캐스트와 유튜  서

비스에 한 유용성과 용이성을 인식하는데 어

떻게 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요인들이 서비

스 제공 의도와 제공 행 에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 다. 셋째, 재 도서  팟캐스트나 유

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의 사서들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  사서들의 서비스에 

한 인식을 비교하고, 그들의 인식 차이가 팟

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공에 어떻게 향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도서 에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개발을 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사서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개

발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이론  배경

2.1 팟캐스트와 도서  서비스

팟캐스트는 MP3 디지털 포맷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 형식으로 구성, 제공

하는 로그램을 의미한다. 팟캐스트는 2004년 

2월 국의 칼럼니스트 Hammersley가 일간지 

‘The Guardian’에 기고한 칼럼 ‘Audio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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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라디오 방송의 안으로 애 의 미디어 

이어인 아이팟의 ‘Pod’과 방송의 ‘Cast’의 용

어를 조합하여 처음 사용되었다(Doyle, 2005). 

팟캐스트는 구든지 제작 가능하며 통 인 

방송심의규정에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

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

다(정종기, 2010; 조형주, 2013). 팟캐스트는 아

이튠즈,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같은 서비스

를 통해 검색,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들은 방

송/채 들의 주제를 분류하고, 각종 순  정보, 

청취 후기, 추천방송 등을 제공하고, 팟캐스트 

앱은 QR코드나 SNS로 링크 업로드 등을 지원

한다. 

팟캐스트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공도서 과 

학도서 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시시피 주립

학도서 에는 이용자들이 팟캐스트 기술에 

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팟캐

스트를 통해 도서  정보를 제공했다(Barnes, 

2007). 이용자들이 긴 문서를 읽는 신에 정보

를 듣고, 도서  자원의 사용 안내를 받고 연구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서와 이용자의 상

호작용을 강화했다(Chua & Goh, 2010). 도서

의 팟캐스트는 이용자들을 특정 로그램으로 

안내하는 도서  서비스 홍보 도구가 되기도 하

며(Lee, 2006), 도서 은 팟캐스트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이벤트  지침을 공유하기도 했다

(King & Brown, 2009; Lee, 2006).

국내 공공도서 들은 팟캐스트를 이용해 도

서  신간 안내, 서평, 자와의 북 토크 등의 

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용자층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도서  홍보  교육에 한 어려

움을 보완을 해 팟캐스트를 활용하고, 서비

스 역을 확장하고 있다(정종기, 2010; 정옥

경, 이미선, 2017). 이미선(2018)은 도서  팟

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율목도서 의 

이용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서비스

에 한 이용자의 인식 여부, 속경로, 이용목

, 이용 기간, 시간  콘텐츠의 특성인 최신

성, 신속성, 객 성, 정확성, 다양성, 상호작용

성이 이용자 만족도와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유튜 와 도서  서비스

유튜 (YouTube)는 이용자 심의 동 상 

콘텐츠 생산 최  규모의 온라인 랫폼이다

(송정은, 장원호, 2013; 오 , 2017). 유튜 는 

이용자를 가리키는 “유(You)”와 텔 비 의 별

칭인 “튜 (tube)”의 합성어이다(Hurley, Chen, 

& Karim, 2005). 이용자는 유튜 에서 동 상 

보기, 평가, 구독, 댓  달기 이외에도 타인에게 

동 상을 송, 정보와 감정 공유 등의 다양한 소

셜 활동을 할 수 있다(Kim et al., 2014; 오 , 

2017). 유튜 는 엔터테인먼트나 일상생활,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동 상을 제공한다(Abboudi 

et al., 2016; Waldron, 2013). 

유튜 의 가치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욕구

를 동 상 시청을 통해 충족시켜주는 데에 있

다(Constantinides, 2014; Shoham, Arora, & 

Al-Busaidi, 2013). 유튜  인기 상 권 채 들

은 매주 수백만 건 이상의 조회 수와 수십만 명 

는 수백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

다. 실시간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유튜 는  세계의 이용자들이 창작물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규모 커뮤니 이션 

랫폼이다(박정이, 임지은, 황장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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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와 마찬가지로 유튜 도 학도서

과 공공도서 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다트머스 

학도서 은 장서와 사서 문 서비스를 안내

하고, 상호작용, 지  탐구, 사회화 공간으로서 

도서 의 역할에 한 동 상을 제작하여 배포

했다(Luo, Wang, & Han, 2013). Webb(2007)

은 도서  서비스를 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유

튜 에 업로드해서 이용자들에게 극 으로 배

포할 것을 권고했고, Little(2011)은 학술도서  

운 에 있어 상 공유와 이용자 참여의 확 에 

해 강조했다. Colburn와 Haines(2012)는 도

서  홍보의 상당 부분은 도서  문가가 구

성하지만, 이용자들 스스로 동 상 콘텐츠를 

자주 공유할 수 있는 략 인 로그램을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에서 도서  유튜  서비스에 한 연구

로는 노지윤과 노 희(2020)가 공공도서 에서 

운 되고 있는 유튜  채 의 운 과 제공 콘텐

츠 황을 조사하 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  유

튜  채 의 개선방안으로 ① 특수성, 목 성 

확보, ② 홍보  근성 제고, ③ 공공도서 에

서 운 하는 채  명시, ④ 이용자 친화 인 인

터페이스 개선, ⑤ 문성과 교육  콘텐츠 기

획  제공, ⑥ 통합 채 의 운 , ⑦ 이용자 기

반 콘텐츠 제공 등을 제안했다.

2.3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

하는 이용자의 수용과정  이용행동을 체계

으로 설명하고 측하기 한 모델이다(Davis 

1989). TAM은 Ajzen과 Fishbein(1980)의 합리  

행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

반으로 Davis(1989)에 의해 정립되었다. 합리  

행  이론이란 사람들이 어떤 행 를 하고자 그들

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태도나 행 에 한 의도 혹

은 사회 으로 용인된 규범들을 고려하여 실행한

다는 이론이다. <그림 1>에서 보여주는 TAM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시스템이 얼

마나 유용한지를 인지하는 정도이다. 새로

운 기술을 업무에 용했을 때 업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1> 기술수용 모델(TAM) 

(이정섭, 장시 ,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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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의 사용이 어

느 정도 쉬운지, 이해하기 쉬운지, 사용할 

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사용에 한 태도(Attitude Toward Using)

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을 사용할 때 

이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정 이고 부

정 인 태도로 이용자의 신뢰도, 만족도뿐

만 아니라 기  정도, 실망 상태 등의 감정

을 의미한다.

∙사용에 한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 

to USE)는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이

나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동에 한 

의도를 의미한다.

TAM은 정보기술을 하는 이용자의 태도가 

기술을 사용하려는 행  의도를 결정하고, 이러

한 행  의도에 의해 실제 정보기술 사용 행동이 

결정된다고 가정하는데, 주로 컴퓨터 기술과 서

비스, 소 트웨어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 이용자

들이 어떠한 합리 인 행 를 하는지에 해 설

명하는데 용되었다(Adams et al., 1992). 그러

나 TAM은 다양한 정보환경을 완 하게 반 하

지 못하고 외부요인을 구체 으로 설명하고 있

지 못한다는 에서 한계가 있었다(Venkatesh, 

Davis, & Morris, 2007). 이를 극복하기 해 추

후 연구들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제시, 검증

하 고(Davis et al., 1992; Egea & González, 

2011),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로 재정

비하 다. 

2.4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2)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은 기존에 있던 

기술수용모델(TAM)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외부 요인을 다양화한 모델이다(Venkatesh & 

Davis, 2000)(<그림 2> 참고). TAM2는 TAM

의 주요 요소(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그림 2>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 

(이정섭, 장시 ,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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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도, 이용행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양한 외부 요인들을 선정하여 향에 미치는 여

부, 정도 등을 측정한다. TAM2에 추가된 외부 

요인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규범(Subject Norm)은 이용자가 

속한 조직의 규범에 한 개인의 믿음, 조

직의 의견을 따르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 등

을 의미하며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서는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 수용에 해 개

인이 인지한 조직 ․사회  향 등을 의

미한다.

∙이미지(Image)는 이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시스템․체계 내에서 이

용자의 이미지나 평 을 높이는 것을 의미

한다. 

∙업무 련성(Job Relevance)은 정보기술

이나 정보시스템을 이용자가 자신의 업무

에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결과 품질(Output Quality)은 자신의 업

무를 성공 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결과 입증 가능성(Result Demonstrability)

은 이용자가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결과가 분명하게 찰가능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경험(Experience)은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

기술이나 시스템을 이용한 과거와 재의 

경험을 의미한다. 

∙자발성(Voluntariness)은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을 능동 으로 사용하

는 이용자의 의지를 의미한다.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는 확장된 외부 요

인들은 연구 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용될 수 

있다. 를 들어, 김성진(2014)은 학도서

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기술수용모

델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인지된 

놀이성을 추가했고, 외부 요인으로는 유비쿼터

스 속성  상황 인식성과 자기효능감을 용

하여 조사했다. Harun과 Endin(2014)은 도서

 자책에 한 이용자들의 반응과 태도 변

화를 알아보기 해 인터페이스 디자인, 상호

운용성, 자책 기능을 외부 요인으로 정의하

고, 이용자들의 자책에 한 인지된 유용성

과 용이성에 향, 이용 태도를 측정하여 상

계가 있음을 밝 냈다. 조수연(2018)은 도서

 SNS 서비스가 도서  홍보에 미치는 향

에 해 외부 요인으로 이용자들의 신뢰도, 기

술 , 시스템  특성을 설정하 고,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 만족도가 도서  지속 이용 의도

로 발 하는지를 조사하 다. 

기존의 TAM2 연구가 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이론을 용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보 기술을 제공하는 사서를 상으로 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 기술수용에 해 조사하

는데, 사서의 정보기술 수용 연구로 신정아

(1998)는 학도서  정보기술 특성, 개인 특

성, 조직 특성을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고, 지각

된 유용성과 편리성과 함께 정보기술 이용 시

간, 이용 빈도, 이용 개수, 미래의 이용 가능성

에 미치는 향을 조사 다. 최향옥(2020)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도서  사서를 상으

로 비 면 서비스를 한 자책 채택의 주요 

요인을 조사하 는데, 사서교사의 자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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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여부를 심으로 자책 이용 동기, 자

책 이용 경험, 자기효능감, 경제  요인, 근성 

등의 외부 요인이 인지된 유용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공공도서  사서들의 도서  팟캐

스트와 유튜  서비스 제공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조사하고, 사서들이 서비

스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과 제공 의

도에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사서의 서비스 제공 업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을 개인  요인,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의 외부 요인 선정에는 TAM2의 선행

연구들과 특히 신정아(1998)와 Igbaria(1993)의 

연구를 참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

어라는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연구

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정아(1998)의 연구 요

소 에서 정보기술 특성을 제외한 사서들의 

개인  특성, 조직  특성을 본 연구에 용하

다. 여기에 사서 집단의 사회  특성을 추가

하고, 이용자 요인을 추가하여 사서들이 이해

하고 있는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에 

한 이용자 요구나 인식의 향을 조사하 다. 

Igbaria(1993)는 기  업무 수행을 한 컴퓨

터 사용을 목 으로 기 의 기술 교육 지원, 기

 운  교육 지원 등의 조직 특성을 외부 요인

으로 강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을 기

으로 간주하고, 도서 에서 사서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황이 팟캐스트나 

유튜  수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

고, 련 요소들을 모델에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도서  사서들의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기술수용의 이론  모델인 <그림 3>에 

제시된 요인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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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요인은 도서 의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라는 정보기술 수용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사서 경력, 

소셜 미디어 이용경험  팟캐스트, 유튜

 이용 경험으로 구분한다.

∙조직  요인은 사서가 속한 도서  기 에 

한 것으로 조직의 도서 의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라는 정보기술 사용에 한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도서

의 교육지원, 인력지원으로 구분한다.

∙사회  요인은 도서  사서들의 조직보다 

더 큰 범 의 사서 커뮤니티의 인식을 의

미한다. 도서 의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

스에 한 일반 인 사서들의 인식, 사서

들의 직무 특성으로 구분한다. 

∙이용자 요인은 사서들이 도서 의 팟캐스

트와 유튜  서비스를 받을 이용자들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는 이용자들의 실질 인 상황이 아니라 

사서들의 에서 이용자들이 팟캐스트

나 유튜 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해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인지된 유용성은 사서가 도서 의 팟캐스

트와 유튜 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효율 이고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된 용이성은 사서가 도서 의 팟캐스

트와 유튜 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기가 쉽고 편리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

미한다.

∙제공 의도는 사서가 팟캐스트와 유튜 를 

이용하여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공 행 는 사서가 팟캐스트와 유튜 를 

이용하여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차를 따른다. 

첫째, 국내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도서  황을 악하기 해 팟빵과 유

튜 에 “도서 ”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39개 도

서 을 추려내고, 서비스 게시 연도와 서비스 

주제 등을 조사하 다. 둘째, 앞서 조사한 총 39

개 기 의 사서들에게 연락하여 설문 참여를 

부탁했다. 셋째,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  사서들의 인식도 

함께 조사하기 해 네이버 사서e마을 카페, 리

스토피아 등에 조를 요청하고 온라인 설문을 

게시하여 2021년 6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답변을 수집하 다.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표 1>과 같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고, 요인별 문항의 응

답은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구성하 다([부록 1] 

참고). 

연구 설계에서 구성한 사서들의 도서  팟캐

스트와 유튜  서비스 인식에 향을 미치는 외

부 요인들과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제

공 의도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

과 Kenny(1986)의 계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계  다 회귀분석은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독립

변수의 향력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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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측정 항목 련 연구

조직  

요인

교육 지원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교육 지원의 업무 효과

Igbaria(1993), 신정아(1998)
인력 지원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교육, 훈련, 산, 콘텐츠 

제작, 사서 인력 지원

사회  

요인

사서 인식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에 한 사서들의 인식
신정아(1998), 김지은, 노 희(2013), 

박희진, 김진묵, 차성종(2021)직무 특성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공을 한 기술, 재능, 

콘텐츠, 교육의 필요성

이용자 

요인 

이용자 인식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필요성, 홍보 등

이은희, 이지연(2011)
이용자 요구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요구, 도서 추천, 로그

램, 행사 정보 등

인지된 유용성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의 유용성, 정보 달, 

제공 등

Davis et al.(1989), Parthasarathy & 

Bhattacherjee(1998), 오은해(2012), 

조수연(2018)

인지된 용이성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의 용이성, 정보 근성, 

쉽게 정보 달 등

Davis et al.(1989), Boyd & Ellison(2007), 

이혜원(2010), 오은해(2012), 조수연(2018)

제공 의도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에 한 제공 의도
Davis et al.(1989), Parthasarathy & 

Bhattacherjee(1998), 오은해(2012)

<표 1>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에 한 사서 인식 조사 설문 항목과 련 연구

증명한다. 변인 간에 매개효과를 한 조건으

로는 1단계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미

한 향을 주고(독립→매개), 2단계에서 독립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독립

→종속),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동

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주어야 한다

(독립, 매개→종속). 이때 표 화 계수 베타 값

이 3단계보다 2단계에서 더 커야 하며, 설명력

을 나타내는 R²은 순차 으로 증가해야 한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는 유의하고 독립변수가 유

의하지 않으면 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둘 다 유의하며, 

표 화 계수 베타 값을 봤을 때, 3단계의 독립변

수 베타 값이 2단계의 독립변수 베타 값보다 작

으면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

가 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

는 개인  요인,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

용자 요인이며, 매개변수는 인지된 유용성, 인

지된 용이성이고, 종속변수는 사서의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제공 의도이다.

5. 분석 결과

5.1 도서 과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제공 

황

5.1.1 도서  팟캐스트 서비스

본 연구에서 찾아낸 도서  혹은 사서가 운

하는 팟캐스트 서비스는 총 6개이다. <표 2>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과 팟캐스트 

방송 이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각 방송의 채 을 4개의 서비스 종류, ① 도서  

소식, 행사 ② 화와 도서, ③ 도서 추천, ④ 

자(사서)와 북 토크로 나 었다. 6개의 기  

모두 도서 추천 채 을 제공하고 있었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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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도서 명 

게시 

시작 년도

도서  

소식․행사
화와 도서 도서 추천

자(사서)와

북 토크

성남시 원도서

(책 읽어주는 사서)
2012 ∙사서들의 추천도서 서평

서울구립은평뉴타운도서

( (출할)책 있는 사서들)
2018 ∙책이씨네

∙사서의 업: 미 출된 도서 소개

∙오늘의 데이터. 네띠네도서: 도서  신

간도서 안내, 인디고: 독립출 물 소개

∙다시만난세계: 차별에 한 콘텐츠 소개

도 문화정보도서

(북팟)
2018

∙도 구

책축제

방송

∙앵 앤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소개

∙북테라피: 일상에서 나타나는 심리정서

문제를 책으로 힐링하는 시간

∙북팟 롱

화성시립도서

(북새통)
2020 ∙사서와 화성시민과 소통하며 책 추천

∙작가 

라이 톡

마포구립서강도서

(서 도서 피셜)
2020 ∙도서 추천과 사서들의 이야기

주시립 앙도서

(<책 읽어주는 사서> 책며들다)
2021 ∙사서들의 추천도서 서평

<표 2> 도서  팟캐스트 서비스 제공 황 비교 

구립은평뉴타운도서 ’과 ‘도 문화정보도서 ’

에서 가장 다양한 채 의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팟캐스트 서비스  도

서 추천은 간략하게 5분 내외의 소개, 신간 도서

부터 특정 주제로 선정한 도서까지 다양한 주제

를 다루며 제공하고 있고, 화와 원작 도서를 

비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구립은

평뉴타운도서 ’과 ‘도 문화정보도서 ’은 한 

달에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업로드하고 있었다. 

‘마포구립서강도서 ’은 한 달에 한 개, ‘성남시

원도서 ’과 ‘화성시립도서 ’은 한 달에 두 

개의 에피소드를 업로드하고 있었고, ‘ 주시립

앙도서 ’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에 에피소

드를 업로드하고 있었다. 

5.1.2 도서  유튜  서비스 

본 연구에서 찾아낸 도서  운  유튜  서

비스는 총 33개이다. <표 3>은 도서 별 유튜  

게시 연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당시 

제공하고 있는 주요 로그램을 비교한 것이다. 

도서  유튜  로그램을 총 6개의 종류로 분

류하 는데, ① 도서  이용 안내와 홍보(23개 

기 ), ② 도서  체험, 문화 로그램(21개 기

) ③ 도서  행사 안내(23개 기 ) ④ 도서 추

천(19개 기 ) ⑤ 자(사서)와 북 토크(7개 기

), ⑥ 자와 유명 인사 강연(18개 기 ) 등

이 있었다. 

도서 별 유튜  로그램의 수는 도서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유튜  로그

램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면, 33개 도서   

20여 개의 도서 들이 도서  이용 안내와 홍

보, 도서  행사 안내, 도서  체험, 문화 체험

로그램 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자나 사서와의 북 토크, 강연을 통해 이

용자와 극 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었다. 도

서  유튜  서비스  도서  이용방법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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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카드발 부터 각층 소개  비 면 서비

스 이용 가이드 상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 추

천은 주로 사서의 추천 도서나 북 큐 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으며, 도서 만의 교육콘텐

츠  제공 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특색이 있었던 유튜  서비스로는 ‘마포 앙

도서 ’의 경우에는 사서들이 자신의 독서 취

향에 맞는 책을 소개하거나 개  이래 출 이

력이 없는 아무도 주지 않았던 숨은 책  좋

은 책을 선정해 그 가치를 하기도 한다. 유튜

 채 을 활용한 온라인 강좌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를 들어, ‘아산시립도서 ’의 경우 

‘방에서 즐기는 책 읽기’라는 로그램에서는 

독서를 비롯해 9개 분야 36개 강좌이며, 사회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유아부터 성인까지 집

에서 즐길 수 있는 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부평구립도서 ’의 경우에는 ‘온라인 북 콘서

트’를 열어 부개도서 에서 해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목표로 부평구의 표 도서를 선정

해 세 가 함께 읽고 소통하고 있다.

5.1.3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비교 

시기 으로 팟캐스트가 먼  개발된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보다 유튜 를 멀티

미디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도서 의 수가 

상 으로 많았다.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모두 도서 추천, 자(사서)와의 북 토크에 서

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팟캐스트는 주로 도서

 소식 행사 안내 정보 정도 제공했다면, 유튜

에서는 도서  이용 방법, 도서 출, 방법, 

자책 이용 방법, 도서  홍보 등 도서 의 다양

한 기능과 행사를 안내하는 데 극 활용되었다. 

특히 유튜 를 활용하여 도서  체험, 문화 

로그램에 한 다양한 동 상들이 제공되었

는데, 비 면/언택트 시 에 간 으로나마 

이용자들이 도서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팟캐스트에서는 화와 도

서를 연계하여 비교하는 채 들이 있었는데, 

유튜 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화의 

경우, 동 상 장면 구성 등에 작권법이 더욱 

민하게 용되다 보니 유튜 에서는 극 서

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이 있는 듯했다. 비

록 상 으로 은 수의 도서 들이 팟캐스트

와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했지만, 도

서 들은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합한 오디오, 

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었다. 

5.2 TAM2 이론을 용한 사서들의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인식 조사 

5.2.1 연구 참여 사서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총 사서의 수는 181명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팟캐스

트나 유튜  도서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성별, 나이, 최종 학력, 사서 자격증, 재 근무 

기 , 도서  총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 다(<표 4> 참고). 응답자 남녀의 비율은 여

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는 30~39세가 가

장 많았다. 최종 학력은 부분 문헌정보학 학

사와 함께 2  정사서가 많았다. 근무 기 으로

는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 

에서는 공공도서 이 55%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  사서들의 경우 

학도서 이 46.5%로 가장 높았다. 근무경력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에 한 사서의 제공 의도와 제공 행  연구  201

구분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공 하는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공 하지 않는 도서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22 27.5 30 29.7

여자 58 72.5 71 70.3

합계 80 100 101 100

나이

20~29세 18 22.5 17 16.8

30~39세 37 46.3 39 38.6

40~49세 14 17.5 22 21.8

50세 이상 11 13.8 23 22.8

합계 80 100 101 100

최종 학력

문헌정보학 학사 55 68.8 67 66.3

문헌정보학 석사 11 13.8 17 16.8

문헌정보학 박사 0 0 3 3.0

타 공 학사 9 11.3 6 5.9

타 공 석사 3 3.8 8 7.9

타 공 박사 2 2.5 0 0

합계 80 100 101 100

자격증

없음 5 6.3 3 3.0

사서 3 3.8 1 1.0

2  정사서 61 76.3 78 77.2

1  정사서 10 12.5 18 17.8

기타 1 1.3 1 1.0

합계 80 100 101 100

근무 기

공공도서 44 55.0 24 23.8

학도서 30 37.5 47 46.5

문도서 2 2.5 6 5.9

학교도서 3 3.8 20 19.8

기타 1 1.3 4 4.0

합계 80 100 101 100

근무경력

1년 미만 6 7.5 4 4.0

1년 이상~5년 미만 25 31.3 28 27.7

5년 이상~10년 미만 25 31.3 22 21.8

10년 이상~20년 미만 14 1.5 29 28.7

20년 이상~30년 미만 7 8.8 10 9.9

30년 이상 3 3.8 8 7.9

합계 80 100 101 100

<표 4>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  특성 

은 서비스 제공 도서  사서들은 1년 이상 5년 

미만과 5년 이상~10년 미만이 31.3%로 동일

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미제공 도서

의 사서들은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8.7%

로 가장 높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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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외부 요인 의 하나인 개인  특성으

로 성별, 나이, 학력, 자격증, 경력,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제공 여부 변인에 따라 통계

인 분석을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TAM2 모델에서 개

인  특성은 사서들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

스 제공 의도나 제공 행 에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을 외부 요인으로 하는 통계  분석 결과

만 본 논문에서 보고하고자 한다. 

5.2.2 측정 도구의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별 타당도를 검증하

기 해 주성분 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고, 요인회 에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직교 회

(Varimax)법을 이용하 다. 련 변인에 

한 변수 간의 상 계를 통한 표본 합도를 나

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검증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하 다. 한 본 연구

의 설문에서 측정된 설문 문항들의 척도 신뢰

도를 악하기 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로 5  척도 설문 문항을 

설계하 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하

여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 다.

<표 5>는 외부 요인인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에 한 27개 항목에 한 요

인 분석 결과는 KMO 표본 합도=.959, x²

(근사 카이제곱)=6047.995, df(자유도)=351, 

p=.000으로 모든 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크론바흐 알  값 모두 .9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unally, 

1978). <표 6>은 연구 참여 사서들의 팟캐스트

와 유튜  서비스에 한 인지된 유용성, 인지

된 용이성, 서비스 제공 의도에 한 설문 15개

의 항목으로 요인 분석 결과는 KMO 표본 합

도=.951, x²(근사 카이제곱)=3429.983, df(자

유도)=105, p=.000으로 모든 변수의 타당성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크론바흐 알  값 모두 

.9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 값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Nunally, 1978). 

요인 항목 Cronbach’s Alpha

조직  요인
교육지원 .952

인력지원 .928

사회  요인
사서 인식 .951

직무 특성 .922

이용자 요인 
이용자 인식 .967

이용자 요구 .952

<표 5> 외부 요인 신뢰도 분석①

항목 Cronbach’s Alpha

인지된 유용성 .964

인지된 용이성 .953

제공 의도 .947

<표 6> 매개, 종속 요인 신뢰도 분석② 

5.2.3 변인 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용하고 있는 요인들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우선 피어슨(Pearson) 상

계 분석을 통해 각 변인 간의 련성 정도

와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과 인지

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서의 도서  팟캐

스트와 유튜  제공 의도의 변인 간의 련성 

정도  방향을 알아보기 해 각 변수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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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상 계수는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 제공 의도까지 모

두 서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r 값

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r >.7) 이는 TAM2 

모델의 요인들이 서로 련성이 있으며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4 외부 요인들과 인지된 유용성이 제공 

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검증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이 사

서의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제공 의

도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다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요인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제공 의도

조직  요인 1 　 　 　

사회  요인 .847** 1 　 　 　

이용자 요인 .800** .802** 1 　 　 　

인지된 유용성 .852** .871** .839** 1

인지된 용이성 .758** .780** .784** .850** 1

제공 의도 .784** .762** .713** .800** .719** 1

**P<.01, *P<.05

<표 7> 요인별 상 계 분석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B 표 오차 베타

1
인지된

유용성

(상수) -.386 .154 　 -2.502 .013

조직  요인  .297 .067 .276  4.411   .000**

사회  요인  .494 .078 .398  6.324   .000**

이용자 요인  .329 .061 .298  5.352   .000**

R²=.832, 수정된 R²=.829, F=292.590, p<.001

2
제공

의도

(상수) -.244 .225 　 -1.084 .280

조직  요인  .473 .098 .432  4.817   .000**

사회  요인  .356 .114 .283  3.131   .002**

이용자 요인  .158 .089 .141  1.764 .079

R²=.655, 수정된 R²=.649, F=111.989, p<.001

3
제공

의도

(상수) -.087 .220 　 -0.395 .693

조직  요인  .352 .100 .322  3.536   .001**

사회  요인  .156 .121 .124  1.285 .200

이용자 요인  .025 .093 .022   .265 .792

인지된 유용성  .405 .105 .399  3.844   .000**

R²=.682, 수정된 R²=.674, F=94.225, p<.001

**P<.01, *P<.05

<표 8>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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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단계에서는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이 모두 인지된 유용성에 정(+)

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이해 요

인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도 높아지는 것이

다. 분석 2단계에서는 조직  요인과 사회  요

인은 제공 의도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이 

있으나, 이용자 요인은 제공 의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3단계에서

는 인지된 유용성은 제공 의도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

 요인과 사회  요인이 제공 의도에 미치는 

향은 2단계에서보다 낮게 나타나 인지된 유

용성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3단계에서 조직  요인은 제공 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된 유용

성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서의 조직  요인과 

인지된 유용성이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

공 의도에 직 인 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

 요인과 이용자 요인은 사서의 서비스 제공 

의도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된 유용성을 통해 제공 의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5 외부 요인들과 인지된 용이성이 제공 

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검증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이 사

서의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제공 

의도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인지된 용이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B 표 오차 베타

1
인지된

용이성

(상수)  .043 .203 　   .214 .831

조직  요인  .190 .089 .183  2.138   .034**

사회  요인  .379 .103 .317  3.690   .000**

이용자 요인  .407 .081 .384  5.043 .000**

R²=.687, 수정된 R²=.682, F=129.544, p<.001

2
제공

의도

(상수) -.244 .225 　 -1.084 .280

조직  요인  .473 .098 .432  4.817   .000**

사회  요인  .356 .114 .283  3.131   .002**

이용자 요인  .158 .089 .141  1.764 .079

R²=.655, 수정된 R²=.649, F=111.989, p<.001

3
제공

의도

(상수) -.252 .222 　 -1.138 .257

조직  요인  .435 .098 .397  4.433   .000**

사회  요인  .280 .116 .222  2.404   .017**

이용자 요인  .076 .094 .068   .803 .423

인지된 용이성  .201 .082 .191  2.453   .015**

R²=.666, 수정된 R²=.659, F=87.878, p<.001

**P<.01, *P<.05

<표 9> 인지된 용이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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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은 모두 인지된 유용성에 정

(+) 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

인이 높을수록 인지된 용이성이 높아지는 것이

다. 2단계에서는 조직  요인과 사회  요인은 

제공 의도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용자 요인은 제공 의

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인지된 용이성이 제공 의도에 정

(+)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조직  요인과 사회  요인이 제공 의도

에 미치는 향은 2단계에서보다 낮게 나타나, 

인지된 용이성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3단계에서 조직  요인과 사회  

요인은 제공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인지된 용이성은 부분 매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서의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인지된 유용성이 팟캐스트나 유

튜  서비스 제공 의도에 직 인 향을 주

며, 이용자 요인은 사서의 서비스 제공 의도

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

된 유용성을 통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5.2.6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효과 검증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이 제공 

의도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인지된 유용성

의 매개효과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의 

사서들과 제공하지 않는 기 의 사서들로 나

어 비교하 다. <표 10>의 서비스 제공 여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을 

나타낸다.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  사서들의 경우, 분석 1단계에서는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

(+) 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조직

 요인은 인지된 유용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2단계에서는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이 제공 의도

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3단계에서는 인지된 유용성만 

제공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회  요인과 이용자 요인은 제

공 의도에 직 인 향을 주지는 않지만 인

지된 유용성을 통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제공하지 않는 기

 사서들의 경우, 분석 1과 2단계에서 유의한 

값이 있지만 3단계에서의 인지된 유용성이 제

공 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조직 , 사회 , 이용자 요인과 인지

된 유용성은 제공 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2.7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인지된 용이성의 매개효과 검증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이 제공 

의도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인지된 용이성

의 매개효과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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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제공

여부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B 표 오차 베타

1
인지된

유용성

(상수) -.449 .238 　 -1.886 .063

조직  요인  .144 .104  .130  1.392 .168

사회  요인  .423 .109  .331  3.869   .000**

이용자 요인  .584 .100  .514  5.848   .000**

R²=.848, 수정된 R²=.842, F=141.680, p<.001

2
제공

의도

(상수) -.402 .320 　 -1.256 .213

조직  요인  .304 .139  .273  2.183   .032**

사회  요인  .329 .147  .257  2.239   .028**

이용자 요인  .427 .134  .376  3.178   .002**

R²=.726, 수정된 R²=.716, F=67.235, p<.001

3
제공

의도

(상수) -.192 .309 　 -.620 .537

조직  요인  .236 .133  .213  1.777 .080

사회  요인  .131 .152  .102   .863 .391

이용자 요인  .153 .153  .135  1.004 .319

인지된 유용성  .469 .146  .468  3.220   .002**

R²=.760, 수정된 R²=.747, F=59.234, p<.001

1 아니오
인지된

유용성

(상수) -.375 .194 　 -1.934 .056

조직  요인  .349 .086  .332  4.044   .000**

사회  요인  .601 .108  .491  5.573   .000**

이용자 요인  .157 .074  .145  2.119   .037**

R²=.843, 수정된 R²=.838, F=173.861, p<.001

2 아니오
제공

의도

(상수) -.069 .314 　  -.219 .827

조직  요인  .560 .140  .521  4.010   .000**

사회  요인  .378 .175  .301  2.163  .033*

이용자 요인 -.021 .120 -.019  -.180 .858

R²=.609, 수정된 R²=.597, F=50.288, p<.001

3 아니오
제공

의도

(상수)  .032 .317 　   .102 .919

조직  요인  .466 .150  .434  3.115   .002**

사회  요인  .216 .199  .172  1.086 .280

이용자 요인 -.064 .121 -.058  -.525 .601

인지된 유용성  .269 .163  .263  1.651 .102

R²=.619, 수정된 R²=.604, F=39.069, p<.001

**P<.01, *P<.05

<표 10> 팟캐스트나 유튜  제공 여부에 따른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서들과 제공하지 않는 기 의 사서들로 나

어 비교하 다. <표 11>의 서비스 제공 여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과 그 지 않은 기 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  사서들의 경우, 분석 1과 2단계에서 

유의한 값이 있었지만 3단계에서 인지된 용이

성이 제공 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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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제공

여부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B 표 오차 베타

1
인지된

용이성

(상수) -.265 .305 　  -.869 .388

조직  요인  .292 .133  .270  2.200 .031

사회  요인  .371 .140  .299  2.653 .010

이용자 요인  .381 .128  .345  2.974   .004**

R²=.737, 수정된 R²=.726, F=70.942, p<.001

2
제공

의도

(상수) -.402 .320 　 -1.256 .213

조직  요인  .304 .139 .273  2.183 .032

사회  요인  .329 .147 .257  2.239 .028

이용자 요인  .427 .134 .376  3.178   .002**

R²=.726, 수정된 R²=.716, F=67.235, p<.001

3
제공

의도

(상수) -.374 .322 　 -1.159 .250

조직  요인  .273 .144  .245  1.895 .062

사회  요인  .289 .154  .226  1.880 .064

이용자 요인  .386 .142  .340  2.716   .008**

인지된 용이성  .108 .121  .104   .892 .375

R²=.729, 수정된 R²=.715, F=50.489, p<.001

1 아니오
인지된

용이성

(상수)  .255 .278 　   .916 .362

조직  요인  .093 .124  .093  0.748 .456

사회  요인  .429 .155  .368  2.774   .007**

이용자 요인  .404 .106  .394  3.809   .000**

R²=.645, 수정된 R²=.634, F=58.661, p<.001

2 아니오
제공

의도

(상수) -.069 .314 　  -.219 .827

조직  요인  .560 .140  .521  4.010   .000**

사회  요인  .378 .175  .301  2.163   .033**

이용자 요인 -.021 .120 -.019  -.180 .858

R²=.609, 수정된 R²=.597, F=50.288, p<.001

3 아니오
제공

의도

(상수) -.139 .307 　  -.454 .651

조직  요인  .534 .136  .497  3.915   .000**

사회  요인  .259 .177  .206  1.463 .147

이용자 요인 -.133 .125 -.121 -1.068 .288

인지된 용이성  .277 .112  .258  2.483   .015**

R²=.632, 수정된 R²=.617, F=41.267, p<.001

**P<.01, *P<.05

<표 11> 팟캐스트나 유튜  제공 여부에 따른 인지된 용이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나타났다. 조직 , 사회 , 이용자 요인과 인지

된 용이성은 제공 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는 기  사서들의 경우, 분석 1단계에

서 사회  요인과 이용자 요인이 인지된 용이성

에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  

요인과 이용자 이해 요인이 높을수록 인지된 용

이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조직  요인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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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용이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 2단계에서는 조직  요인과 사회

 요인은 제공 의도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 요인

은 제공 의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3단계에서는 인지된 용이성이 

제공 의도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요인과 이용자 요인

이 제공 의도에 미치는 향은 2단계에서보다 

낮게 나타나, 인지된 용이성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요인과 이용자 

요인은 사서의 제공 의도에 직 인 향을 주

지는 않지만 인지된 용이성을 통해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 에서 팟캐스트나 유

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사서들의 특성

과 서비스에 한 유용성, 용이성의 정도가 서

비스 제공 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의 사서들과 제공

하고 있지 않은 사서들 간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 결과에 해서는 다

음과 같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특성 에서 조

직  요인은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팟캐스트

와 유튜  서비스의 유용성, 용이성을 매개하든 

매개하지 않든 서비스 제공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

과는 사서의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제공 의

도 제고를 해서는 조직  요인에서 다루었던 

도서 의 사서를 한 서비스 련 교육 지원, 

인력 지원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신정아(1998)는 사서 업무에 유용하고 편리

한 정보기술을 채택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정보기술에 한 교육훈련을 강조하 는

데,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의 채택과 이에 

한 교육  지원이 가져올 수 있는 도서  서비스

의 질  향상과 변화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서를 한 기술 교육과 인력지원은 도서

의 다른 서비스 제공에서도 많이 강조되었었

다. 임정 (2012)과 최연진(2013)은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있어 담당자의 서비

스에 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해 교육  

연수의 기회가 갖춰줘야 하고, 담 인력 배치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지속 인 운 과 

신속한 응을 할 수 있다고 논의했는데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역시 도서 의 극 인 지원이 미비

하다면 사서들의 서비스 제공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도서  사서들의 팟캐스트와 유튜  서

비스에 한 제공 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그들

의 조직 , 사회 , 이용자 특성들과 그들을 매

개시키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역

할이 요했다. 사서들이 팟캐스트와 유튜  서

비스가 효율 이고 활용 가치가 있으며 쉽고 편

리하다고 인지할수록 도서  서비스 제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서

들의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를 제공을 장려

하기 해서는 콘텐츠 구성이나 활용에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서  홈페이지와 연

동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에 한 인식

의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지속 으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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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호기심

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담 인력 수 을 통한 피드백과 지

속  리가 요구된다(이효빈 외, 2013). 서비

스를 담하여 운 하는 리하는 을 구성해

서 도서  서비스를 분석하고 계획하고, 도서  

장에서 사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서비스 분석 

 평가 등이 조직  차원에서 면 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정윤, 2014). 이용자 참여를 

해 서비스 이용 이벤트를 정기 으로 실시하

고, 교육을 통해 서비스에 한 이해도를 높이

고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최연진, 2013). 

셋째, 팟캐스트나 유튜 를 제공하는 도서

과 그 지 않은 도서  사서들에 인식에는 인지

된 유용성과 용이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사서들의 경우에는 

인지된 유용성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

의 사서들의 경우에는 인지된 용이성이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사서들은 상 으로 팟캐스트나 유튜

의 이용 방법에 익숙하고 기술 인 장 을 습

득, 인지하고 있어 과연 팟캐스트나 유튜  서

비스가 도서  서비스 제공에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가 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

면,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 의 사서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자

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기술 인 응 

이후에 도서  서비스 용의 유용성에 해 생

각해볼 수 있을 듯했다. 

도서 에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사서들은 공통으로 사

회  요인, 이용자 요인이 인지된 유용성을 통

해 제공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

는데,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에 한 사서

들의 인식, 이용자들의 인식이 서비스 제공에 

공통 으로 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의 이용자 인식과 

요구에 한 악을 통해 이용자 기반 콘텐츠

를 제공이 필요한데,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

스 제공에서도 극 인 이용자와의 계 맺기, 

이용자의 심을 끌기, 친근한 소통 공간으로

서 이용자의 참여 유도와 다양한 이벤트 마련

과 이용자 참여 형태의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

다(임정 , 2012; 노지윤, 노 희, 2020)는 선

행연구들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7. 결 론 

본 연구는 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팟캐

스트와 유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 한 인

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  서비

스 에서도 특히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에 

을 맞추어 사서들이 인식하는 조직  요인, 

사회  요인, 이용자 요인, 인지된 유용성, 인지

된 용이성, 그리고 제공 의도 간의 련성을 실

증 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서들의 서비스에 한 실

질 인 이해와 인식을 통해 많은 도서 이 팟캐

스트와 유튜  서비스의 제공  활용을 결정하

는 데도 다양한 시사 과 방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도서 이 새로운 기술

을 도입한 서비스의 활용을 장려하기 해서는 

기 에서 사서들에게 인력과 교육의 지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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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필요하며, 서비스를 담할 수 있는 문사

서의 양성이 요구될 것이다. 도서  팟캐스트

와 유튜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사서들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과의 소통과 력을 통해 미제공 기  사

서들의 제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한다. 

 도서 에서 팟캐스트와 유튜 를 활용한 

유용한 정보 제공의 노력이 이용자들에게 심

과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해 이용자 교육, 정기 인 검, 피드백, 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 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자 반응과 요구를 악해 추후 

어떤 콘텐츠로 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의 

표본 수가 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라는 측면

에서 다소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고 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다수의 

응답자의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

반화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 본 연구는 사서를 상으로 주요 

외부요인에서 사서가 인식하는 이용자 요구 등

에 해 조사하 다. 실질 인 이용자의 인식

과 요구 악을 해 이용자 상의 유튜 와 

팟캐스트에 한 기술수용 연구를 진행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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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도서  팟캐스트와 유튜  서비스 기술수용 요소 설문 문항 

요인 항목 요인 변수

조직  

요인

교육

지원

나는 도서 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에 한 교육이 실질 으로 사서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에서 제공하는 사서를 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교육이 효과 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에서 사서를 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교육을 지속 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력

지원

나는 도서 에서 사서를 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이 사서를 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이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에 한 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이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개발을 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에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한 사서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요인

사서

인식

사서들은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서들은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서들은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련 정보를 신속하게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서들은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을 홍보하는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사서들은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직무

특성

사서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서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서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서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자 

요인 

이용자 

인식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이용에 도움을 다고 생각한다.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로그램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자 

요구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에 한 요구가 있다.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통해 도서 추천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통해 도서  로그램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통해 도서  행사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도서 의 이용자들은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통해 도서 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

인지된 유용성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정보를 빠르게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콘텐츠를 알리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을 홍보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인지된 용이성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이용이 쉽고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근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콘텐츠 정보를 쉽게 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가 도서  이용․활용방법을 쉽게 달한다고 생각한다.

제공 의도

나는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있다.

나는 도서 에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 제공을 한 교육을 지원받을 의사가 있다.

나는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개인 으로 공부할 의사가 있다.

나는 도서 의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와 련이 있는 직무를 맡을 의사가 있다.

나는 도서  팟캐스트나 유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의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