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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259개 4년제 학도서  체를 상으로 화면담과 도서  웹사이트 조사를 통하여 

도서  웹진을 운 하고 있는 36개 학도서 의 웹진 발행 황과 웹진의 구성 즉, 카테고리  콘텐츠의 

내용을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도서 은 주로 온라인 웹 방식으로 웹진을 

운 하고 있다. 둘째, 학도서  웹진의 카테고리 구성은 도서  공지  소식, 학술 DB 활용, 신착도서, 

추천도서, 정보 활용, 서평, 도서  이용 Tip, 테마/특집, 서비스 정보, 퀴즈, 한마디(칼럼), 행사/이벤트의 

12가지로 압축된다. 셋째, 카테고리 에는 도서  공지  소식을 제공하는 도서 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비스 정보, 도서  이용 Tip, 테마/특집, 추천도서의 순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webzine publications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We assess the menu, composition and contents of various types of webzines 

at thirty six different Korean university libraries. Highlights of our survey include the following: 

1) Most university libraries operate several different webzine sites. 2) Categories included in 

library webzines mainly include ‘Notices’, ‘Academic Database Information’, ‘Current Books’, 

‘Recommended Reading’, ‘Utilization of Information’, ‘Book Review’, ‘Tips for Using the Library’, 

‘Special Issues’, ‘Service Information’, ‘Quiz’, ‘Column’, ‘Special Events’. 3) Of these, the most 

popular categories were: ‘Notices’, ‘Service Information’, ‘Tips for Using the Library’, ‘Special 

Issues’, and ‘Recommended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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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을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다. 그러나 어떠한 홍보방법도 속하게 변하는 

정보환경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게 보다 합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최

근에는 웹 2.0 기술의 특장 을 살린 소셜 소

트웨어, 키, 소셜 북마크, 블로그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도서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 

웹진 한 도서  홍보방법의 하나로서 각 을 

받고 있다. 도서  웹진은 웹을 통해서 잡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인쇄물로 발간되는 

도서  소식지의 웹 버  형태로 볼 수 있다(정

혜미 2009). 

도서  홍보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웹진이 

소기의 목 을 달성하고 보다 효과 으로 운

되기 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

되고 충실한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

나 실제로 웹진의 운 실태를 살펴보면, 도서

 웹진이 도서  홍보도구로서 그 역할을 충

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

는 웹진의 발행 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웹진

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카테고리  콘텐츠를 

비교․분석하여 보다 효과 인 학도서 의 

웹진 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

계 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의 목 을 달성

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  홍보를 한 제 수단 

에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웹진과 블

로그 등을 통한 도서  홍보에 한 선행연구

문헌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학도서 의 웹진 발행 황을 조사하기 하여, 

국에 있는 259개 4년제 학도서  체를 

상으로 웹사이트 검색과 화면담을 실시하

여 웹진의 발행실태를 정 히 분석한다. 셋째, 

2010년 7월 1일 재,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

개 학도서 을 상으로 웹진의 주요 카테고

리  콘텐츠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학도서

 웹진의 공통분모를 찾고, 나아가 향후 효과

인 학도서 의 웹진 모형을 제시하기 한 

객  근거를 마련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국내 학도서 의 웹진 발행실태

와 웹진의 콘텐츠 구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련된 선행연구를 

두개의 축으로 나 어 논의를 개한다. 하나

는 도서  웹진이 주로 도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을 고려하여, 도서  홍보에 

을 맞추고 웹진과 블로그를 통한 도서  홍

보에 한 연구를 살펴본다. 다른 하나는 도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분석한 주요 연구들을 

개 하고,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먼  도서  

홍보에 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종열(2001)은 서울 소재 9개의 4년제 

학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도서  인식수

을 조사 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과 인 홍보

방안을 제시하 다. 연구자의 분석 결과, 효과

인 홍보방안으로 도서  홈페이지의 활용, 

게시  안내  활용, 각종 인쇄물 활용, 자 에 

맞는 마  도입 등을 제안하 다. 

이만수(2007)는 서울 소재 공공도서 을 

상으로 공공도서  홍보에 한 이론  고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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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홍보 략 방안으로 ① 홍보 담부서의 

설치 ② 홍보 담사서의 배치 ③ 홍보 산의 

수립 ④ 지역사회단체를 활용한 홍보 ⑤ 지역

사회 언론매체의 활용 ⑥ 뉴스 터(소식지)의 

발간 ⑦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의 7가지를 제안

하 다. 

장은경(2010)은 학교도서 의 홍보 방식이 

학생들의 도서  이용에 미치는 향에 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커다란 향을 미치는 홍보

방식은 도서  활용수업 참여, 도서  소식지, 

이용교육 임을 밝혔다. 

정혜미(2009)는 서강 학교 로욜라도서 의 

사례를 심으로 웹진을 이용한 도서  홍보의 

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바람직한 웹진의 운

방향을 제시하 다. 연구 결과, 웹진의 개선

방안으로는 꾸 한 콘텐츠의 업데이트와 웹진 

홍보를 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 차별화된 콘

텐츠 개발, 웹진발행 이후 평가의 필요성을 제

기하 다. 

블로그에 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승혜(2005)는 학도서 에서 블로그

를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으며, 권태훈(2008)은 웹 2.0 기술을 활용한 

도서  블로그 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웹 2.0 

도구를 활용하여 학도서 에서 제공할 수 있

는 콘텐츠  서비스를 제안하 다. 한, 박희

언(2008)은 도서  블로그 서비스에 한 이용

자 만족도를 분석하여 도서  블로그가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 요인을 밝히고 나아가 도

서  블로그 운 의 기 을 제시하 다.

블로그에 한 외국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chter(2003)는 로셔, 패스

인더, 뉴스 터와 같은 통 인 도서  홍보

방식 외에도 도서  사서들은 도서  홍보 수

단의 하나로 블로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Clyde(2004)는 도서 은 이용자와의 의

사소통과 서비스 마   리를 하여 블

로그를 활용할 수 있으며, 블로그가 정보원으

로서도 효과 이어서 도서  서비스를 향상시

킬 수 있다고 하 다. 한, Stover(2006)는 도

서  블로그가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블로그의 홍보를 한 

마 의 요성을 지 하 다. 

다음은 도서  웹사이트의 콘텐츠 분석과 

련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로

사 등(2006)은 31개의 어린이도서  웹사이트

를 비교분석하 으며, 남  등(2010)은 21개

의 법학 문도서  웹사이트의 콘텐츠 분석을 

통하여 법학 문도서 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콘텐츠 구성 요소를 ① 도서  안내 ② 자료검

색 ③ 자정보검색 ④ 법학 련 참고정보원 

⑤ 도서  서비스 ⑥ 나만의 도서  ⑦ 게시

의 7가지 항목으로 제안하 다. 

3. 학도서 의 웹진 발행 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에 있는 259

개 4년제 학도서  체를 상으로 수 조

사한 결과, 2010년 7월 1일 재, 웹진을 발행하

고 있는 도서 은 총 36개(13.9%) 기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라 지

역이 체 33개의 도서  가운데서 7개(21.2%)

의 도서 이 웹진을 발행하고 있어 발행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 지역으로 체 64개

의 도서  가운데서 13개(20.3%)의 도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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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강원 지역이 체 

11개의 도서  가운데서 2개(18.2%)의 도서

이, 그리고 경상 지역이 체 54개의 도서  가

운데서 7개(13.0%)의 도서 이 웹진을 발행하

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반면에 경기 지역은 

체 47개의 도서  가운데서 단 4개(8.5%)의 

도서 만이 웹진을 발행하고 있어 웹진의 발행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 웹진의 발행 황을 

운 주체별로 살펴보면, 사립 학교 도서 은 

체 201개의 도서  가운데서 29개(14.4%)의 

기 이 웹진을 발행하고 있었고, 국공립 학교 

도서 은 체 58개의 도서  가운데서 단 7개

(12.1%)의 기 만이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사립 학교 도서 이 국공립 학

교 도서  보다 웹진의 발행비율이 높은 것으

로 밝 졌다. 

구분 도서  수* 웹진 발행 도서  수(백분율) 도서  

서울 

국공립 9 0(0.0%)

사립 55 13(23.6%)

가톨릭 학교 성신교정

가톨릭 학교 성의교정

건국 학교 상허기념도서

경희 학교 도서

국민 학교 성곡도서

동덕여자 학교 앙도서

상명 학교 앙도서  

서강 학교 로욜라도서  

성균 학교 학술정보  

숙명여자 학교 도서

이화여자 학교 도서  

한국 술종합학교 도서

한성 학교 학술정보  

계 64 13(20.3%)

경기

국공립 4 0(0.0%)

사립 43 4(9.3%)

경기 학교 도서

인하 학교 정석학술정보

한양 학교 안산학술정보

성 학교 학술정보

계 47 4(8.5%)

강원

국공립 4 1(25.0%) 강원 학교 앙도서

사립 7 1(14.3%) 한림 학교 일송기념도서

계 11 2(18.2%)

충청

국공립 15 2(13.3%)
충북 학교 도서

한국교원 학교 도서

사립 35 1(2.9%) 한남 학교 학술정보

계 50 3(6.0%)

<표 1> 학도서 의 웹진 발행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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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도서 의 웹진 발행실태 분석

4.1 발행실태 분석 

학도서 별로 웹진의 발행실태를 정리하

면 <표 2>와 같다.

4.1.1 명칭

2010년 7월 1일 재,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개 학도서 의 웹진 명칭을 살펴보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도서  웹진의 명칭으로 ‘웹진’을 사용하는 

기 과 ‘소식지’를 사용하는 기 이 공히 14개

(38.9%) 기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뉴스

터’를 사용하는 기 이 6개(16.7%) 기 이

었다. 성균 학교 학술정보 의 ‘도서 을 만

나다’, 조선 학교 앙도서 의 ‘책두드림’처

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도서 도 있었다. 

4.1.2 발행 형태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개 학도서 의 웹

진 발행형태를 살펴보면 <표 2>,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만 발

행하고 있는 도서 이 29개(80.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온라인’과 ‘오 라인’을 병

행하여 발행하는 기 이 7개(19.4%) 기 인 것

으로 밝 졌다. 따라서 국내 부분 학도서

은 주로 ‘온라인’ 형태로 웹진을 발행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도서  수* 웹진 발행 도서  수(백분율) 도서  

라

국공립 10 3(30.0%)

주과학기술원 도서

군산 학교 앙도서

북 학교 앙도서

사립 23 4(17.4%)

우석 학교 앙도서

원 학교 앙도서

조선 학교 앙도서  

호원 학교 앙도서  

계 33 7(21.2%)

경상

국공립 16 1(6.3%) 부산 학교 도서

사립 38 6(15.8%)

계명 학교 동산도서

동서 학교 앙도서

동의 학교 앙도서

부경 학교 도서

남 학교 앙도서  

인제 학교 백인제기념도서

계 54 7(13.0%)

국공립 58 7(12.1%)

사립 201 29(14.4%)

계 259 36(13.9%)

* 한국도서 회. 2009. ꡔ한국도서 연감ꡕ. 서울: 한국도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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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명칭 발행형태 최  발행 시기 발행주기 최신호 발행방식

가톨릭 학교 성신교정 도서  웹진 온라인 2003.6 부정기
10호

(2010.6.1)
웹

가톨릭 학교 성의교정 성의교정 도서  웹진 온라인 2008.8 1회만 발행 - 웹

강원 학교 앙도서 강원  도서 소식지 온라인 2006.1 부정기
17호

(2009 여름)
웹

건국 학교 
상허기념도서

건국 학교 
도서  자소식지

온라인 2004.4
부정기

(연 3~4회)
17호

(2009 여름)
웹

경기 학교 도서  
경기 학교 

도서  소식지 
온라인 2006.4 월간

4호
(2009.9.14)

PDF

경희 학교 도서  Library Newsletter
온라인+
오 라인

1999.5
부정기

(연 7~8회)
84호

(2010.6) 
웹

계명 학교 동산도서 동산도서  웹진 온라인
2호 기재
(2006.4)

부정기
(연 7~8회)

2010.4 티스토리

주과학기술원 도서
주과학기술원 

도서  Webzine
온라인 2005.3.3 12회

90호
(2010.7)

웹

국민 학교 성곡도서 도서  소식지 온라인 2005.4 12회
43호

(2010.6)
웹

군산 학교 앙도서 뉴스 터 온라인 2003.1
부정기 

(연 2~4회)
21호

(2010.5)
게시

동덕여자 학교 
앙도서

춘강학술정보  
e웹진

온라인 2007. 4회 2010. 웹

동서 학교 앙도서 도서  소식 온라인 2001.9
부정기

(연 1~2회)
17호

(2010.6)
PDF

동의 학교 앙도서
동의 학교 

앙도서  소식지 
온라인 2004.5 부정기

29호 
(2010.4)

웹

부경 학교 도서 도서  웹진 온라인 2010.6 미정
1호

(2010.6)
티스토리

부산 학교 도서 도서  소식지 온라인 2006.6
부정기

(연 2~3회)
16호

(2009.9)
웹

(티스토리)

상명 학교 앙도서
상명 학교 

앙도서  소식지
온라인 2007.3.1 4회

14호
(2010.6.1)

웹

서강 학교 
로욜라도서  

로욜라도서  웹진 온라인 2008.6.28 부정기
8호

(2010.3)
티스토리

성균 학교 
학술정보  

도서 을 만나다
온라인+
오 라인

1997.2.20 연 2회
23호

(2009.10.30)
PDF

숙명여자 학교 도서 Library Newsletter 온라인 2006.11
부정기

(연 8~12회)
44호

(2010.3.3)
웹

남 학교 앙도서 도서  소식지
온라인+
오 라인

1994.1 연간
27호

(2010.4)
PDF

우석 학교 앙도서 도서  소식지 미상 미상 미상 미상 게시

원 학교 앙도서 도서  소식지 온라인 2005.4 호수만 기재 2007.3 게시

이화여자 학교 도서  
이화여자 학교 
도서  소식지

온라인+
오 라인

2003.10
부정기

(연 2~16회)
2010.5 웹

인제 학교 
백인제기념도서  

Webzine: LIBRO 온라인 2004.10.6 10회 27호 (2010.5) 티스토리

<표 2> 학도서 의 웹진 발행실태
(2010년 7월 1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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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명칭 도서  수(개) 백분율(%)

1 웹진 14 38.9

2 소식지 14 38.9

3 뉴스 터 6 16.7

4 기타 2 5.5

<표 3> 학도서 의 웹진 명칭

순  발행 형태 도서  수(개) 백분율(%)

1 온라인 29 80.6

2 온라인+오 라인 7 19.4

<표 4> 학도서 의 웹진 발행형태

4.1.3 최  발행 시기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개 학도서 의 웹

진 최  발행 시기는 <표 2>,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36개 기  가운데서 

단 3개(8.3%) 기 만이 ‘2000년’ 이 부터 웹진

을 발행한 것으로 밝 졌으며, 29개(80.6%)기

은 ‘2000년’ 이후부터 웹진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

년부터 웹진을 발행한 기 이 6개(16.7%) 기 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03년’의 5개(13.9%) 

기 ,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8년’에는 각

각 4개(11.1%) 기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서  명칭 발행형태 최  발행 시기 발행주기 최신호 발행방식

인하 학교 

정석학술정보

정석학술

정보  Webzine
온라인 2003.1 4회

29호

(2010.5)
웹

북 학교 앙도서 도서  웹진 온라인 2005 추정 6회
19호

(2010.6)
티스토리

조선 학교 앙도서 책두드림
온라인+

오 라인
2010.3 미상

1호

(2010.3)
PDF

충북 학교 도서 도서  웹진 온라인 미상 미상 2009.7 추정 웹

한국교원 학교 도서 Library Newslette 온라인 미상 미상 2009.10 추정 웹

한국 술종합학교 

도서
술정보  뉴스 터 온라인 2008.6.1 월간

34호

(2010.6)
웹

한남 학교 학술정보 Web Magazine 온라인 2010.3 미상
여름호

(2010.5)
웹

한림 학교 

일송기념도서

일송기념

도서  소식

온라인+

오 라인
2003.11 부정기(1/2회)

10호

(2009.12)
PDF 

한성 학교 학술정보  Webzine 온라인 2006.1 5회 2006.8 웹

한양 학교 

안산학술정보
Library Newsletter

온라인+

오 라인
2008.1

부정기 

(5회/2회)

8호

(2009.5)
네이버카페 

성 학교 학술정보 학술정보  e웹진 온라인 미상 미상 미상 웹

호원 학교 앙도서  도서  소식 온라인 2004.3
부정기

(연 1-2회)

5호

(2007.3)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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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인 ‘2010년’에 웹진을 발행한 기 도 3개

(8.3%) 기 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부분의 

학도서 은 웹진을 2000년 이후부터 발행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1.4 발행 주기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개 학도서 의 웹

진 발행주기를 살펴보면 <표 2>,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기 ’으로 발

행하고 있는 기 이 체 36개 기  가운데서 

15개(41.7%) 기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정기 으로 ‘년 7회 이상’ 발행하고 있는 기

이 5개(13.9%) 기 , 정기 으로 ‘년 3~4회’

와 ‘년 1~2회’ 발행하고 있는 기 이 각각 3개

(8.3%) 기 인 것으로 밝 졌다.

4.1.5 발행 방식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개 학도서 의 웹

진 발행방식을 살펴보면 <표 2>,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웹 방식’으로 발행

하고 있는 기 이 체 36개 기  가운데서 20

개(55.6%) 기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블로그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는 기 이 6개

(16.7%) 기 , ‘PDF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는 

순 최  발행 시기 도서  수(개) 백분율(%)

1 2000년  이

1994 1

3

2.8

8.31997 1 2.8

1999 1 2.8

2 2000년  이후

2001 1

29

2.8

80.6

2003 5 13.9

2004 4 11.1

2005 4 11.1

2006 6 16.7

2007 2 5.6

2008 4 11.1

2010 3 8.3

3 미상 4 4 11.1 11.1

<표 5> 학도서 의 웹진 최  발행 시기

순 발행주기(년) 도서  수(개) 백분율(%)

1 1~2회 3 8.3

2 3~4회 3 8.3

3 5~6회 2 5.6

4 7회 이상 5 13.9

5 부정기 15 41.7

6 미상 8 22.2

<표 6> 학도서 의 웹진 발행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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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발행방식 도서  수(개) 백분율(%)

1 웹 20 55.6

2 블로그(티스토리/카페) 6 16.7

3 PDF 6 16.9

4 게시 4 11.1

<표 7> 학도서 의 웹진 발행방식

기 이 6개(16.7%) 기 , ‘게시  방식’으로 발

행하고 있는 기 이 4개(11.1%) 기 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부분의 학도서

은 웹 방식으로 웹진을 발행하고 있지만, 최

근에는 블로그 방식을 도입하는 기 이 증가하

는 추세인 것으로 밝 졌다.

4.2 콘텐츠 분석

4.2.1 카테고리 

2010년 7월 1일 재,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개 학도서 의 웹진 카테고리 구성을 살펴

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역별로 도서  웹진의 발행실 이 우수한 

도서 을 한 곳씩 선정하여 이들 학의 웹진 

카테고리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지역의 이화여자 학교 도서 의 

웹진 카테고리는 ① 알려 드립니다 ② 새로 들어

온 자료 ③ Color In 커버스토리 ④ 상식의 여왕 

⑤ 도서  들여다보기 ⑥ 퀴즈! 한번 맞춰볼까

요? 의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경기 지역의 

인하 학교 정석학술정보 의 웹진 카테고리는 

① 특집 ② 뉴스 ③ 즐거운 문화 ④ 정석DB 

둘러보기 ⑤ 사서추천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강원 지역의 강원 학교 앙도서 의 웹

진 카테고리는 ① 포커스 ② 도서  길라잡이 

③ 도서  밖 도서 계 ④ 화제의 책 ⑤ 새 소식 

⑥ 기사검색의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충청 

지역의 한남 학교 도서 의 웹진의 카테고리는 

① 학술정보  News ② Best of Best ③ 테마 

& 소장 자료 ④ 학술정보  이용 Tip ⑤ 학술

DB 이용 Tip 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라 지역의 북 학교 도서 의 웹진 카테고

리는 ① 도서  소식 ② Tip & Tech ③ 통계 

④ 정보 & 뉴스 ⑤ Photo in 도서  ⑥ Event 

and Etc ⑦ 추천 자료의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경상 지역의 계명 학교 동산도서 의 

웹진 카테고리는 ① 도서  소식 ② Library & 

People ③ 정보 ④ 서비스 ⑤ 교육의 5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4.2.2 콘텐츠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개 학도서 의 웹

진 콘텐츠 구성을 살펴보면 <표 8>, <표 9>와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웹진의 일차  

메뉴인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콘텐츠를 지역별

로 도서  웹진의 발행실 이 우수한 도서 을 

한 곳씩 선정하여 이들 학의 웹진 최신호를 

상으로 콘텐츠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지역의 이화여자 학교 도서 의 

웹진 콘텐츠는 ① 도서  보물찾기 ② 오감만

족(五感滿足: 랑)/색을 테마로 하여 연 된 

책 다섯 편에 한 소개 ③ 경제, 환경, 자기개

발/경제 련 자료들/환경 련 자료들/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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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자료들/자기 리 련 자료들 ④ 도서자동

반납기로 반납한 책은 어떻게 처리될까? ⑤ 소

식지 내용에 련된 퀴즈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경기 지역의 인하 학교 정석학술정보

의 웹진 콘텐츠는 ① 2010년 일반열람실 복도 

학습 환경 체험수기 우수작 ② 2010학년도 ‘조용

한 도서  만들기’ 캠페인  이벤트 진행 ③ 인천 

차이나타운/재학생들의 여행지 소개 ④ Nature 

News’/학술DB 련 실용 로그램 소개  이

용방법 ⑤ 작가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강원 지역의 강원 학교 앙도서 의 

웹진 콘텐츠는 ① 개 을 앞둔 법학 문도서  

개황/본교 련 이슈 소식 ② 도서  자자료 

교외 속 서비스/도서  이용정보 ③ 세계의 

표 도서  엿보기/  세계 도서 에 한 소

개 ④ 이 시 의 리더들이 읽는 책/주제별 테마

도서 소개 ⑤ 앙도서  소식(춘천/삼척캠퍼

스 도서  하계 워크  개최) ⑥ 강원 학교 도

서 소식지 기사검색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충청 지역의 한남 학교 도서 의 웹

진 콘텐츠는 ① 학술정보  교양잡지 코  소개

/MetaLib/SFX 도입 정 ② 신착 DVD 소개/

최다 이용 DVD 목록 ③ 매니페스토 운동, 테마

련 소장자료 리스트 ④ 자동무인 출기 이용

방법 안내 ⑤ Scopus 이용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라 지역의 북 학교 도서 의 웹

진 콘텐츠는 ① 도서  연장개방 시행 안내/농축

산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선정/유비쿼터스 

기반의 u-Library 서비스 정보기술 특강 ② 북

학교 사이버학습  제공과목 안내/희망도서

를 빨리 보는 방법/Impact Factor 검색과 활용 

③ 도서  인기 출 도서/도서  도서 출 순 /

도서  이용 BEST, Thomson Reuters 온라인 

이용자교육 안내/학술정보이용 추가교육 안내 

④ 4월의 법학 분 / 앙도서   ⑤ YBM 

사이버어학원 우수이용자 시상/다독상  자

책 다독상 시상식/국내 자책 다독상 수상자 명

단 ⑥ 추천자료 정보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경상 지역의 계명 학교 동산도서

의 웹진 콘텐츠는 ① 우리 학 2010년 도서  

상호 차 평가/달성군과 도서 이용 교류 약 

체결 ② Prof. Dr. Henning Wallentowitz ③ 무

료공개 강의서비스 안내 ④ 문화 장/ 련 도서

선정  안내 ⑤ 장을 가다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  카테고리 콘텐츠 

가톨릭 학교 

성신교정

특집기사 - E-Book, E-Learning 활용하기 

신착자료 - 신착자료 리스트 

우리들만의 베스트셀러 - 신학서  가운데 베스트셀러 제공 

알짜정보 - 해외 학술지 논문 무료복사 제공 서비스 활용하기 

가톨릭 학교 

성의교정

Access DB - Access The Cochrane Library

추천도서
- 음의 탄생 
- 행복한 사람 

정보 활용 - Google Scholar와 SFX 서비스 연계 안내

도서  소식 
- 상 자료실 설치 완료  화 DVD 자료 구비
- 2학기 교재도서 신청 수

<표 8> 학도서 의 웹진 카테고리  콘텐츠 구성
(2010년 7월 1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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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교 

앙도서

포커스
- 개 을 앞둔 법학 문도서  개황
- 본교 련 이슈 소식

도서  길라잡이
- 도서  자자료 교외 속 서비스
- 도서  이용 정보

도서  밖 도서 계
- 세계의 표 도서  엿보기: 제5편 “ 랑스 국립 도서 ”
-  세계 도서 에 한 소개

화제의 책
- 이 시 의 리더들이 읽는 책: 노무   통령 애독서
- 주제별 테마도서 소개

새소식 - 앙도서  소식(춘천/삼척캠퍼스 도서  하계 워크  개최)

기사검색 - 강원 학교 도서 소식지 기사검색 서비스

건국 학교 

상허기념도서

공지 2007년 상허기념도서  문화행사 시상식 안내 

신착도서 60 trend 60 chance 

추천도서 Oregon trail

경기 학교 

도서  

도서 새소식

- 모바일 캠퍼스 오  
- 도서  블로그 오
- 앙도서  출입통제기 외부출입 기시간 변경
- 소식지 개편 

도서 이용 황 - 베스트이용자료

이달의 이슈 컬 션
- 우주선, 우주탐사
- 도서  소장자료 리스트 

추천! 학술정보
- 모니터 속의 내 서재, 자책
- 소개  이용방법

이달의 테마읽기
- 남자, 여자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다. 나는 식남이다 
- 테마읽기에서 소개한 책을 만나보세요

이달의 추천도서 - 추천하는 책 소개

사서칼럼
-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 경기 학교 도서  사서의 칼럼 기재

경희 학교 

도서  

정보검색Tip - 2010년 상반기 앙도서  출도서 순  

e새로운 서비스
- 유용한 DB서비스: 스탠포드 경 학 VOD, KRpia(한국학데이타베이
스), 데이터 러스, 리얼세미나 래태 커 온라인 

e도서  백배 활용하기

- 출하고 싶은 도서  과제도서인데 왜 출이 안되나요?
- 의학도서 에 의도교양이라 표시된 도서가 궁 합니다 
- 자료를 출하려 하는데 의학도서  는 의료원도서실이라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한의학도서 에서 출을 하려는데 출권수 과로 나옵니다. 왜 
그런거죠? 

- 보고 싶은 신문이 있는데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도서 에 왔는데 문을 닫아 반납을 못했습니다. 반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학술DB이용법 - 외부 속 

e도서 소식

- 제32회 독서토론회 개최
- 서울․국제캠퍼스 합동연수 
- 야생식물 사진  개최 
- 앙도서  련 사진공모  

e한마디
- 조선 정조의 이상의 토  규장각-한의  부 민 교수 
- 에피 니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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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 학교 

동산도서

도서  소식
- 우리 학 2010년 도서  상호 차 평가 국 6

- 달성군과 도서 이용 교류 약 체결 

Library & People - Prof. Dr. Henning Wallentowitz(Dean of GSIVT Keimyung Univ.)

정보 - 무료공개 강의서비스 안내 

서비스
- 문화 장: 다 같이 동네 한바퀴 

- 련 도서 선정  안내 

교육 - 장을 가다: 도서 은 지  간고사 ?

주과학기술원 

도서

새소식
- 교과부  주과기원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개교 15년만에 로벌 인재들이 거쳐가는 학 

칼럼 - [GIST 칼럼] 정보통신학과 성찬 교수 

열린마당 - [웰빙 키워드] 참숯 

신착자료 - 신착자료: Biophysics 련도서 소개 

주제별 자료안내 - Biophysics와 련된 학술지 선별 소개 

국민 학교 

성곡도서

알려드립니다
- 기말고사 시험기간  열람실 좌석배정시스템 기본 이용시간 변경

- 출도서 연체자 제재 변경 안내 

이달의 작가 - 화: 작가 소개  서 소개

테마 Review
- 돈 리, 시작해 볼까?

테마별 서  소개 

새로 들어온 책 각 도서실 별 신간도서 목록

도서  HOT5! 베스트셀러 소장정보 소개( 풍문고 베스트셀러 순  기 )

도서  이용 Tip

도서 상호 차 이용안내 
- 도서 상호 차란 무엇인가요?
- 모든 도서 에서 도서 상호 차가 가능한가요?
- 도서 상호 차의 출책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도서 상호 차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DB 이용 Tip ASTM Digital Library DB 서비스 

소식지 Quiz 본 호의 소식지 내용  문제 선정

군산 학교 

앙도서

도서  최근소식

- RFID 시스템 구축

- 학과 담서비스 실시

- 도서 약 시스템 운  

- 화상  안내 

- 도서  운 원회 개최 

유용한 학술정보 이용안내 
- YBM 사이버 어학원

- 2010년도 해외논문구매 행(E-DDS) 비용지원 서비스 실시 

동덕여자 학교 

앙도서

e새로운 서비스 학술정보  동 상이용교육 로그램 제작

e도서  백배 활용하기 네이버에서 학술정보  자정보 검색하기

e학술DB활용하기
- 경  경제 문 학술DB BSP(Business Source Premier)

- RefWorks 웹 기반 서지정보/연구정보 리 도구

e도서  소식

- 2009년 2학기 석박사 학 논문 원문구축 완료

- 2010년 1학기 근로학생 오리엔테이션

- 방학  연속간행물 제   폐기 작업

e한마디 - 도서 을 표 하는 한마디의 변화

동서 학교 

앙도서

헤드라인 뉴스 - 갤러리가 있는 도서  

지역인사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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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학교 

앙도서

새소식
- 도서  동정(각종 이용자교육 실시)
- 앙도서  부분 리모델링 공사 안내

서비스 정보
- 신간DVD
- 2010년 앙도서  구독 자정보(DB)
- 2010년 1학기 도서   학술정보 이용교육

알면 편리해요
- Refworks 동 상 이용자 매뉴얼 Open
- 2009학년도 최다 출 순 (도서/비도서/eBook) 

부경 학교 

도서

도서  소식 - 부경 학교 도서  웹진

신간자료 소개 - 신간DVD 소개/신간도서 소개 

도서  서비스 안내 
- 우선정리 츨 
- 신청한 희망도서를 빨리 보고 싶어요 

통계로 알아보는 도서 - 부경인의 BEST 도서 20!

테마별 도서 추천 - 테마별 권장도서 

문학기행 - 김유정 

부산 학교 

도서

사진으로 보는 도서  발자취

새소식 - 2009년 9월 새소식

자자료 학교 밖에서 이용하기 - 교외 속 이용방법 

한국사를 바꾼 여인들 
- 상처입은 황 선덕여왕
- 고려를 뒤흔든 팜므 탈 천추태후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이용하기

-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속하기
- 옥스퍼드 어사  이용하기 

SCI 논문 통계분석 - ‘2009년 SCI  등재논문’ 통계분석 

상명 학교 

앙도서

도서  캘린더 - 도서  일정 공지

새소식
- 자료실 환경개선
- 찾지 못한 자료 신고 

새로 들어온 책 - 상식 괴자, 공통도시, 역사가의 시간

핫이슈 - 베스트셀러 코  신설

학술정보TIP - 디딤돌 아카데미 IT강좌

도서 행사 
- 한국  모티 로 보는 이미지  
- 도서 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서강 학교 

로욜라도서  

로욜라 소식 - 2009-2010 국내문학상 수상작 리스트 

도서  밖에서는 - 2009 서울 북페스티발 

자유롭게 - 문학상 소개: 국내문학상 리스트 소개 

지난 웹진 - 지난 웹진 링크 

성균 학교 

학술정보  

특집

- ‘五車書운동’ 살피기 
- 오거서 운동기획 배경  향후 망
- ‘부모님 편지가 담긴 한권의 책’ 사진으로 보기
- 교수가 바라는 오거서 운동
- 학생이 바라는 오거서 운동 

회고 - 도서  등록자료 1만번 단  실무 구경

논단
- 교사자료 수집 실태와 향후 계획
- RFID 시스템 도입 후 도서 의 변화

주요 소식 해설 

- 앙학술정보  이용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 삼성학술정보  방문객들과의 화: 방문 황, 알리미(가이드북)의 애
환, 기쁨 등

- 존경각의 역할 변화 

사서 사랑방
- 주제사서가 무슨일 하는지 궁 하셨습니까?
- Library Day for Int' Studend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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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 학교 
도서

공지사항

- 2010년 학기  도서  이용시간 안내
- 신입생과 함께하는 도서 +새출발
- 도서  홈페이지 개편 
- E-Learning 6개 역 1,411종 구입  서비스 제공
- 국내외 E-book 2,659종/Audio Book 164종 구입  서비스 제공
- 2010년 KERIS 해외논문 구매 행 비용지원 서비스 실시
- 2009년 최다 출도서 리스트 

신착도서 - 신착도서 안내 

지식 공유마당 

- 서비스 공지  정보 제공 
- 화와 감성리더
- 한국시와 감성리더
- 시와 함께하는 월요일 

남 학교 
앙도서  

Y형 인재육성을 한 
천마 독서장학  안내

도서  학술DB 이용안내 

- 신규도입 데이터베이스 소개
- Refworks -웹기반 참고문헌 리서비스
- 미국 법률DB HeinOnline 이용안내
- 로앤비 일한 번역 툴바

서평 - 공무도하: 사랑아, 강을 건 지 마라 

DVD 리뷰 -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화

내소식

업무실  

우석 학교 
앙도서

공지 - 제46회 도서  주간 다독자 시상 

원 학교 
앙도서

공지사항
- 도서반납 연체자 해제
- 자책 다독자 행사
- 해외 e-Book 무료출력하세요

Trial 서비스 - STAT!Ref와 Anatomy.tv Trial 서비스 

이화여자 학교 
도서  

알려드립니다 - 도서  보물찾기 

 새로 들어온 자료

Color In 커버스토리
- 오감만족(五感滿足: 랑) 
- 첫 회. 색을 테마로 하여 연 된 책 다섯 편에 한 소개 

상식의 여왕
- 경제, 환경, 자기개발/경제 련 자료들/환경 련 자료들/취업 련 
자료들/자기 리 련 자료들 

- 각 호마다 하나의 주제 선정  련 자료 소개․링크

도서  들여다보기 - 도서자동반납기로 반납한 책은 어떻게 처리될까?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 소식지 내 내용에 련된 퀴즈

인제 학교 
백인제기념도서

알리미 - 6월 월드컵 이벤트

부커스
- 샘에게 보내는 편지
- 오래된 일기

도서 의 재발견
- 도서 에서 즐기는 남아공 월드컵
- 나는 도서 에서 문화를 즐긴다!

Book & Cinema - 5월 추천신간

여유 ----otium
- 시험 필살기
- 나만의 도서  활용법

아름다운 도서  기행
- 도서  어디까지 가봤니? : 남아 리카공화국 국립도서
- 일본의 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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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카테고리 콘텐츠 

인하 학교 
정석학술정보

특집 - 2010년 일반열람실 복도 학습환경 체험수기 우수작 

뉴스 - 2010학년도 ‘조용한 도서  만들기’ 캠페인  이벤트 진행 

즐거운 문화
- ‘인천 차이나 타운’
- 재학생들의 여행지 소개  기재

정석DB 둘러보기
- ‘Nature News’
- 학술DB 련 실용 로그램 소개  이용방법 기재

사서추천
- ‘작가편-법정스님’
- 사서가 작가 한 명을 선정하여 작가소개  서 소개

북 학교 
앙도서

도서  소식
- 도서  연장개방 시행 안내 
- 농축산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선정
- 유비쿼터스 기반의 u-Library 서비스 정보 기술 특강

Tip & Tech
- 북 학교 사이버 학습  제공 과목 안내
- 희망도서를 빨리보는 방법 
- Impact Factor 검색과 활용 

통계
- 도서  인기 출 도서
- 도서  도서 출 순
- 도서  이용 BEST

정보 & 뉴스 
- Thomson Reuters 온라인 이용자 교육안내
- 학술정보 이용 추가교육 안내 

Photo in 도서
- 4월의 법학 분
- 앙도서   

Event and Etc
- YBM 사이버 어학원 우수이용자 시상
- 건지다독상  자책 다독상 시상식
- 국내 자책 다독상 수상자 명단 

추천자료 - 추천자료 정보제공 

조선 학교 
앙도서

여는 - 독서의 의의와 방법

테마기사 - 삼국지, 그 곳을 찾아서(해외연수기)

책의 향기
- 행복한 책읽기
- 독서 감상문

클릭 LIBRARY

- 명 읽기 사업
- 학부모 도서추천 제도
- 새로운 도서 시스템
- 독서토론클럽
- 도서  이용교육
- 도서 이 변했어요!

이용안내 - 도서과 이용안내

참여마당 - 삼국지 그 곳을 찾아서(학생기행문) 

충북 학교 

도서

새로운 서비스
- 도서  웹진 발간
- 도서  약제 실시 

도서  백배 활용하기 - 신착도서 서가 운

학술DB이용법
- ProQuest Central 시범서비스
- LG 상남도서 의 어논문 무료감수 서비스 

도서  소식
- 도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7월  개신학우 인기도서 
- 2009년 2학기 DVD 입수목록 

한마디 - 이용자 서평 게재 



25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 2010

도서  카테고리 콘텐츠 

한국교원 학교 

도서

정보검색Tip 내용없음

새로운 서비스 - 도서  홈페이지 Collection 메뉴 활용법 

도서  백배 활용하기 내용없음

학술DB이용법 내용없음

도서  소식 내용없음

한마디 내용없음

한국 술종합학교 

도서

도서  소식
- 방학  술정보  개 시간 변경안내 
- 2010년 술정보  도서 시회 

신착자료 - 도서이미지 제공 

인기자료 - 5월의 인기자료: 술분야 다 출 자료 

추천자료 - Librarian의 추천자료 

알차게 활용하기 - 온라인 졸업논문/작품소개 

한남 학교 

학술정보

학술정보  News
- 학술정보  교양잡지 코  소개 

- MetaLib/SFX 도입 정(7월~8월)

Best of Best
- 신착DVD 소개 

- 최다 이용DVD 목록 

테마 & 소장자료 - 매니페스토 운동, 테마 련 소장자료 리스트 

학술정보  이용 Tip - 자동무인 출기 이용방법 안내 

학술DB 이용 Tip - Scopus 이용안내 

한림 학교 

일송기념도서

도서 의 역할과 미래 

온라인 도서  
이용교육 & e-CIP

학도서 의 지역사회 개방

도서 을 생각하며

도서  소식 

한성 학교 

학술정보  

공지

- 데이터뉴스(통계&뉴스 웹DB)
- IFLA 세계도서 정보 회 학술정보  방문
- 도서기증 캠페인
- 자정보원 교외 속 서비스 
- 성부지역 향토문화 시설 시 

신착도서 - 신착도서 리스트 

추천도서 - 추천도서 리스트 

한양 학교 

안산학술정보

칼럼
- 학술정보  자율 원회를 말하다 
- 독서도 방법이 있다
- 책이 사람을 만든다 

News & Event
- 제11회 시 이어짓기 학 일반부 장원 수상작 
- 제11회 5월 문학축제 안내 

Library Tip
- 온라인 북카페 아이러  북
- 4월 학술정보 활용교육 안내 

유용한 학술DB
- 북리슨 오디오북
- 온라인 학습

추천도서
- [2009년 6월] 문명과 바다
- [2009년 5월] 고민하는 힘 

학술정보  앨범 - 안산학술정보  제41회 한국도서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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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사  

2010년 7월 1일 재,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개 학도서  웹진의 카테고리별 제공 황

을 살펴보면 <표 9>, <표 10>과 같다. <표 9>,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도서  웹진의 

주요 카테고리를 구성 요소별를 정리하면, 총 12

개 항목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① 도서  공지 

 소식 ② 학술DB 활용 ③ 신착도서 ④ 추천도

서 ⑤ 정보 활용 ⑥ 서평 ⑦ 도서  이용 Tip 

⑧ 테마/특집 ⑨ 서비스 정보 ⑩ 퀴즈 ⑪ 한마디

(칼럼) ⑫ 행사․이벤트로 통합할 수 있다. 

술한 12개 항목에 한 도서 별 제공 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 36개 학도서

 가운데서 국민 학교 성곡도서 이 가장 많

은 8개의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경

기 학교 화도서 과 북 학교 앙도서

이 각각 7개의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어서 6개의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는 강원

학교 등 8개(22.2%) 기 , 그 뒤를 이어 5개

의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는 주과학기술원 

도서  등의 10개(27.8%) 기 이 있었다. 반면

에 우석 학교 앙도서 은 단 1개의 카테고

리만을, 그리고 군산 학교 앙도서  등 3개

(5.6%)의 도서 도 2개의 카테고리만을 제공

하고 있어 상 으로 었다. 

학도서  웹진의 카테고리별 정보내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바

와 같이 학도서  웹진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

고 있는 카테고리는 ‘도서  공지  소식’으로, 

체 36개 학도서  가운데서 35개(97.2%) 

기 에서 제공하고 있어 압도 으로 높았다. 다

음은 ‘서비스 정보’로 22개(61.1%) 기 에서 제

공하고 있으며, 이어서 ‘도서  이용 Tip’이 21개

(56.8%) 기 , ‘테마․특집’이 18개(48.6%) 기

, ‘추천도서’가 16개(43.2%) 기 , ‘학술DB 

활용’이 15개(40.5%) 기  등의 순이었다. 반면

에 ‘서평’  ‘행사(이벤트)’와 같은 정보 내용은 

각각 2개(8.1%) 기 에서만 제공하고 있어 상

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도서  카테고리 콘텐츠 

성 학교 

학술정보

새로운 서비스
- 학술정보  모바일서비스 개시안내 
- 멀티미디어교육실 온라인 약 서비스 

학술 DB 활용하기 내용없음 

도서  백배 활용하기 - RISS 가입  이용안내 

도서  소식 내용없음

한마디 내용없음 

호원 학교 

앙도서  

새소식
- 제8회 도서다독상 시상
- 제5회 독후감 시상

신간자료 - 단행본/비도서자료/ 자책 목록 

서비스정보
- 해외 자책 서비스
- KERIS 원문이용방법
- E-한자학습 서비스

이용정보 

- 특별열람증 발 안내 
- 도서  회원가입안내
- 아이디  비 번호 리방법
- 물품보 함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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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
공지
 소식 

학술
DB
활용

신착
도서

추천
도서

정보
활용

서평
도서  
이용 
Tip

테마
특집 

도서
서비스 
정보 

퀴즈
한마디
(칼럼)

행사․
이벤트

가톨릭 학교 
성신교정

○ ○ ○ ○

가톨릭 학교 
성의교정

○ ○ ○ ○

강원 학교 
앙도서  

○ ○ ○ ○ ○ ○

건국 학교 
상허기념도서  

○ ○ ○

경기 학교 
화도서

○ ○ ○ ○ ○ ○ ○

경희 학교 
앙도서  

○ ○ ○ ○ ○ ○

계명 학교 
동산도서

○ ○ ○ ○ ○ ○

주과학기술원 
도서

○ ○ ○ ○ ○

국민 학교 
성곡도서

○ ○ ○ ○ ○ ○ ○ ○

군산 학교 
앙도서

○ ○

동덕여자 학교 
앙도서

○ ○ ○ ○ ○

동서 학교 
앙도서

○ ○

동의 학교 
앙도서

○ ○ ○

부경 학교 
도서  

○ ○ ○ ○ ○ ○

부산 학교 
도서

○ ○ ○ ○ ○

상명 학교 
앙도서  

○ ○ ○ ○ ○ ○

서강 학교 
로욜라도서

○ ○ ○ ○

성균 학교 
학술정보

○ ○ ○ ○ ○

숙명여자 학교 
도서

○ ○ ○

남 학교 
앙도서

○ ○ ○ ○

우석 학교 
앙도서  

○

원 학교 
앙도서

○ ○

이화여자 학교 
도서  

○ ○ ○ ○ ○ ○

인제 학교 
백인제기념 도서  

○ ○ ○ ○

인하 학교 
정석학술정보  

○ ○ ○ ○ ○

<표 9> 학도서 별 웹진 카테고리 제공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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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수(개) 도서  도서  수(개) 백분율(%)

8 국민 학교 성곡도서 1 2.8

7
경기 학교 화도서  

2 5.6
북 학교 앙도서

6

강원 학교 앙도서

8 22.2

경희 학교 앙도서

계명 학교 동산도서

부경 학교 도서

상명 학교 앙도서

이화여자 학교 도서

한국교원 학교 도서

한양 학교 안산학술정보

5

주과학기술원 도서  

10 27.8

동덕여자 학교 앙도서

부산 학교 도서

성균 학교 학술정보

인하 학교 정석학술정보

조선 학교 앙도서

한국 술종합학교 도서

한남 학교 학술정보

한림 학교 일송기념도서

성 학교 학술정보  

<표 10> 학도서 별 웹진 카테고리 제공 수

구분 
도서
공지
 소식 

학술
DB
활용

신착
도서

추천
도서

정보
활용

서평
도서  
이용 
Tip

테마
특집 

도서
서비스 
정보 

퀴즈
한마디
(칼럼)

행사․
이벤트

북 학교 
앙도서

○ ○ ○ ○ ○ ○ ○

조선 학교 
앙도서  

○ ○ ○ ○ ○

충북 학교 
도서  

○ ○ ○ ○

한국교원 학교 
도서

○ ○ ○ ○ ○ ○

한국 술종합학교 
도서

○ ○ ○ ○ ○

한남 학교 
학술정보  

○ ○ ○ ○ ○

한림 학교 
일송기념도서  

○ ○ ○ ○ ○

한성 학교 
학술정보

○ ○ ○

한양 학교 
안산학술정보  

○ ○ ○ ○ ○ ○

성 학교 
학술정보

○ ○ ○ ○ ○

호원 학교 
도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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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카테고리 제공 도서  수(개) 비율(%)

1 도서  공지  소식 35 97.2

2 서비스 정보 22 61.1

3 도서  이용 Tip 21 56.8

4 테마․특집 18 48.6

5 추천도서 16 43.2

6 학술 DB 활용 15 40.5

7 정보 활용 14 37.8

8 신착 도서 12 32.4

9 한마디(컬럼/게시 ) 7 18.9

10 행사(이벤트) 3 8.1

11 서평 2 5.4

11 퀴즈 2 5.4

<표 11> 카테고리별 정보내용 제공순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도서  웹진을 발행하고 있는 36

개 학도서 의 웹진 발행실태를 조사하고 나

아가 웹진의 카테고리  콘텐츠 황을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학도서

 웹진의 운 모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로그를 활용하여 웹진을 운 하고 

있는 도서 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

직도 학도서  웹진의 주된 발행방식은 도서

 홈페이지 내의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포털 사이

트를 통한 웹진 정보의 노출 빈도, 정보환경 변

화  즉시성, 방향성, 개인화, 이동성으로 표

카테고리 수(개) 도서  도서  수(개) 백분율(%)

4

가톨릭 학교 성신교정

7 19.4

가톨릭 학교 성의교정

서강 학교 로욜라도서

남 학교 앙도서

인제 학교 백인제기념도서

충북 학교 도서

호원 학교 도서  

3

건국 학교 상허기념도서

4 8.3
동의 학교 앙도서

숙명여자 학교 도서

한성 학교 학술정보

2

군산 학교 앙도서

3 5.6동서 학교 앙도서

원 학교 앙도서

1 우석 학교 앙도서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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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권태훈 2008) 도서  이용자들의 변화

를 고려하여 향후에는 블로그를 활용한 도서  

웹진의 운 도 필요하다.

둘째, 학도서  웹진의 카테고리는 총 12개 

즉, ① 도서  공지  소식 ② 학술DB 활용 

③ 신착도서 ④ 추천도서 ⑤ 정보 활용 ⑥ 서평 

⑦ 도서  이용 Tip ⑧ 테마/특집 ⑨ 서비스 정

보 ⑩ 퀴즈 ⑪ 한마디(칼럼) ⑫ 행사․이벤트로 

압축된다. 분석 결과, 국내 학도서  웹진의 

카테고리  콘텐츠 구성과 내용에는 별다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카테고리 구성 

 콘텐츠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학도서  웹진의 카테고리의 제공범

를 분석한 결과, 반 으로 3개에서 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10

개 기 에서 웹진의 카테고리를 5개로 구성하

고 있으며, 다음은 8개 기 에서 6개의 카테고

리를, 이어 7개 기 에서 4개의 카테고리를 구

성하고 있어 학도서  웹진의 카테고리를 

5-6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도서  웹진의 카테고리 구성 

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카테

고리는 ‘도서  공지  소식’이며, 다음은 ‘서

비스 정보’, ‘도서  이용 Tip’, ‘테마․특집’, 

‘추천도서’, ‘학술DB 활용’의 순이다. 따라서 향

후 웹진을 발행하고자 하는 학도서 은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  공지  소식’, ‘서

비스 정보’, ‘도서  이용 Tip’, ‘테마․특집’, 

‘추천도서’, ‘학술DB 활용’의 6가지 카테고리는 

기본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 이러한 결

과는 웹진이 도서  홍보의 주된 도구로 활용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

도서 은 홍보효과를 높이기 하여 6가지 주

요 카테고리의 수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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