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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학도서  공간변화에 한 사서들의 인식을 악함으로써 학도서 의 문사서가 평가하는 학도서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으로 인한 공간변화의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학도서  사서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아울러 재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학도서 의 사서들과 면 면 혹은 화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학도서  공간변화

는 크게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한 다양한 공간 마련, 최신 IT시설 확충 그리고 보존 공간 확보의 세 가지 목 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서  목 에 부합하는 실질  기능과 활용성을 고려한 공간변화와 학의 

특성을 고려한 독창 인 공간변화 그리고 이러한 공간변화에 보다 주도 이고 비 을 제시할 수 있는 사서의 역할에 

한 요성이 제기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brarians’ perceptions towards the changes in university 

library space in order to derive the future direction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novation or 

new building construction and the efficiency of space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from the 
professional librarian perspective. For this, the study conducted a field survey of university librarians 
and further performed in-depth face-to-face or phone interviews with university librarians who are currently 

involved in the renovation or new building construction.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changes 
in university library space were made for three major purposes: the securement of the space for diverse 
library objectives, the expansion of the latest IT facilities, and the securement of preservation space. 

Also the importance of the library space change considering pragmatic functions and utilization fit with 
the library’s purposes, the creative space change reflecting the university characteristics, and the proactive 
and visionary roles of the librarians in such changes was brought up.

키워드: 학도서 , 도서  공간, 리노베이션, 사서의 인식
University Library, Library Space, Renovation, Librarian’s Perception

*
**

본 논문은 2012년도 숙명여자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숙명여자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unkeum@sookmyung.ac.kr)

논문 수일자: 2015년 1월 30일   최 심사일자: 2015년 2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2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361-377,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361]



36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9권 제1호 2015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학도서 은 최첨단 IT 시설, 업학습

공간, 복합문화공간, 휴게공간 등을 포함하는 

인포메이션 커먼즈(Information Commons) 혹은 

러닝커먼즈(Learning Commons) 공간과 같은 

다양한 기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통 인 자료보존, 개인학습,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와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  요구와 이용자

의 요구를 반 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창출의 장

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 하여 국내외 학도서 은 신축  리노베

이션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  이용행태 변화를 

반 한 새로운 공간 확보  재구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atthews, Andrews and Adams(2011)는 

학교육이 정보기술의 발달과 랜디드 러닝의 

확산으로 물리  공간의 필요성이 감소될 것이

라는 측과는 반 로 오히려 교육, 학습  사회

 교류를 한 물리  공간의 요성이 증가

되고 있음을 지 하면서, 하지만 교육의 형태

가 업과 워크를 통한 학습자 심으로 변화

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학습

공간(social learning spaces)의 필요성을 강조

하 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연구도서 회

(2014)의 연구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연구에 참여한 72개의 학도서

의 학습공간(learning spaces) 비율은 도서  

체 면 의 5%∼80%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

으로 체 면   학습공간으로 사용하는 면

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공간

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며 ‘visualization labs’, 

‘makerspaces’, ‘faculty commons’, ‘gaming lab’, 

‘hackerspaces’ 등의 새로운 공간이 제시되

었다.

학도서  역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

털정보매체  디지털학술정보의 확산으로 앞으

로 학에 도서 이 존재할 것인가에 한 논란

이 두되었으며 아울러 학도서 의 역할  

서비스가 학의 다른 기 과 완 히 분리된 형태

가 아닌 많은 부분이 공유되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Law 2009; Lewis 2009; 

Little 2014). 학도서 의 출 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자료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학도서

의 보존서고를 학생들을 한 공간으로 체

해야 한다는 도서  내외 인 인식이 확산되

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도서 이 변화하는 학교육  

학생들의 학습형태의 변화를 반 해야 하는 반

면 근본 으로 학도서 의 본원 인 목  공

간인 자료실, 서가공간, 보존서고, 리  업무 

공간 등을 통한 정보 보존  연구와 학문의 지

원이라는 학도서 의 본질  가치는 유지되어

야 한다는 지  한 나오고 있다(정재  2012). 

이와 련하여 장윤 (2014)은 학도서  공

간변화의 평가에 한 문제 으로 부분의 평

가가 리노베이션이나 신축 후의 도서  이용

자의 만족도 혹은 이용빈도 변화 조사에 국한

되고 있는 을 지 하면서 학도서  공간

구성에 한 사서의 인식  만족도 평가 혹은 

학도서  공간구성이 학  학도서 의 

비 과 목표에 합한지를 측정하는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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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략  합성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학도서  공간변화에 한 

사서들의 인식을 악함으로써 학도서 의 

문 사서가 평가하는 학도서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에 한 효과성  학도서  공간

변화의 효율성을 한 주요 요인과 이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학도서  사서 8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  유효한 8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재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학도서  사서 3명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목 , 

기 효과, 사서의 역할,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계획과정과 진행과정에서 요 요인  문제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학도서

의 공간변화와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문가 집단인 사서들이 인식하는 도서  공간

구성의 효율 인 평가 항목, 그리고 이러한 변화

에 한 사서들의 보다 수용 이고 정 인 

인식과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악함

으로써 향후 학도서  공간변화를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2.1 도서  서비스 변화에 한 사서 인식

조직의 변화에 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반응

은 부분의 경우 조직의 변화가 조직 구성원에게 

심리  스트 스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해 구성원이 지원하는 입장이라도 변화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의 우려로 이에 한 항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udge et al. 1999). 이와 

련하여 Wanberg and Banas(2000)는 변화에 

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 인 인식과 태도를 유도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1) 변화에 한 정보 

공유, 2) 변화 과정에 극 인 참여 유도, 3) 변화 

처능력에 한 신뢰와 확신 부여, 4) 조직의 지

원 확신, 5) 변화로 인한 조직원 개인에게  수 

있는 정 인 향 등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 다. 

Aharony(2009)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도서

 마 ’에 한 공공, 학교, 학도서  사서

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 다. 조사 결과 학교

도서  사서가 학도서  혹은 공공도서  사서

에 비해 도서 의 마  서비스에 하여 가장 

수용 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향 인 성격의 사서와 리자 직분의 사서가 

도서 의 마  서비스에 하여 보다 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

로운 업무에 한 변화에 해서는 연령이 높고, 

도서  근무경험이 많으며, 직책이 높은 사서의 

경우 안정되고 규칙 인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항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Shontz, Parker 

and Paker(2004)의 연구는 도서  마 에 

한 공공도서  사서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로그램이나 서비

스 등의 변화에 하여 사서들의 정 인 인식

과 수용 인 태도를 유도하기 해서는 계획 단계

에서부터 조직원들이 극 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사서들로 하여  주도 인 역할을 

한다는 느낌과 성취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 하 다.

Tenopir et al.(2014)은 미국과 캐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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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사서들을 상으로 ‘연구데이터 서비스

(Research Data Service: RDS)’에 한 사서

의 인식 연구를 통해 학도서  장과 사서 

간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도서  장은 연구데이터 서

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사서

들에게 충분한 기술개발의 기회를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서  사서들은 그러한 

기술개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서  서비스 변화에 앞서 조직구성원 간의 

극 인 커뮤니 이션이 필요하며 새로운 서

비스와 련된 교육 혹은 훈련이 수반될 때 변

화에 한 항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정윤과 장우권(2014)은 ‘U-도서  서비스’

에 한 사서의 인식연구에서 새로운 유형의 

도서  서비스가 시행될 때 가장 요한 요인이 

서비스 운 주체인 사서들에게 도서 의 새로

운 서비스를 이해시키는 것이며 이를 해 담

을 구성하여 리 운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 다. 아울러 공공도서 의 경우 정규직을 

채용하여 담 을 구성하는 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부분인데 고용에 한 안정

감을 갖게 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후 서비스 

운 이 지속 으로 유지될 때 U-도서  서비스

가 효율 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서

비스에 하여 구성원은 체로 수용 인 태도

보다는 항감을 갖게 되며 도서 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  변화

에 한 사서의 인식의 차이는 연령이 높고, 

도서  근무 경력이 많으며, 직책이 높은 경우 

변화에 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규칙 이

고 일상 인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에 한 

부담감으로 항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항감을 여주고 변화에 한 정

인 인식과 태도를 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서비스에 하여 사 에 사서들과 극 인 커뮤

니 이션이 필요하며 변화의 계획단계에서부

터 사서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주도 인 역할과 

성취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한편 사서 담 을 구성하고 지속

인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며, 이러한 변화가 

사서들에게 정 인 향을  것이라는 인식

의 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도서  공간변화에 한 사서의 인식

김지혜와 김기 (2012)은 조직 에서 ‘Infor- 

mation Commons(IC)’ 도입에 한 사서의 

항요인의 고찰에 한 연구에서 조직변화에 

해 구성원들은 필연 으로 항태도를 갖게 되

며 이러한 요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수

의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하 다. 설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사서의 정보 장에 한 인식

정도와 항 내용에 따른 태도, 조직 수 의 항

요인을 분석한 결과 IC에 한 인식수 과 무

하게 모든 응답자들이 IC를 통한 조직변화가 

도서   사서의 고유 역할과 역을 축소시

킬 것이란 우려와 집단의 불확실성에 한 우려

(정체성  요인)에 해 항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IC를 미도입한 기  응답

자의 경우 공통 으로 내부 역량 부족에 한 

요인이 항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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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어려움을 갖게 될 우려와 성공하기 힘들 

것이란 결과에 한 불신 등의 심리 인 항을 

포함하 다.

오동근, 조 양, 여지숙(2010)은 국립 앙도

서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서비스품질에 

한 이용자와 직원의 인식을 비교․분석함으로

써 이용자와 직원 간의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조사 결과 국립 앙도

서  정보 장에 하여 이용자들은 직원들의 

상보다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 부분에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설, 

서비스, 콘텐츠의 실제 이용에서는 이용자의 실

제 이용 선호도나 만족도에는 이용자와 직원들

의 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윤은하, 장윤 , 경선(2014)

은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정보 장에 

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보 장에 

한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는 개개인 사서들이 

갖고 있는 도서 의 본질  역할에 한 

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한 요소들과 복잡하

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사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들 간에도 정보 장

의 개념에 한 인식과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의 차  방법

3.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 한 

｢2014년도 학도서  실무자 세미나｣에 참가

한 사서들을 상으로 2014년 11월 27일∼11월 

28일 양일간 실시하 다. 세미나 참가자를 상

으로 배부한 총 200부의 설문지  89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  유효한 설문지 86부를 분석하

다. 설문은 인구통계학  문항으로 성별, 연령, 

도서 에 근무한 기간 그리고 소속 학을 기재

하도록 구성하 다. 아울러 응답자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 이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경험이 없는 경우로 분리하

여,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경험이 있는 경우 

1)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시기, 2) 신축의 목 , 

3) 신축 이후의 가장 큰 변화, 4) 개선 혹은 새롭

게 시도하고 싶은 것, 5) 국내 학도서  리모

델링 혹은 신축에 한 기타 의견 등의 총 5개의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 다. 한 리노베이션 혹

은 신축의 경험이 없는 도서 의 응답자의 경우, 

“향후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된다면∼”

의 가정 하에 유사한 질문인 1)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될 경우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목 , 2) 향후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을 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 3) 국내 학도서  리모

델링 혹은 신축에 한 기타 의견 등의 세 개의 

개방형 문항을 구성하 다.

3.2 심층 인터뷰

심층인터뷰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재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세 곳

의 학도서  사서 각각 한명 씩 총 세 명과 

2015년 1월 5일∼1월 6일 동안 면 면 혹은 

화를 통한 심층 인터뷰를 40분∼60분 동안 실

시하 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된 형식으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즉 1) 최근 3년 정

도의 기간  소속 학도서  이용자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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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성별 

남자 29 33.7

여자 56 65.1

미기재 1 1.2

합계 86 100.0

연령 

20 15 17.4

30 30 34.9

40 30 34.9

50 10 11.6

60  이상 1 1.2

합계 86 100.0

도서

근무 기간

1년 미만 14 16.3

1-5년 27 31.4

5-10년 6 6.9

10-15년 14 16.3

15년 이상 24 27.9

미기재 1 1.2

합계 86 100.0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혹은 증가 여부와 그 이유, 2) 최근 도서  이

용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한 의견, 3) 리노베

이션 혹은 신축의 계획과정에서 가장 요하다

고 생각되는 요인, 4)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 

5)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에서 사서의 역할/사

서의 의견 반  여부, 6)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이후 가장 기 되는 변화, 7) 신축 혹은 리노베

이션의 계획과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 

8)향후 학도서 의 공간구성 변화에 한 망 

등으로 질문을 구성하 다. 

4. 분석결과

4.1 설문조사

우선 연구조사에 사용된 응답자 86명의 인구

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응답

자  여성이 56명(65.1%) 그리고 남성 29명

(33.7%)으로 여성이 거의 두 배 가량 많았으

며, 연령은 30 와 40 가 각각 30명(34.9%)

으로 가장 많았고, 도서  근무기간은 1∼5년이 

27명(31.4%), 그리고 15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

가 24명(27.9%), 10∼15년이 14명(16.3%), 1년 

미만 14명(16.3%), 5∼10년 6명(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 문항의 소속 학과 도서 명을 

기재하는 문항에 하여 설문 응답자 86명  

64명은 소속 학이나 소속 도서 명을 기재하

으나 22명은 소속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 학을 기재한 경우

에도 동일한 학에서 한 명 이상의 사서가 

설문에 참가한 경우는 복된 도서  명을 제외

하 으며 이를 반 한 설문에 참가한 도서  

수는 총 45개 학도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역별 구분은 서울이 44%로 가장 많으

며, 경기(18%), 구(11%), 충남(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4.1.1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경험이 있는 경우

‘소속 도서 의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경험 

유무’에 한 문항에 하여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이루어진 

시기’에 한 문항이 제시되었다. 응답자 86명 

 45명의 응답자가 소속 도서 이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 는데 그 

시기는 2010∼2014년이 22명(51%)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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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문응답자 학도서 의 지역별 분포

<그림 2>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시기

많았고, 다음으로 2000∼2004년이 8명(19%), 

2005∼2009년이 4명(9%), 2000년 이 인 경우

가 2명(5%), 그리고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경험

이 있다고 응답을 하 으나 시기를 기입하지 않

은 경우인 미기입이 4명(9%)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3명의 응답자는 재 소속도서 에 리노베

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2> 참조). 이를 통해 신축이나 리노베

이션 경험이 있는 응답자  50% 이상이 최근 

5년 안에 소속도서 의 리노베이션이나 신축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 리노

베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학도서  

세 곳의 각각의 도서  담당사서 1명씩 총 3명

과는 설문조사 이후 개별 인 심층면담을 진행

함으로써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계획단계, 진행

단계에서 사서가 인식한 요한 요인, 문제 , 

개선  등에 하여 조사하 다.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이루어진 목 에 한 

질문(복수기재 가능)에 한 가장 많은 응답은 

그룹학습공간(19)으로 나타났으며 복합문화공간

(15), 자료보존공간(14), 최첨단 IT시설(10), 노후

환경개선(10), 사무공간(7), 열람공간(6), 연구

공간(3), 휴게공간(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도 이용자편의를 고려한 동선/공간(1), 공간확보

(1), 근성(1) 등이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목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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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목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이후 가장 큰 변화에 

한 응답으로는 이용률 증가, 이용자 만족도 

상승, 도서 의 이미지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이외에도 공간/시설 환경개선, IT시설 

확충, 도서  랜드마크화, 도서 의 서비스 확 , 

공간의 효율화 증 , 인지도 상승, 홍보효과, 

외부인 방문  투어 증가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경험이 있었던 도서

 사서들에게 “지  도서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을 다시하게 된다면 개선하거나 새롭게 시

도하고 싶은 것은?”에 한 응답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자료보존공간(10), 복합문화공간

(8명), 휴게공간(5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에도 IT 시설 확충, 그룹스터디공간, 연구공간, 

사무공간, 쾌 도, 엘리베이터 확충, 방음, 동선, 

환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래의 개선사항

에 한 응답자의 사례를 보면 이용자를 한 

공간변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자료보존 공간과 

자료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 도서  

고유의 업무와 목 의 서비스를 고려한 공간

변화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존 공간, 커뮤니티 공간, 학의 아이덴터

티가 될 만한 시설로 변화 필요.” (S-22)1)

“폐쇄형 공간의 개방과 미사용 공간의 통합, 가

구  인테리어 구성의 변경(밝은 이미지로), 

개별 열람 공간을 그룹형 공간으로 변경활용.” 

(S-32)

“신축 공간이 열람공간과 커뮤니 이션에 

이 맞춰져 있고 물리  자료 열람공간은 앙도

서 에 남아 있어서 리노베이션을 통해 앙도

서 의 자료이용 동선의 개편이 필요함.” (S-58)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 , 향후 변화하는 추

세를 반 할 수 있는 flexible한 공간구성 필요.” 

(S-74)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경험이 있었던 도서  

소속의 응답자들에게 향후 도서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을 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한 

문항에 ‘그룹학습공간’, ‘효과 인 공간 분배

(자료+휴식+스터디)’, 실용  공간, 친환경

이면서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1) 호의 (S-22)는 서베이 응답자 22번을 표시한 것이며 이외의 번호도 동일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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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리, 도서  서비스 특성화 공간, 트랜드 

반 , 학생들의 의견 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 다. 한 장애인시설 보강, 장애인 이용이 

편리한 도서 ,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  등 장애인 지원에 한 필요성이 여러 차례 

거론된 은 오래 에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이루어진 경우 장애인에 한 지원이 당시에는 

고려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도서  직원을 한 사무 공간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사무 공간이 필요함 즉 항상 학생들 우선으로 

진행되는데 근로자의 공간도 발 할 필요가 있

다고 .” (S-11)

“이용자의 근성, 편의성을 가장 우 에 둬야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한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직원을 한 공간, 자료의 이동을 

한 동선 배치의 합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S-46)

4.1.2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경험이 없는 

경우

설문 응답자  도서 이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의 경험이 없는 경우 “향후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목 의 리노베이션이나 

신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 한 질문에 하여 가장 많은 경우가 복합

문화공간(25)을 한 공간을 언 하 고, 자료

보존공간(17), 그룹학습공간(14), 최첨단시설

(14), 연구공간(4), 사무공간(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외에도 기타편의

시설,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공간구성, 참고서비

스공간, 휴게실, 노후시설개선, 공간확  등의 

다양한 목 의 공간변화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난 리노베이

션 혹은 신축이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림 3>과 <그림 4>에 공통

으로 복합문화공간, 자료보존공간, 그룹학습

공간, 최첨단 IT시설 등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향후 도서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에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산, 이용자 심의 공간, 

도서  근성, 자료보존, 효율 인 공간 배정, 

러닝커먼스 공간,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4> 향후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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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기타 의견

모든 응답자에게 공통 문항으로 “국내 학도

서 의 리모델링 혹은 신축에 한 기타 의견”

에 하여 질문한 결과, 1) 도서 의 목 에 부합

하는 기능성, 활용성을 고려한 공간변화, 2) 학

의 특성을 고려한 독창성 있는 공간변화, 3) 지속

인 유지  보수를 고려한 공간변화 등의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 도서 의 목 에 부합하는 기능성, 

활용성을 고려한 공간변화

“멋진 외 도 요하나 그보다 더 요한 실질  

기능과 활용 한 고려할 수 있다면 좋겠음.” 

(S-15)

“국내 학도서 이 유리 건물로 리모델링되는 

추세 ￫ 햇빛으로 인한 장서 손상을 유발. 유리건물

이 아닌 건물로 구조 변경  신축 필요함.” (S-33)

“도서 의 목   서비스 맞춤형 리모델링이 

필요. 무 활용도 보다 인테리어에 요도를 둔 

것 같음.” (S-10)

“많은 학 도서 이 리모델링  신축을 진행한 

상황인데, ‘미래도서 '에 걸맞는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음.” (S-39)

(2) 학의 특성을 고려한 독창 인 공간변화

“유사모델의 벤치마킹으로 특정 인 리모델링이 

없이 산규모에 따라 장기  구상이 아닌 단기

간의 리모델링으로 보인다. 국립 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향후 몇 년 뒤에 다시 리모델링이 

필요할 정도임.” (S-48)

“다른 학을 무조건 따라 가는 것보다 목 에 

맞는 신축, 리모델링 필요함.” (S-52)

“각 학도서 만의 개성이 부족함. (비슷한 컨

셉과 외형)” (S-78)

“개성 있는, 소속 학교의 특성을 반 한 건축 

필요함.” (S-6)

“우리 도서 만의 특징 없이 획일화되는 것 같아 

아쉬움. 도서  본연의 열람 기능보다 IT기술을 

경쟁 으로 도입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 (S-19)

(3) 지속 인 유지  보수를 고려한 공간변화 

“리모델링을 할 당시와 몇 년 간은 괜찮지만, 

유지  향후 보수에 한 부분에 한 책도 

필요함.” (S-76)

“국가사업들을 따낸 이루 굳이 불필요한 리모델

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듯 보임.” (S-23)

4.2 심층 인터뷰

심층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즉 1) 최근 3년 정도의 

기간  소속 학도서  이용자의 감소 혹은 

증가 여부와 그 이유, 2) 최근 도서  이용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한 의견, 3)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계획과정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

는 요인, 4)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진행과정

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 5) 리노

베이션 혹은 신축에서 사서의 역할/사서의 의견 

반  여부, 6)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이후 가장 

기 되는 변화, 7) 신축 혹은 리노베이션의 계획

과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 8) 향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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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공간구성 변화에 한 망 등으로 

질문을 구성하 다. 

(1) 도서  출  이용 추세

인터뷰에 응답한 사서 모두 출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통 인 이유로 자

자료 이용의 증가  학생들의 취업, 스펙 등을 

한 다른 활동 증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졸업생  일반인의 도서  이용으로 인해 

이용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례도 나타났다.

“ 출을 봤을 때 계속 으로 향후 3-4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시 이었어요∼ 도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의 이용자들의 

변화 일 것 같아요∼ 지 은 공부만 하는게 아니

고 외부에 나가서 경력을 쌓는다든지, 인턴을 

한다든지∼사회에 부흥하는 학생활을 하기 

해서 도서 에 앉아서 있을수 만은 없는 그런 

이유죠.” (R-1)2)

“이용자는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출 

책 수는 조  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들과 졸업생을 회원제를 통해 이용하게 하는 

회원제를 도입했고∼ e-book 등의 이용으로 출

은 조  감소하고 있어요." (R-2)

“물리 으로 이용자가 도서 을 찾아오는 부분

에 해서는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온라인상에는 도서  홈페이지를 통한 

자  근이나 웹DB, e-  쪽은 증가추세

요." (R-3)

(2) 이용자의 이용행태 변화

이용자의 주요 이용행태의 변화는 1) 그룹스

터디 공간에 한 선호, 2) 열린공간, 자유로운 

공간에서 학습, 3) IT 기술을 활용한 학습선호, 

4) 취업과 련된 학습 혹은 비 공간 필요 등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용행태가 우리 학생들이 와서 그냥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는 열람실 공간도 있지만, 다른 학

생들과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거나 업할 수 있는 

그런 그룹스터디룸의 공간도 필요로 하고∼ 자유

롭게 공부를 하는 열람실도 필요합니다.” (R-1) 

“e-  e-book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취직 공부

하는 쪽으로 열람실 이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고 있습니다. 희가 공동학습실이 굉장히 열악

한데, 공동학습실을 이용하는 학생도 많고, 개선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R-2)

“기존도서 을 자료 주로 배치를 한다면 새로 

생기는 공간은 열람공간과 멀티미디어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룹스터디룸, 개인캐럴 

같은 공간을 좀 많이 구성했고요. 복합문화공간 

즉 시공간이나 자그마한 공연공간 이런 것들, 

기존의 도서 에서 수용하지 못한 공간을 학생

들이 선화하는 것 같아요." (R-3)

“소음문제에 해서는∼ 학생들이 그룹스터

디룸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고, 소규모로 하는 그런 

공간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R-1)

“주로 이제 페이퍼리스다 보니 단행본으로 직

 근 보다는 개인이 이용기하기 어려운 고가

의 자장비를 이용한다던가 같이 업형태의 

그룹스터디룸을 이용하기 한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취업에 한 취업률이 낮고 

압박이 심하다 보니 이런 련 자료를 활용하는 

추세가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R-3) 

 2) 호의 (R-1)은 인터뷰 응답자 1번을 표시한 것이며 이외의 번호도 동일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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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계획과정에서 

요 요인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계획과정에서 가장 

요한 요인은 1) 산확보, 2) 이용자 요구분석, 

3) 최고 경 자의 리더십, 4) TF  구성, 5) 력

부처와의 워크, 6) 커뮤니 이션 등으로 나타

났다.

“ 장님의 리노베이션이나 신축을 하겠다는 의지, 

산을 확보해 오는 것,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려

고 하는 의지, 학내 홍보, 최고리더의 리더십, 

이런 것이 굉장히 요한 것 같습니다." (R-2)

“신축을 왜 하는지 목표가 분명 있어야겠지만 

산, 학의 최고경 자의 확실한 목표나 추진

의사가 요한 것 같아요.” (R-1)

“이용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제일 요하고, 왜 해야 하는지가 충분히 인식이 

되어야지만 계획이 될 수 있어요.” (R-1)

“ 산을 확보하고, 최고리더인 장님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잘 추진시킬 수 있는 리더십 있는 

TF 장이 필요해요.” (R-2)

“왜 신축하려고 하는가 명확한 목표설정이 요

해요∼  학구성원들의 체 인 합의를 이

끌어내는 게 요한 부분이고 거기다 공감 를 

형성하는 게 매우 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수렴도 매우 요하다

고 생각이 들고요." (R-3)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학생

들이 뭘 원하는지 수렴하고 밖에 큰 이벤트성 

게시 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참여하게 만들면

서 학생들이 도서 에 무엇을 원하는지 포스트

잇으로 붙이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하 고

요. 웹사이트에 학생들의 의견이나 ‘신축에 바란

다’ 라고 하는 게시 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을 

쓰게 하 습니다.” (R-2)

(4)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진행과정에서 

요 요인

가장 요한 요인으로 지도자의 리더십, 지속

인 산지원, 들간의 커뮤니 이션 등으로 

나타났다.

“최고리더자가 있으면 간리더자가 있고 그 

에  다른 간리더자가 있을 텐데 각자의 역할

에 맞게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해 나갈 것도 많고, 

보고체계도 정확해야 하고, 커뮤니 이션도 

요하고, 혼자 독단 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니까요.” (R-2)

“ 한 시기에 한 산이 시기 으로 알맞

게 배정 받고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고,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단계에서 시설 과의 공조

나 업이 더 많이 요합니다." (R-3)

“사서들의 요구하는게 서고에 하 설계를 많이 

요구하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보존서고 집서고 

등을 해 달라 하니∼ 다른 계부서에서 이게  

안 된다, 건축법상 안되고, 소방법상 안되고∼ 그런 

부분들에 해서 많이 부딪혔어요." (R-3)

(5)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에서 사서의 역할

사서의 역할에 해서는 이용자와 시공업체, 

학교 사이를 잇는 교량 역할로 도서  공간에 

한 체 인 안목으로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며, 사서의 의견은 

체로 잘 반 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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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간의 컨셉 공간의 구성을 그 어느 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설계업체가 도서 의 컨셉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도 요하니~ 다 사서의 

몫이 요.” (R-1)

“건축업자나 설계업자가 할 수도 있는데 사서가 

더 요하고 사서가 이용자 심으로 생각을 하

니깐 사서가 깊숙이 개입을 해야 하고요, 상당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기존설계와

는 다르게. 그래서 사서의 역할은 굉장히 요하

고∼ 사서는 아무래도 리자들과 입장과 이용자 

입장 다 생각하기 때문에 간 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났고∼.” (R-2)

“사서의 의견이 아주 많이 반 이 되었고요, 

100%는 아니었지만 산 문제도 있고, 기간 안

에 끝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설계상의 어려움

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 되었다고 볼 수 있겠

습니다.” (R-2)

“꼼꼼하게 리 감독해야 하는 게 사서로서 당연

히 요한 역할이고 지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사서가 직  이용자 입장에서 공간을 활용해보

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 

내가 도면상에서 봤던 거랑 평면상의 도면에서 

봤던 거랑 실제로 입체로 만들어져 가면 도면에

서 측했던 거와 실제상황에서는 분명 괴리가 

많아요.” (R-3)

(6)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이후 기  변화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이후 가장 기 되는 

변화는 이용자 만족도 증가, 이용률 증가, 편의성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룹스터디룸이나 이

런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할까라는 것을 좀 요하게 

생각했는데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희가 모자라는 보존서고도 그 고요.” (R-1)

“다른 학 보면 3-4배 증가한다는데 희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R-2)

“이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증진될 것 같아

요” (R-3)

(7) 신축 혹은 리노베이션의 계획과 진행과정

에서 가장 어려웠던 

계획과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은 

산확보, 공감  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 확보가 가장 어렵죠~ 산이라는 

것이 계획을 했을 때 범 가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액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고 추후에도 

변동이 있는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학교에서 충분

히 수용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는 희 계획으

로만 끝나거나 는 미진해서  방 보완을 

해야 해요.” (R-1)

“우리 구성원들의 같이 공감 를 형성하는 부분

이 어려워요.” (R-1)

“ 산확보문제가 어려웠고 학내의 시설공사랑 

맞물리면 우선순 에서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 요.” (R-3)

(8) 향후 학도서 의 공간구성 변화에 한 

망 

미래의 학도서  공간에 한 망은 어렵

지만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도 

도서 의 기본 기능을 다하는 장기  계획의 

설계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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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그리고 학도서  마다 다르겠지만 

이제는 자료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장기 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이용자들의 

충분한 트 드를 반 한 공간구성이 되어야 할 

거 요~열람실도 기능별로 많이 바 어야 할 

겁니다." (R-1)

“이용자하고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

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도서 이 탈바꿈을 해야 

하고 결국에는 쾌 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설계와 인테리어도 구성해놓고, 커뮤니 이션 

공간, 학생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요한 것 같습니다.” (R-2) 

“ 희가 외국을 갔는데 우리나라는 독서실 개념

의 열람실이 많은데, 외국은 정말 리딩룸 답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구성이었어요∼ 고개를 들면 

어디에도 책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요∼멀티미디어

도 첨단의 시설인 공간이고요∼ 요즘 학생들은 

혼자 앉아서 집 하는 공부도 좋아하지만 이야기

를 하면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스터디 가든이 

필요합니다.” (R-2)

“ 측하기 어렵지만 계획이 세워진다면 이용자

의견도 수렴하고 연구를 해가면서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겠죠∼ 학도서 의 존재 이유이기

도 한 연구와 학습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기본기능

을 당연히 가져가면서 복합문화 공간이나 지역

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 고려

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R-3)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도서  공간변화에 한 

사서들의 인식을 악함으로써 학도서 의 

문 사서가 평가하는 학도서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에 한 효과성  학도서  공간

변화의 효율성을 한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학도서  사서 89명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  

유효한 8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재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학도서  사서 

3명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도서  

 그동안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된 

도서 들의 주요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목

은 그룹학습공간, 복합문화공간, 자료보존공간, 

최첨단 IT시설, 노후환경개선, 휴게공간 등의 

다양한 공간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 이후 가장 큰 변화에 

하여 이용률 증가, 이용자 만족도 상승, 도서

의 이미지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외

에도 공간/시설 환경개선, IT시설 확충, 도서  

랜드마크화, 도서 의 서비스 확 , 공간의 효율

화 증 , 인지도 상승, 홍보효과, 외부인 방문 

 투어 증가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개선을 원하는 공간변화에 하

여 이용자를 한 공간변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자료보존 공간과 도서  고유의 업무와 목 의 

서비스를 고려한 공간 마련, 이용자 의견을 충분

히 반 , 향후 변화하는 추세를 반 할 수 있는 

flexible한 공간구성,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이 거론되었다. 

국내 학도서 의 리모델링 혹은 신축에 

한 기타 의견에 해서는 도서 의 목 에 

부합하는 기능성, 활용성을 고려한 공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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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특성을 고려한 독창 인 공간변화, 지속

인 유지  보수를 고려한 공간변화 등이 제시

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재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학도서

 사서 3명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목 , 기 효과, 사서

의 역할,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계획과정과 

진행과정에서 요 요인  문제 을 도출하

다.

인터뷰에 응답한 사서 세 명 모두 지난 3년

여 간 출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도서  이용률 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자매체의 확산과 더불어 학

의 이용자들의 취업 련 스펙 비 등으로 인한 

외부 인 활동이 시되고 있는 사회 인 변

화로 보아야 한다는 지 이 나타났다. 한 

학도서  이용자의 주요 이용행태의 변화는 

그룹스터디 공간에 한 선호, 열린공간, 자유

로운 공간  IT 기술을 활용한 학습선호, 

취업과 련된 정보  서비스를 한 도서  

이용 등으로 분류되었다. 인터뷰 응답자 모두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주요 목표  기 로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함으로써 도서  

이용률 증가  이용자 만족도 상승을 지 하

다.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

에 해서는 이용자와 시공업체, 그리고 학교 

사이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하며, 도서  공간

에 한 체 인 안목으로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서  

공간변화에 보다 주도 이고 비 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효과 이고 효율 인 

공간변화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지 하 다. 

한 리노베이션 혹은 신축의 계획단계  진행

단계에서 요한 요인으로 장과 같은 책임자

의 리더십과 산확보, 내외 조직  구성원

과의 공감  형성  커뮤니 이션의 요성이 

강조되었다. 

미래의 학도서  공간에 한 망은 이용자

의 요구를 충분히 반 하면서도 도서 의 기본 

기능을 추구하는 장기  계획의 설립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도서  공간변화와 서비스

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문가 집단인 사서들이 

인식하는 도서  공간구성의 효율 인 평가와 

이러한 변화에 한 사서들의 보다 수용 이고 

정 인 인식과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향후 학도서  공간변화를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는 

학도서 의 도서  공간에 한 정책수립과 

측정도구의 개발에 한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이용자 요구  만족도 혹은 이용자

의 학도서  공간이용행태 연구 등과의 비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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