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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도서  이용자의 도서  내부 공간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  이용률을 높이기 

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도서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와이 이 신호를 이용하여 도서  내부 공간에서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 다. 서울 소재 공공도서 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고 와이 이 수신기를 설치하 다.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서  이용률 향상을 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도서  공간 에서 한 공간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체 에서 27.17%로 나타났고 이들 에서 28.69%는 1층 

로비에서 도서반납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도서반납 편의성을 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 도서  문화 로그램과 서가 공간의 연계성이 낮다는 에서 도서를 연계한 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library visitors use spaces in the library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library use environments. Library use patterns were analyzed by tracking 

the users’ smartphone WiFi. A library located in Seoul, Korea was selected and detectors were installed 

in the library. The suggestions from the results analyzing data collected between September, 2016 

and December, 2016 were as followed. 27.17% of library visitors used a space in the library. Among 

them, 28.69% used the lobby to return their checked-out materials. Therefore, the library is 

recommended to install a device in the area in which users are easy to return their items. Additionally, 

since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program room and book shelves was low, those programs 

might be improved by providing library materials related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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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 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용자는 도서 에서 책을 빌려보고 필

요한 정보를 찾고 다양한 문화 로그램에 참여

하고 혹은 친구를 만나거나 회의에 참석한다. 도

서 이 가진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해결한다는 에서 도서 은 

이용자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문화 로그램은 그 주

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를, 그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로그램을 제공한다

는 에서 참여자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물

론 도서 에서의 출권수는 지속 으로 어

들고 있지만 체 출권수를 보면 그 양은 상

당하다는 에서 도서 은 이용자들이 지속

으로 찾는 문화기 이라 할 수 있다. 

도서 에 한 이러한 정 인 신호에도 불

구하고 도서 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사회  변화에 직면해 있다. 도서 에서 제공하

는 정보, 교육, 문화, 복지, 커뮤니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기   단

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공공의 역에서 자치센

터나 마을공동체센터 등이 역을 확장해가고 

있고 민간 역에서도 독서와 쓰기 등을 다루

면서 도서  서비스의 경쟁자로 자리매김을 하

고 있다. 한 최근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람

들의 정보이용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물리

인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사람들을 만난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

로 인해 면 서비스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 면 서비스에 한 선호와 노출 횟수 증가는 

도서 의 물리  공간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

비스에 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도서 은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 의 하나를 달성하기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데이터와 AI라는 새로운 정

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도서  이용자들은 어떤 목 으

로 도서 을 방문하게 되고 어떤 서비스를 이

용하는가? 언제 도서 을 방문하고 얼마나 머

무는가? 등 도서  이용자에 한 다양한 질문

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 에서 본 연구에서 다룰 질문은 

도서  이용자들은 도서 의 여러 공간을 어떻

게 이용하느냐이다. 지 까지 도서  공간은 건

축학 인 측면(고흥권, 임채진, 임호균, 2012; 

임호균, 2013)에서 주로 근했었다. 일부 연구자

들은 찰(Archibald & Given, 2010), 이용자들

의 다이어리(Bolger, Davis, & Rafaeli, 2003)를 

활용하여 도서  공간이용 행태를 분석하 다. 

이러한 방법은 이용자들로부터 이용의 목 이

나 구체 인 활동 등에 한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이용자들이 

연구 환경이나 조사자의 의도나 목  등에 의

해서 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이 제기된

다(McDonald, 2008; Mischel, 2013).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 와이 이나 블루투스 등의 무선신호를 이용

하여 이용자들의 치를 추 하는 기술을 용

하여 도서  이용자의 내 동선을 악하고자 

하 다. 이 방법은 도서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연구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에서 비 여

인 연구방법(unobtrusive method) 의 하나로 

앞서 지 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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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와이 이를 이용한 동선 연구는 이용

자의 도서  내 이용행태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서  이용률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

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2. 련 연구

도서  공간이용 행태에 한 연구는 문헌정

보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주요 심사는 아니었

다. 공간에 한 국내 연구를 정리한 박성재

(2019)의 연구는 공간연구 주제를 외부 환경 

변화, 공간규모, 이용행태로 나 었다. 외부 환

경 변화에 따른 도서  공간 변화로는 RFID 

등의 정보기술 변화(김극기, 2006), 사회  패

러다임의 변화(김정희, 2007; 최월순, 2015), 

정보 달매체 변화(김회정, 2006), 유비쿼터스 

환경(차미경, 2006; 한희정, 김용, 2010)에 따

른 공간 구성에 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공

간규모에 한 연구로는 도서 의 내부 공간에 

한 기 으로 어린이 도서  공간요소(강미희, 

홍 진, 2012), 자료열람실 공간기 (임호균, 

2013), 일반 인 소요공간 기 (고흥권, 임채진, 

임호균, 2012; 고재민, 조 양, 고흥권, 2015; 

김선애, 2008; 황용운, 2008) 등의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들 연구는 체 도서  면 에서 특

정 공간, 를 들면 어린이실 공간, 업무공간, 자

료실 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정한 규모를 제

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행태에 한 연구

는 도서  공간에서의 이용행태에 한 연구

(김은자, 남 낭, 2009), 어린이도서 에 한 

연구(신은주, 정 아, 황연숙, 2014), 국립디지털

도서  정보 장 이용행태(장윤 , 이지수, 이

혜 , 2014) 등의 연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심 주제인 도서 내 이

용자들의 동선을 연구한 학자는 많지 않다. 도

서  안에서의 이동을 연구한 표 인 학자 

의 한 명인 Mandel(2010)은 미국의 공공도

서  한 곳을 선정하고 도서 을 방문한 이용

자들의 동선을 찰하 다. 출입구에서 다음 

공간으로의 이동을 찰할 수 있는 2층에서 연

구자는 방문한 이용자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기

록하 다. 이를 통해 1층에서의 주 이동경로를 

찾았고 도서  안내  홍보를 한 방안을 제

안하 다. 

찰기법 의 다른 하나는 이용자들의 동선

을 추 하며 기록하는 도잉(shadowing)기

법이다. 이 기법은 이용자가 출입구로 들어온 순

간부터 이용자를 따라가면서 그 행동을 기록하

는 기법이다. van Beynen, Pettijohn, & Carrel 

(2009)은 도서 에 들어와서 가고자하는 공간

까지 추 하면서 시간과 장소, 행동을 기록하

다. 노르웨이 공공도서 에서도 유사한 로젝

트를 진행했는데 도서  이용자의 공간이동에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 인 행동을 

찰하 다(ABM-utvikling, 2008). 

이러한 찰기법은 도서  이용자들의 도서

 내부에서의 이용행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Linn(2013)은 찰기법에 한 최근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이들 기법들은 찰되지 않는 공간

에 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 을 지 했

다. 무엇보다도 찰한 결과로부터 공간이용의 

이유를 찾고자 한다는 에서 찰기법의 한계

을 지 했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도서  내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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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의 동선 정보는 도서  공간 배치와 공

간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요한 연구 주

제 의 하나이다. 한 이용자의 동선에 한 

공간 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간 인 요소에 

한 풍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행동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는데 최

근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

다. 실시간 치정보시스템(Real-Time Location 

Systems: RTLS)은 건물 내부에서 특정 신

호를 감지하여 그 이동을 추 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Huang, Gartner, Schmidt, & Li, 

2009; Silberer & Friedemann, 2011). Sorensen 

(2003)은 RFID 신호를 이용하여 형 마트 고

객의 동선은 물론 체류시간 정보를 획득하여 

매장 진열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도서  분야에서 박성재(2019)는 스

마트폰의 Wi-Fi 신호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동

선을 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도서  주요 

공간에 설치된 와이 이 신호 수신기와 이용자

의 스마트폰 와이 이 통신을 바탕으로 치정

보와 시간정보를 수집하 다. 본 연구는 박성

재(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하

여 추가 인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 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심으로 도서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하 다. 

∙연구문제 1. 도서  밖 유동인구 에서 도

서 을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연구문제 2. 도서  이용에 있어서 이용개

월수와 이용행태는 어떤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도서  내 한 공간만을 이용

하는 방문자는 어떤 공간이용행태를 보이

는가?

∙연구문제 4. 도서  층별 공간이용패턴은 

어떠한가?

3.2 데이터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언 했듯이, 무선신호 의 

하나인 와이 이 신호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동

선을 악하는 연구이다. 스마트폰 보 률뿐만 

아니라 와이 이의 가능 역이 늘어나고 사용

률도 높아졌다. 2015년 KT에 의해 조사된 와

이 이 사용범  조사결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48%는 와이 이를 항상 활성화 상태로 둔다고 

응답했고 43%는 공공장소나 와이 이 무료사

용 지역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이용자

들을 추 할 수는 없지만 략 50% 정도의 이

용자들의 이동을 추 할 수 있다는 에서 연구

문제 해결을 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

는 방법이 된다. 

와이 이 신호 수집을 한 연구 환경은 박성

재(2019)의 연구와 동일하다. 먼 , 서울 소재 

구립도서  에서 앙  역할을 하는 도서  

한 곳을 선정했다. 해당 도서 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 은 2,765㎡이다. 2016년 기  

장서수는 141,862권이고 출권수는 187,230권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와이 이 신호를 이용한 

이용자의 동선분석이라는 에서 와이 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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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도서  주요 공

간에 설치하 다. 총 30개의 수신기를 설치했

는데 층별로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

다. 지하 1층의 경우 규모 강당과 기타 리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규모 강당의 앞과 

뒤에 각각 1개씩 2개의 수신기를 설치했다. 1층

은 로비층으로 출반납을 담당하는 정보데스

크와 카페, 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로 구성되

어 있고 6개의 수신기를 설치하 다. 2층은 도

공방과 문화사랑방, 자정보열람실, 멀티문

화감상실이 치해 있고 5개의 수신기를 설치

하 다. 3층은 문화창작실, 강의실, 라운지, 서

가로 구성되어 있고 10개의 수신기를 설치하

다. 4층은 3층과 앙계단으로 연결된 서가 공

간으로 7개의 수신기를 설치하 다. 공간의 규

모와 가구배치를 고려하여 수신기의 수와 신호

반경을 조정하 다. 서가 공간의 경우 천장에 

설치된 수신기와의 와이 이 신호가 높은 서가

에 의해 간섭을 받는다는 에서 좀 더 많은 수

신기를 설치했고 서가공간에만 12개의 수신기

를 설치하 다. 본 연구는 이용자들의 도서  

이용동선 분석에 그 목 이 있다는 에서 도

서  내에서 직원공간에는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데이터의 수집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 다.

4. 공간이동 데이터의 분석

4.1 퍼  분석

도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에 도서 을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도서  앞

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서 도서  앞의 유동

인구를 측정했다. <그림 1>은 도서 을 이용하

는 이용자들의 행동을 단계별로 분석한 퍼  

분석의 결과이다. 퍼  분석은 고객 분석을 

한 마  기법의 하나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

용하는 과정을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고객이 

이탈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연구 상 

도서 에서 월별 도서  앞 유동인구는 9월에

는 703명, 12월에는 903명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났다. 유동인구 에서 도서 을 방

문하는 인구는 9월에 491명에서 10월 162명, 

11월 450명, 12월 379명으로 차 어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12월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면

서 도서 을 방문하는 사람의 수는 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  앞 유동인구는 증가하

는데 반해 도서  방문객 수는 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고 방문률 한 9월에 70.0%에서 

차 낮아져 12월에는 43.8%를 보 다. 

방문률과는 반 로 15분 이상 도서 에 머무

르는 체류율은 차 증가하고 있다. 체류자와 

방문자를 구분하는 기 으로 삼은 체류시간 15

분은 이용객수의 기울기를 이용하 다. 체

류시간 그룹을 1분, 3분, 5분 순으로 2분씩 증

가시키면서 이용객수를 측정하 고 그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되는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 의 차인 기울기의 변화

가 ‘0’이 되는 지 을 찾았고 최 이 15분에

서 나타났다. 따라서 방문자 에서 15분 이상 

도서 에 머무른 이용자를 체류자로 정의했다. 

월별 체류객 수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190명

로 나타났고 12월에는 169명으로 감소했다. 9

월에는 40.5% 던 체류율은 차 증가하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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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월별 일 평균 퍼  지표 

<그림 2> 체류시간 그룹에 따른 이용객 비  변화 

월에는 44.5%를 나타냈다. 이는 방문객 수가 

체류객 수보다 더 격하게 어들면서 체류율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12월로 가는 계  변화에서 도서  이용

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방문객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추 가 오면 사

람들은 추 에 노출되는 것을 이기 해서 

여러 목 지를 방문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Böcker, Uteng, Liu, & Dijst, 2019). 따

라서 도서 을 추 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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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유동인구가 집 되는 지역으로 도

서 의 기본 인 서비스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 을 방문한 사람들은 언제 도서 에 오

는가? 연구 상 도서 은 월요일과 공휴일에 

휴 을 한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요일별 

유동인구와 방문객 수를 조사한 결과, 유동인

구가 가장 많은 요일은 화요일로 908명이 도서

 앞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방문객 

수에 있어서도 화요일이 가장 많았는데 월요일

이 휴 일이라는 에서 방문객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과 유사한 

수 의 방문객 수를 보이는 요일은 요일로 

평균 465명의 이용자가 도서 을 방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방문객 수가 가장 은 요일은 일

요일로 평균 391명의 이용자가 도서 을 방문

하 다. 

평균 유동인구 비 평균 방문객 비율에서는 

토요일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요일

의 경우에도 59.0%로 토요일과 같이 높은 방문

객 비율을 보 다. 유동인구 비 방문객 비율

이 가장 낮은 요일은 화요일로 나타났는데 평

균 방문객 수는 많지만 유동인구가 많았다는 

에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도서  이용 황 분석

이용자들의 월별 이용과 련하여 월별 이용횟

수, 월별 평균이용일을 분석하 다. 이용개월수는 

체 도서  이용자 에서 연구 기간인 4개월 동

안 몇 개월을 이용했는지를 나타낸다. 즉, 이용자

가 9월 한달만 이용했다면 이용개월수는 1개월이 

되고 9월과 12월에 이용했다면 2개월이 된다. 9

월 한달 동안 여러 번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이용

개월수는 1개월에 해당한다. 이용개월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체 이용에서 1개월 이용자수가 

18,133명으로 월별 이용횟수는 19,261회로 나타

났다. 월별 평균이용일수는 1.06일로 도서 을 

략 한번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이

용한 이용자는 1,633명으로 한달에 평균 1.58일

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용자의 월 

평균이용일은 2.12일, 4개월 이용자의 월 평균 이

용일은 3.35일로 나타났다. 이용개월수가 증가할

수록 월 평균이용일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도서 을 매달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자

주 도서 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기

간이 4개월로 짧다는 에서 1개월 이용자를 1회 

방문자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 비율이 높다는 

에서 1회 방문을 다회 방문으로 변화시킬 수 있

는 서비스나 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요일 평균 유동인구(명) 평균 방문객(명) 유동인구 비 방문객 비율(%)

화요일 908 466 51.3

수요일 839 456 54.4

목요일 751 443 59.0

요일 864 465 53.9

토요일 751 444 59.1

일요일 709 391 55.2

<표 1> 요일별 유동인구와 방문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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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월수 이용자수(명) 월별 이용횟수 월별 평균이용일

1개월 18,133 19,261 1.06

2개월 1,633 5,148 1.58

3개월 881 5,616 2.12

4개월 710 9,516 3.35

총계 21,357 39,541 1.85

<표 2> 월별 이용 황 

4.3 한 공간 이용자 분석 

앞서 지 했던 도서 을 1회만 방문한 사람

들에 한 문제와 함께 도서 에서 한 공간만을 

방문하는 이용자에 한 분석을 진행했다. 체 

이용자 에서 한 공간만을 이용한 이용자수는 

18,006명으로 체의 27.17%에 해당했다. 이용

자 4명 의 한 명은 한 공간만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월별로 분석했을 때, 12월로 갈수

록 한 공간만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와 비율이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17%의 이

용자가 한 장소만 방문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용

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도서  각각의 

서비스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그 원

인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표 3>은 한 한 공간만을 이용하는 이용자

가 어느 공간을 이용하는지에 한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도서  공간 에서 출데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로비 공간이 1회 이용(28.69%)

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출데스크는 도

서의 출과 반납업무를 담당한다는 에서 도

서를 반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로비이용자들의 요일별 이용

황을 나타낸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화요일

(20.42%)과 수요일(20.89%)의 이용자들이 로

비만을 이용했다. 앞서 언 했듯이, 월요일 휴

으로 인한 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공간만 이용하는 이용자 에서 로비만을 이용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

체 이용자수 15,645 17,101 17,744 15,772 66,262 100.00%

이용자수

(한 공간만 이용)

3,327

21.27%

4,116

24.07%

5,146

29.00%

5,417

34.35%
18,006 27.17%

공간

로비 963 930 1,589 1,684 5,166 28.69%

서가 683 803 806 882 3,174 17.63%

로그램실 513 755 955 840 3,063 17.01%

어린이실 282 695 877 1165 3,019 16.77%

카페 489 492 398 287 1,666 9.25%

모자열람실 183 192 235 234 844 4.69%

자정보실 185 176 171 156 688 3.82%

라운지 29 73 115 169 386 2.14%

<표 3> 한 공간 이용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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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총이용자수 % 이용자수 %

화 13,244 20.00% 1,049 20.42%

수 10,937 16.52% 1,073 20.89%

목 10,444 15.77%  921 17.93%

10,582 15.98%  897 17.46%

토 11,127 16.80%  656 12.77%

일  9,888 14.93%  540 10.51%

<표 4> 요일별 로비 이용 황 

한 이용자의 비율을 통해, 이용자 100명 에서 

7.8명은 로비만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도서 반납을 해서 도서 을 이용한다

는 에서 다른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고민이 요구된다. 한 도서 반납의 편의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고민이 요구되

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도서  이용자들을 해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반납함을 마련하는 것도 

반납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서가(17.63%), 로그램실(17.01%), 

어린이실(16.77%)이 한 공간 이용자의 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이용자들 

한 다른 서비스로의 연결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도서 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로그램은 로그램 제공과 함께 련 도서를 

연결해 다는 에서 로그램 후 참가자들을 

도서  서가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4.4 층별 공간이용행태 분석 

도서 은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에서 

층별 이용행태를 분석했다. 각 층을 구성하는 

공간들 에서 어떤 공간이 첫 번째 방문지가 

되고 공간들의 동시 이용이 높은 공간은 어떤 

곳인지를 분석하 다. 

1층 공간은 로비와 카페, 어린이열람실, 모자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에서 로비 공

간은 56%의 이용자들이 가장 먼  찾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된 한 공간 이용자들

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로비라는 에서 

로비로의 최  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간간 이동에 있어서 로비에서 카페로 

혹은 카페에서 로비로의 이동이 1,350회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높은 공간 유율을 보이는 두 

공간 사이에서의 이동 패턴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카페 앞에 설치된 엘

리베이터의 이용이 동선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

된다. 1층에서 동시 이용이 높은 공간간 연계는 

로비에서 어린이열람실(754회), 로비에서 모자

열람실(673회)로 열람실과 로비의 연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카페와 이들 열람실과의 동시 

이용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1층 이용자 동선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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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용 공간 발생빈도 %

로비-카페 1,350  37.87%

로비-어린이열람실  754  21.15%

로비-모자열람실  673  18.88%

어린이열람실-모자열람실  433  12.15%

카페-어린이열람실  200   5.61%

카페-모자열람실  155   4.35%

체 3,565 100.00%

<표 5> 1층 공간의 동시이용 빈도 

연구 상 도서  2층은 자정보열람실, 문

화사랑방, 도 공방, 멀티문화감상실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 공간 에서 자정보열람실은 

이용자 에서 50%가 가장 먼  방문하는 장

소로 나타났다. 자정보열람실은 컴퓨터와 

련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 정보를 검색하는데 

활용된다. 다음으로 33%의 이용자들은 문화사

랑방을 최 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화사랑방은 다양한 문화 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로그램 참여자는 도서 내 다른 공

간을 방문하기 보다는 바로 문화사랑방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방의 경우도 문화 로

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라는 에서 참가자들

은 바로 해당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간들 간의 상호이용성에 한 분석결

과, 공간 간 이동 빈도가 다른 층의 결과와 다르

게 매우 낮게 나타났다. 2층에는 멀티문화감상

실이 치해 있는데 이 공간에서의 최  이용

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다른 공간과의 동시

이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멀티문화감상실

에 한 이용이 매우 낮다는 에서 공간 이용 

활성화를 한 방안 마련이나 공간을 다른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이 필

요한 상황으로 단된다. 

<그림 4> 2층 이용자 동선 패턴 

동시이용 공간 발생빈도 %

자정보열람실-문화사랑방  8  44.44%

자정보열람실-도 공방  6  33.33%

문화사랑방-도 공방  4  22.22%

체 18 100.00%

<표 6> 2층 공간의 동시이용 빈도 

3층은 문화창작실, 강의실, 라운지, 그리고 

서가로 구성되어 있다. 3층 공간에서 최 로 방

문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서가 공간으로 나타

났다. 서가 공간에는 6개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수신기에서의 최  방문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에서 3층에서의 주요 활동 

사항은 서가에서 도서를 찾는 행 일 것으로 

보인다. 공간 간 동시이용의 빈도에 있어서도 

서가들 간의 동시이용 빈도가 5,133회로 체 

활동의 92.9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가와 

라운지 간의 동시이용이 327회로 5.92%를 차

지했다. 문화창작실이나 강의실과 같이 로그

램이 진행되는 곳과 서가와의 동시이용은 각각 

37회, 9회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지

되었던 문화 로그램과 서가 활동 간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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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로그램의 기획을 제안한다. 

 

<그림 5> 3층 이용자 동선 패턴 

 

동시이용 공간 발생빈도 %

서가-서가 5,133  92.97%

서가-라운지  327   5.92%

서가-문화창작실   37   0.67%

문화창작실-라운지   12   0.22%

서가-강의실    9   0.16%

문화창작실-강의실    2   0.04%

강의실-라운지    1   0.02%

체 5,521 100.00%

<표 7> 3층 공간의 동시이용 빈도 

5. 논의  결론

‘도서  이용자들은 도서  내에서 어떤 이

동패턴을 그릴까?’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찰이나 도잉 등의 기

법이 가진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와이 이 

신호를 이용한 동선 추  연구를 진행했다. 스

마트폰의 기본 인 기능 의 하나인 와이 이

가 활성화된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도서  외부

에서부터 도서 으로의 유입, 도서  내에서의 

이동을 추 하 다. 

먼 , 마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퍼  

분석을 이용하여 유동인구 비 도서 을 방문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 도서  

밖 유동인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서 으로 

유입되는 방문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계  요인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해서는 연구

기간을 확장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방문

률에 있어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것과는 반

로 15분 이상 도서 에 머무르는 체류율에 있어

서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자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체류율이 증가한 

것은 방문자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자수 비 체류자수로 계산되는 체류율에

서 분모인 방문자수가 감소함으로써 소폭 상승

한 것이다. 이는 15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의 

방문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에서 일정 수

의 체류객들이 도서 을 지속 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도서  이용개월수에 따른 방문 빈도를 조사

한 결과, 도서 을 이용하는 개월수가 증가할

수록 월 평균 도서  방문 빈도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기간인 4개월 동안 방

문한 이용자는 월 평균 3.35회 방문한 반면, 1

개월 동안만 방문한 이용자는 월 평균 1.06회 

도서 을 방문했다. 비이용자를 이용자로 만드

는 것도 요하지만 이용자를 지속 으로 도서

으로 이끌고 이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작

업도 매우 요하다. 한번이라도 도서 을 방

문한 이 있는 이용자라면 다시 방문할 수 있

도록 서비스의 개선과 신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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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회 방문자와 함께 도서  내 다양

한 공간 에서 한 곳만을 방문하는 이용자에 

한 분석을 진행했다.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문화, 복지, 교육서비스는 독립 으

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제

공된다. 따라서 한 공간만 이용되기 보다는 여

러 공간이 동시에 이용될 것으로 기 되지만 

일부 이용자는 한 공간만 방문하고 도서  이

용을 마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한 공간 방

문 이용자  많은 이용자들이 로비에 마련된 

출반납데스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을 해서는 서가공간을 방문해야한다는 

에서 이들 이용자들은 반납만을 목 으로 도

서 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들이 반납이 목 이라면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시간을 이기 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 하고 있듯이, 사람

들은 한 가지 목 만을 가지고 외부 활동을 하

지는 않는다(Park, 2011). 그들은 다양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외부로 나가고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한 략을 사용한다. 도서 이 상

들이 있는 곳에 치(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2014)하거나 복합시설의 형태(고재민, 임호균, 

2012)로 다양한 공서와 함께 치하는 이유

는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도서  이용률을 높이기 함이다. 

물론, 로비공간을 이용하는 방문자들이 모두 

반납을 목 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층별 공간

이용도에 나타나듯이, 로비 방문자들은 동일 공

간의 카페나 어린이자료실, 모자열람실을 동시

에 이용한다는 에서 서비스의 연계와 공간의 

연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공간

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여주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것은 도서 의 이용을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이용으로의 

확장을 기 할 수 있다는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층별 공간에서의 이동 패턴 분석 결과, 도서

 공간은 독립 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동시 

이용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앞서 출 된 박성재(2019)의 연구 결과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2층과 3층의 동시이용 

비율은 60%, 2층과 4층의 동시이용 비율은 

35%, 3층과 4층의 동시이용 비율은 37%로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층별 연계성뿐만 아니라 

동일 층 내에서 공간 간 동시이용 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이용에 있

어서 문화 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과 서가 공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도서 에서 제공되는 문화 로그램이 

공서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로그램과 구

별되는 지 은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요 

정보원 의 하나인 도서를 이용하고 이를 연

계한다는 이다. 하지만 연구 상 도서 에서

는 이러한 연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에서 로그램에 한 평가와 개선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동선을 분석하기 해 사용된 데이

터는 2016년에 수집되었고 논문이 출 되는 시

과 차이가 있다는 에서 시의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

나 팬데믹으로 인한 도서 의 이용 행태에 변

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데이터

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유용한 이

유는 연구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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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의 도서 에 용이 가능하다는 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자원의 이용이 늘었

지만 물리 인 도서 을 방문하고 도서를 출

하고 로그램을 참여하는 방식은 변함없이 진

행되고 있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

는 충성고객 확보, 독서문화 로그램과 도서

 자원의 연계, 서비스 간의 연계 등이 재 

도서 에서 고려된다면 도서  이용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에서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6.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과제

스마트폰 와이 이를 이용하여 도서  이용

자의 동선을 분석한 본 연구는 새로운 정보통

신기술을 기존 연구주제와 목했다는 에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기간으로 삼은 4개월은 공공도서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는데 짧은 기간이다. 특히, 

한민국은 사계 이 뚜렷하고 도서  이용은 

계  향을 받는다는 에서 1년 동안의 데

이터 수집이 요구된다. 1년이 어렵다면 최소한 

6개월의 기간 동안 측정한다면 계  요인뿐

만 아니라 도서  이용집단 의 하나인 학생

들의 학기별 행동 패턴을 반 한 데이터 수집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수집에서 고

려해야 할 사항 의 다른 하나는 재방문 기간

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동안의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하고자 한

다면 1년 후로 2개월의 연구기간을 추가하여 

총 16개월의 기간을 연구기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선을 추 하기 해 사용된 스마

트폰 와이 이 신호를 이용한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련하여 법 인 사항을 반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와이 이 신호를 통해 스마트폰 

기기별 고유값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동선의 

추 과 재방문 여부를 확인한다는 에서 개인

정보의 식별 가능성을 완 히 배재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

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

와 용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카메

라의 성능이 개선되어 얼굴인식과 추 이 가능

해졌다. 이러한 신기술을 용하면 스마트폰 

기기의 고유값을 사용하지 않고 추 이 가능하

게 된다. 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연구의 최  

단  의 하나는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들의 

동선을 추 할 수 없다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한 와이 이 신호를 이용한다는 에

서 이용자가 스마트폰 와이 이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추 이 되지 않는다는 에서 동선 추

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폰에 의존하여 추 을 하기 보다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과 출과의 연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에서 

후속 연구는 이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다. 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별 연

계도서를 악하고 연계도서가 로그램 참여

자에 의해 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수

행된다면 도서  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

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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