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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 명 시  선진화된 도서 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응 략을 모색하기 하여 이용자 인식조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 설문은 4차 산업 명에 한 인식, 4차 산업 명 기기  기술의 
활용 황,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의 미래상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설문 결과를 정리하면 먼  이용자는 4차 산업 명을 

개략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서  분야에서의 4차 산업 명 개 수 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 다. 둘째, 이용자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는 모바일폰, QR코드, 비콘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바일폰은 도서  환경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IT 장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체로 도서 에서 

제공하는 기기  기술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용자들은 4차 산업 명이 불러올 도서 의 미래에 하여 

정 인 반응을 보 으나 기회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넷째, 이용자들은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을 
해서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에 공감하고, 신기술의 용이 필요한 도서  서비스 역으로는 온라인 서비스 역을 

선택하 다. 궁극 으로 상기 연구 결과와 사서의 인식조사 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 과 응 방안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users’ awareness to establish futurity of libraries and to propose strategies in the era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is purpose, the awareness survey was conducted of users, and the survey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the awareness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urrent state of using technologies 

and devices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ity of libraries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sers were interested in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y thought that new 

technologies are poorly adopted in the libraries. Second, users were most frequently using mobile phone, QR 

code, and Beacon. Especially, mobile phone was a most frequently used device in the libraries. However, users 

were not satisfied with technologies and devices provided by the libraries. Third, users expected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future of libraries, but they were worried about losses of opportunities 

and jobs. Forth, users agreed with necessity of new technologies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for libraries 

services. They wanted application of the technologies, expecially, in online services.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ed some meaningful insights and strateg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bove findings and 

librarians’ awareness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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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을 통해 처

음 그 용어와 개념이 소개되면서부터 학계의 

지 한 심을 이끌어왔다. 4차 산업 명은 디

지털 명인 3차 산업 명이 확장된 개념으로 

기존 여러 역의 경계 소멸, 즉 융합(fusion)

과 기술의 신을 근간으로 하는 신을 뜻한

다. 소 트웨어 심의 데이터 가치 창출이라

는 4차 산업 명에 특성에 따라 공학뿐만 아니

라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도서  분야에서도 4차 산업 명은 이목을 

집 시키는 개념이다. 4차 산업 명이 도서

에 불러올 변화로 인해 재의 도서 의 치

와 역할에 큰 변화가 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Adams Becker et al.(2017)은 학술  연구도

서 에서의 기술도입을 진하는 요소와 해

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기술의 발 에 하여 

논하 다. 국내에서는 한국정보 리학회, 한국

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가 2017년 11월 

공동학술 회를 개최하고 4차 산업 명 시 의 

문헌정보학의 미래와 망에 하여 논하 다. 

특히 류은 (2017)은 4차 산업 명 시 를 맞

이하여 정부 차원에서 비하고 있는 도서  분

야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신기술이 도입된 스마

트 도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도서 ,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  

등에 해 구체 으로 논하 다. 

4차 산업 명이 도서 에 불러올 변화에 

응하기 해서는 재를 분석하고 내․외부 구

성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

요성에 입각하여 노 희(2014a, 2014b)와 김

태  외(2017)는 재 도서 에 용되었거나 

용될 가능성 있는 신기술에 해 연구하 고, 

박태연 외(2018)는 내부 구성원인 사서의 인식

과 요구사항을 조사하 다. 따라서 보다 종합

인 황을 악하기 해서는 도서 을 실제로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 으로는 4차 산업

명 시 의 신기술과 기기, 이용자가 바라는 선

진화된 서비스, 그 외의 요구 사항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신기술과 

기기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친숙한 기기와 기술

에 해 악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측면에

서는 도서  서비스 역  이용자의 참여  

요구가 많은 역은 무엇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

분은 무엇인지에 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의 미래상

을 정립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도서  이용

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

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인식하는 4차 산업 명

과 이용자가 바라는 도서 의 미래상을 조사하

다. 최종 으로 사서가 바라는 도서 의 미래

상(박태연 외 2018)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서

이 우선 으로 마련해야 할 응책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

서 이 제공해야할 서비스 모형과 그 방향을 정

립하는데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도서  분야에서의 4차 산업 명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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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17년에 들어와서야 본격 으로 발표되

기 시작했다. 그러나 4차 산업 명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인 ICT,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에 한 연구들

을 모두 포함하여 생각한다면 이미 2010년경부

터 꾸 히 연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통

인 도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서비스를 

고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그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기술 용 역에 따

라 장서, 시설, 이용자 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역별로 표 인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장서의 구성이나 리에 있어서 

주로 클라우드 컴퓨 과 빅데이터의 용에 

한 연구들이 있다. 조재인(2012)은 도서  장

서 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클라우드 컬

션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학도서 을 

상으로 장서 리 환경의 변화 요인을 분석

하고, 클라우드 컬 션의 의의를 통해 한 

도입 방향을 망하 다. 장서 리의 변화 요

인으로 도서 이용률  구입 비  감소, 자책 

시장 활성화, 인쇄 도서의 소  디지털화 경향

을 지 하 으며, 이에 따라 공동 랫폼의 구

축을 통한 도서 간 공동 장서의 보존과 활용

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구체

인 사례를 통해 강조하 다. 인쇄본 공동 보

존소와 디지털 보존소의 상보 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컬 션을 기반으로 장서 

운  시나리오를 제안하 으며, 공동 보존소를 

한 재원 조달, 자료 소유권 문제 등 실 인 

문제가 존재하며, 인식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이성숙(2016)은 지역 공

공도서 의 작서 공동보존  활용 황을 통

해 공공도서 에서 클라우드 컬 션을 도입하

기 한 과제와 운 방향을 제안하 다. 사례 

조사와 사서 면담을 통하여 지역 표도서 의 

역할이 요성을 확인하 으며, 따라서 클라우

드 컬 션 운 을 하여 지역 표도서 을 

심으로 운 체제가 구성되어야하며, 인쇄본 공

동보존서고 기능 확 , 디지털 공동보존서고 구

출을 한 다양한 디지털자료 확보, 지역(향토)

자료의 수집과 보존 등을 제안하 다. 추가 으

로 김용(2012)은 장서 리뿐만 아니라 도서  

서비스 반에 걸쳐 클라우드 컴퓨 과 빅데이

터 개념의 도입되어야 함을 논의하 다. 클라우

드 컴퓨 이 빅데이터 시 의 용량 데이터 

장, 리, 보존, 그리고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를 

한 한 안임을 지 하고 도서 의 클라

우드 컴퓨  도입 방안을 제시하 다. 기존 독

립 인 방식으로 구축  운용되는 on-premise 

방식의 도서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 을 분석

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클

라우드 컴퓨  용 황과 용 시 고려사항

을 리 , 시스템운 , 소 트웨어 개발  유

지 측면에서 도출하 다. 자원 리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시스템 리, 도서  업, 사서 역

할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도서  시스템 도입을 

한 단계별 구축 략을 제안하 으며, 클라

우드 컴퓨 이 도서 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두 번째로 도서 의 시설 측면에서 사물인터

넷(IoT)의 개념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정민

경, 권선 (2014)은 도서 에 사물인터넷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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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용하여 사람, 사물, 데이터가 서로 유기

으로 연계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서 온톨로

지 설계안을 제시하 다. 센싱,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인 라,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주

요 기술들을 고찰하고 출과 반납, 도서 정보

의 통합, 센싱 기술을 통한 정보 제공의 측면에

서의 사물인터넷 용 범 를 설정하여 온톨로

지를 설계하고 모델링을 제안하 다. 한 신

기술 용에 있어 이용자 심이라는 본질을 

지켜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사물인터넷은 이

용자 행 에 따라 가치가 부여됨을 강조하 다. 

노동조, 손태익(2016)은 S 학 도서 의 사물

인터넷 구축 사례를 통해 학도서 의 사물인

터넷 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 다. 사

물인터넷의 핵심 요소로 네트워크, 센서, 랫

폼을 제시 으며, 다양한 활용분야를 제안하

다. 국내외 도서  용 사례를 통해 비콘 알림, 

이용자 치 알림, 출입  열람 좌석 배정, 경로 

안내,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스마트 락커, 모바

일 출의 역에 사물인터넷이 용되어 있음

을 확인하 고, 특히 S 학교 도서 의 비콘 출

입 인증 서비스, 모바일 셀 출 서비스, 스마

트 실내공기 질 측정 서비스, 비콘 기반 열람실 

좌석배정 서비스에 하여 집 으로 소개하

다. 추가 논의를 통하여 도서 의 사물인터넷 

용 분야를 출입  시설 활용, 장서 리, 추천 

서비스, 제 서비스, 치기반 서비스, 이용자 

교육으로 구분하 다. 노 희(2014a)는 문헌 

 사례 분석을 통해 차세 디지털도서 에 

용 가능한 주요 기술들을 검토하 다. 미래 도

서 에 용 가능한 기술로 상황인식기술, 증

강 실, 구 래스, HUD, Flexible Display 

등 새로운 디스 이 기술, 입는 책을 들었으

며, 무한창조공간, 복합공간의 재개념화를 통해 

도서 의 공간변화에 한 논의를 추가하 다. 

선행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재 언 되고 

있는 기술들이 곧 실화 될 것이며, 따라서 라

이 러리 4.0의 논의에 기술환경  발 에 

한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 하 다. 김태

 외(2017)는 도서 의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황을 분석하고, 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

여 도서 에 용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서

비스를 제안하 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한 

개념(각종 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센서․

부품이 용된 디바이스)과 도서 에 활용 가

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모바일/태블릿, 가상

실/증강 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3D 린터/스캐 )를 제시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활용 황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국내 도서 의 경우 모바일/태블릿 

증강 실, 증강 실 디바이스, 3D 린터/스캐

의 경우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eBooks, RFID의 경우 범용단계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자 면담을 통해 서비스 고

려사항(디바이스 친숙도, 직원 문성 확보, 

산 문제)과 도서  요소별 용방안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지능정보화 

서비스를 논한 최근의 연구로, 새로 도입된 신기

술 기반 서비스들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수

용의도에 한 연구들이 있다. 노 희(2014b)는 

미래도서 의 이용자 인식  요구를 알아보기 

하여 디지털기술에 친숙한 세 로서 Y세

를 상으로, 이들이 차세 디지털도서 으로

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 요구사항을 조사

하 다. 조사결과 Y세 의 서비스 요구도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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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서비스, 시맨틱 서비스, 링크드데이터 

서비스, 구 래스 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Y세 는 타문화, 타인종에 한 거부감이 

고 높은 지  수 을 가지며, 기존 베이비붐 

세 에 비해 새로운 서비스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세  모두 휴 폰 는 스

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박태연, 남재우(2017)은 NFC를 용한 

학도서 의 모바일 자가 출서비스에 하여 

이용자의 수용의도를 분석하 다. 새로운 기술

이 소개되었을 때 이를 수용하는데 향을 미치

는 사회 , 인지  요인들에 하여 통합기술구

용이론을 기반으로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인지된 을 선정하여 설문

을 수행하 다. 사물인터넷의 사례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NFC를 선정하여 도서  자가 

출 서비스에 한 수용의도를 측정하 으며, 

성과기 , 노력기 , 진조건이 부분 으로 

향을 미치고, 인지된 은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있어 서비스의 유용함과 용이성이 이용자에게 

큰 매력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제안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서 계에서 4차 

산업 명이나 그 핵심 기술들에 한 논의가 다

양한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서 리나 기술 인 에서의 도서

 시설 등 도서  운용에 한 연구들에 비해 

도서  서비스에 한 이용자 인식, 수용 의도

와 같은 이용자 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17)와 

경제연구원(2017)이 한국 과학기술계와 국내 

기업들을 상으로 4차 산업 명에 한 인식

에 하여 이미 연구를 진행한 것과 비교한다

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에 한 이용자들의 반 인 

인식, 요구  기 사항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

으로 미래 도서 의 한 응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방법론 

3.1 조사방법  범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에 

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도서 의 미래

상에 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7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은 국립 앙도

서   국립세종도서  이용자를 심으로 

국의 공공도서   학도서  이용자와 주

지역 거주자를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 다. 국립 앙도서   국

립세종도서 의 경우 도서 에 방문한 이용자

를 상으로 직  배포, 수집하 으며, 그 외 도

서 의 경우 도서  사서들을 통해 배포, 수집

하 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도서 에서 리하

고 있는 이용자들을 상으로 메일 등을 통해 

독려하여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다. 

배포한 420부의 설문지  299부가 회수되어 회

수율은 71.2%이며, 구 폼(Google Form)을 활

용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6건의 응답 결과를 

추가로 확보하 다. 최종 으로 665건의 응답 

결과를 확보하 으며 이  불성실한 응답 결

과 20건을 제외한 645건을 상으로 분석을 실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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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김성진

(2013), 노 희(2014b), 김태  외(2017), 문

화체육 부(201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2017) 등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성하 다. 설문은 일반사항, 4차 산

업 명에 한 인식, 4차 산업 명 기술  스

마트 디바이스 활용 황,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의 미래상, 총 4개 항목 아래 22개 문항

으로 구성하 으며, 2차에 걸친 일럿 분석을 

통해 보완, 검증하 다(박태연 외 2018). 일

럿 분석에서 생소한 용어와 내용 이해에 한 

어려움이 지 되어 보다 자세한 설명과 썸네일, 

시 등을 추가하여 설문 문항을 보완하 다. 

최종 으로 확정된 설문 항목과 문항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수집된 응답 결과의 각 문항에 해서는 SPSS 

Ver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를 산출하 다. 항목 말미에 제시

된 개방형 질문의 경우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분

류기 을 설정, 항목별 비율을 산출하 다. 

4. 설문 결과

4.1 인구통계학  특징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 645명  남성은 282명

(43.72%), 여성은 363명(56.28%)으로 여성

의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설문 응답자의 연

령 분포는 20  187명(28.99%), 30  165명

(25.58%), 19세 이하 110명(17.05%), 40  95

명(14.73%), 50  48명(7.44%), 60  이상 40

명(6.20%)으로, 20~30 가 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설문 응답자의 학력 분

포는 졸 345명(56.49%), 고졸 미만 110명

(17.05%), 고졸 84명(13.02%), 학원(석사)졸 

80명(12.40%), 학원(박사)졸 26명(4.03%) 

순으로 나타나 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

다. 넷째, 총 645명의 응답자  한 달에 1회 정도 

도서 에 방문하는 응답자가 135명(20.93%), 

일주일에 1회 정도 방문하는 응답자가 117명

(18.14%), 일주일에 4회 이상 방문하는 응답자

가 102명(15.81%), 일주일에 2-3회 정도 방문

하는 응답자가 101명(15.66%)으로 나타나 

역 조사 항목 포함 내용 문항수

Ⅰ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도서  방문경험, 주로 방문하는 도서 , 직업 6

Ⅱ 4차 산업 명 인식 4차 산업 명에 한 인지, 심, 심 분야, 개 수 4

Ⅲ

4차 산업 명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황

평소에/도서 에서 사용하는 IT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의 종류  

사용 빈도, 도서 에서 사용하는 IT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에 한 

만족도, 불만, 개선 사항

5

Ⅳ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의 미래상

4차 산업 명이 불러올 도서 의 미래, 도서 에 필요한 4차 산업 명 

기술, 4차 산업 명 기술이 필요한 도서  서비스 역, 4차 산업 명 

기술 용의 필요정도, 새로운 기술을 목한 서비스들의 제공 상, 

도서 에서 이용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종류, 기타 의견 

7

<표 1> 설문 항목과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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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비율(%)

성별

남성 282 43.72 

여성 363 56.28 

합계 645 100.00 

연령

19세 이하 110 17.05 

20 187 28.99 

30 165 25.58 

40 95 14.73 

50 48 7.44 

60  이상 40 6.20 

합계 645 100.00 

학력

고졸 미만 110 17.05 

고졸 84 13.02 

졸 345 53.49 

학원(석사)졸 80 12.40 

학원(박사)졸 26 4.03 

합계 645 100.00 

도서  방문 경험

거의 매일(주4회 이상) 102 15.81 

일주일에 2-3회 정도 101 15.66 

일주일에 1회 정도 117 18.14 

한 달에 1회 정도 135 20.93 

석 달에 1회 정도 64 9.92 

일 년에 1회 정도 49 7.60 

거의 이용하지 않음 77 11.94 

합계 645 100.00 

주로 방문하는 도서

공공도서 344 53.33 

학교도서 122 18.91 

학도서 84 13.02 

문도서 9 1.40 

국가도서 64 9.92 

작은도서 16 2.48 

기타 6 0.93 

합계 645 100.00 

직업

․ ․고등학생 110 17.05 

학(원)생 103 15.97 

회사원 156 24.19 

자 업 22 3.41 

문직 70 10.85 

공무원 51 7.91 

업주부 24 3.72 

무직 40 6.20 

기타 69 10.70 

합계 645 100.00 

<표 2>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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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응답자가 일주일에 평균 1-3회 정도 

도서 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주로 방문하는 도서 은 

공공도서 (53.33%)이며 그 뒤로는 학교도서

(18.91%), 학도서 (13.02%), 국가도서

(9.92%)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응답자들의 

직업 분포는 회사원이 156명(2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 ․고등학생 110명(17.05%), 

학(원)생 103명(15.97%), 문직 70명(10.85%)

으로 뒤를 이었다(<표 2> 참조). 

4.2 4차 산업 명 인식

4차 산업 명에 한 이용자의 인식을 알아

보기 하여 4차 산업 명에 한 인지 정도, 

4차 산업 명에 한 심 정도와 심 분야, 

이용자 에서 바라보는 도서 의 4차 산업

명 개 수 을 조사하 다. 

4.2.1 4차 산업 명 인지도

4차 산업 명에 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약

간 알고 있음이 33.02%, 잘 알고 있음이 8.22%

로 나타나 응답자의 41.24%가 4차 산업 명에 

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잘 알지 못함(18.91%)과  모름(5.56%)이 

응답자의 24.47%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이 3.19

인 것으로 볼 때 이용자들은 변하는 환경에 

해 개략 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표 3> 참조). 

4.2.2 4차 산업 명 심도  심 분야

이용자들의 4차 산업 명에 한 심을 분

석한 결과, 약간 심 있음이 33.49%, 보통이 

30.39%, 매우 심 있음이 13.64%로 나타나 

응답자의 77.52%가 4차 산업 명에 하여 

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차 산업 명에 심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

항목 N 비율(%) M Std

 모름  36  5.58 

3.19

(사서: 3.44)

1.02

(사서: 0.88)

잘 알지 못함 122 18.91 

보통 221 34.26 

약간 알고 있음 213 33.02 

잘 알고 있음  53  8.22 

<표 3> 4차 산업 명 인지 정도

(N = 645)

항목 N 비율(%) M Std

 없음  42  6.51 

3.32

(사서: 3.73)

1.10

(사서: 0.90)

별로 심 없음 103 15.97 

보통 196 30.39 

약간 심 있음 216 33.49 

매우 심 있음  88 13.64 

<표 4> 4차 산업 명에 한 심 

(N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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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하여, 심 분야를 다시 응답하게 하

다.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

드 컴퓨 , 빅데이터, 모바일, 로  등 6개의 분

야  이용자가 가장 심 있는 분야는 인공 지

능(AI)(31.64%)이었으며, 그 뒤로는 사물 인

터넷(IoT)(24.73%), 모바일(20.55%), 빅데이

터(12.18%), 로 (7.82%), 클라우드 컴퓨

(3.09%)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4.2.3 도서  분야의 4차 산업 명 개 수

이용자 에서 도서 의 4차 산업 명 

개 수 을 물어본 결과, 상당히 미흡이 29.61%, 

어렵게 추격 가능이 23.26%로 나타났으며, 평

균이 2.26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선도  

치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78%, 수월하게 

추격 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9%에 그쳐 

이용자의 부분이 도서 에서의 4차 산업 명 

개 수 을 미흡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표 6> 참조). 

4.3 4차 산업 명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황

4차 산업 명 시 에 도서 에서 수용해야 

할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에 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이용자가 평소에 혹은 

도서 에서 사용하는 IT 장비와 스마트 디바이

스에 해 물었다. 주로 사용하는 IT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와 그 사용 빈도에 해 응답

하게 하 고, 만족도와 불만 사항, 개선 사항에 

하여 응답하게 하 다. IT 장비  스마트 디

바이스 종류는 김태  외(2017)의 연구를 참고

하여 선정하 으며, 리커트 5  척도를 활용하

여 문항을 구성하 다. 불만 사항과 개선 사항

항목 N 비율(%)

인공 지능(AI) 174 31.64 (사서: 25.4)

사물 인터넷(IoT) 136 24.73 (사서: 29.9)

클라우드 컴퓨  17 3.09 (사서: 4.5)

빅데이터  67 12.18 (사서: 22.4)

모바일 113 20.55 (사서: 12.4)

로  43 7.82 (사서: 5.5)

<표 5> 4차 산업 명 심 분야 

(N = 550)

항목 N 비율(%) M Std

상당히 미흡 191 29.61 

2.26

(사서: 2.11)

0.99

(사서: 0.96)

어렵게 추격 가능 150 23.26 

보통 252 39.07 

수월하게 추격 가능  47  7.29 

선도  치   5  0.78 

<표 6> 도서 의 4차 산업 명 개 수  

(N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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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구체 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하 다.

4.3.1 자주 사용하는 IT 장비와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자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IT 장비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장비

는 모바일폰(평균 4.51)으로 나타났으며, 스

마트 디바이스는 QR코드(평균 2.52)와 비콘

(평균 2.45)으로 나타났다. 휴 폰과 스마트폰

으로 표되는 모바일폰은 데스크톱 pc나 노트

북, 넷북 등보다 휴 가 편리하고 보 률이 높

다(Kakihara 2016)는 에서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QR코드와 비콘은 제시된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보다 실생활에서 자주 노

출, 사용되고 있다는 에서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도서 에서 자주 사용하는 IT 장비

와 스마트 디바이스에 해 물어본 결과, 평소 

사용률이 높았던 모바일폰이 평균 3.82로 도서

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되는 IT 장비로 나타났

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우, 반 으로 낮은 

평균을 보여 부분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RFID

만 유일하게 평균 2를 넘어 일부 사용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분의 

도서 에서 자료 리용으로 부착하여 사용하

고 있는 RFID의 사용이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즉, 도서 을 활용하는 본연의 목 인 자료 열

람이나 정보 습득 외에 최신 디바이스를 체험하

고 활용하는 기회가 은 것임을 의미한다(<표 

8> 참조).

4.3.2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스마

트 디바이스 만족도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IT 장비  스마

트 디바이스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하지 못한다에 10.39%, 조  만족한다

에 29.30%가 응답하여 체 응답자  39.69%

항목　

 사용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사용한다 M Std

N(%) N(%) N(%) N(%) N(%)

IT장비

데스크톱 PC 130(20.16%)  71(11.01%) 156(24.19%)  79(12.25%) 209(32.4%) 3.26 (사서: 4.71) 1.51 

노트북 131(20.31%)  57(8.84%) 137(21.24%) 102(15.81%) 218(33.8%) 3.34 (사서: 2.88) 1.52 

넷북 290(44.96%)  82(12.71%) 135(20.93%)  66(10.23%)  72(11.16%) 2.30 (사서: 2.17) 1.41 

모바일폰  22(3.41%)   7(1.09%)  74(11.47%)  62(9.61%) 480(74.42%) 4.51 (사서: 4.15) 0.98 

스마트 

디바이스

자책 용단말기 474(73.49%)  58(8.99%)  69(10.7%)  22(3.41%)  22(3.41%) 1.54 (사서: 1.52) 1.04 

3D 린터 580(89.92%)  32(4.96%)  18(2.79%)  10(1.55%)   5(0.78%) 1.18 (사서: 1.11) 0.63 

비콘 240(37.21%)  93(14.42%) 158(24.5%)  89(13.8%)  65(10.08%) 2.45 (사서: 1.23) 1.37 

RFID 312(48.37%)  90(13.95%) 139(21.55%)  59(9.15%)  45(6.98%) 2.12 (사서: 3.54) 1.30 

QR코드 173(26.82%) 152(23.57%) 175(27.13%) 103(15.97%)  42(6.51%) 2.52 (사서: 2.68) 1.22 

구 래스 445(68.99%)  72(11.16%)  69(10.7%)  31(4.81%)  28(4.34%) 1.64 (사서: 1.12) 1.12 

<표 7> 평소에 사용하는 IT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황

(N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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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용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사용한다 M Std

N(%) N(%) N(%) N(%) N(%)

IT장비

데스크톱 PC 160(24.81%)  97(15.04%) 160(24.81%)  99(15.35%) 129(20%) 2.91 1.45 

노트북 264(40.93%)  75(11.63%) 128(19.84%)  78(12.09%) 100(15.5%) 2.50 1.50 

넷북 396(61.4%)  70(10.85%) 107(16.59%)  41(6.36%)  31(4.81%) 1.82 1.20 

모바일폰  81(12.56%)  37(5.74%) 107(16.59%) 110(17.05%) 310(48.06%) 3.82 1.41 

스마트 

디바이스

자책 용단말기 485(75.19%)  68(10.54%)  64(9.92%)  10(1.55%)  18(2.79%) 1.46 0.94 

3D 린터 571(88.53%)  32(4.96%)  33(5.12%)   6(0.93%)   3(0.47%) 1.20 0.61 

비콘 500(77.52%)  57(8.84%)  61(9.46%)  16(2.48%)  11(1.71%) 1.42 0.89 

RFID 334(51.78%)  66(10.23%) 127(19.69%)  55(8.53%)  63(9.77%) 2.14 1.38 

QR코드 349(54.11%) 104(16.12%) 116(17.98%)  42(6.51%)  34(5.27%) 1.93 1.21 

 구 래스 522(80.93%)  46(7.13%)  46(7.13%)  15(2.33%)  16(2.48%) 1.38 0.90 

<표 8> 도서 에서 사용하는 IT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황 

(N = 645)

가 불만족을 표 했다. 한편, 상당히 만족한다

에 12.56%, 매우 만족한다에 0.62%가 응답하

여 제 응답자  13.18%만이 만족을 표 하

다. 만족을 표 한 경우가 불만족을 표 한 

경우보다 3배 정도 낮은데, 이는 근본 으로 도

서 에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IT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가 제한 이라는 에서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표 9> 참조).

4.3.3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스마

트 디바이스 불만  개선 사항

개방형 질문을 통해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

는 4차 산업 명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에 

한 불만 사항과 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

도록 하 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주로 기기

(30%)와 활용(30%) 측면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양 ․질  측면에서 다양하지 못

한 에 불만을 표 하여 상기 <표 8>과 <표 9>

에서 확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기

기와 활용 측면 외에 시설이나 서비스와 련

된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다수는 사용법을 모르거나 사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신기술이나 기기에 한 거부감이 있

는 것으로 단된다(<표 10> 참조).

이용자들은 도서 에서 사용하는 기술  기

항목 N 비율(%) M Std

 만족하지 못한다  67 10.39 

2.64 0.85 

조  만족한다 189 29.30 

보통이다 304 47.13 

상당히 만족한다  81 12.56 

매우 만족한다   4  0.62 

<표 9>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만족도

(N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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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함 내용 답변 

기기(30%)
기기 없음, 부족(종류), 부족(개수), 

노후, 리 소홀 등

“공공도서 의 경우 스마트 디바이스 도입 수 이 매우 낮음”, “구비되

어있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음”, “기기가 잘 리되지 못 함”

활용(30%)
와이 이, 근성, 공간, 자책, 응

부족, 불편함

“가끔 산 오류가 있음”, “ 무 느림”, “도서 찾기가 어려움”, “실용성

이 부족하다.”

안내(25%) 사용법 모름, 경험 기회 부족 등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이 떠올라야 하는데, 사용법

에 비해 이름이 무 어려운 것 같다.”, “어렵다”, “여러모로 복잡한 

편이다.”

기술(11%) 미 용, 낙후, 불안(보안), 오류 등
“4차 산업 련 구축이 잘 안 되어있다.”, “보안상 불안함. 기계, 자시

스템 상 오류 발생”

기타(4%)

“스마트 디바이스에 한 불만은 없다. 도서 검색과 치 제공 수 만 제공해도 만족한다.”, “도서 에서는 

검색밖에 해본  없음.”, “도서 에서의 4차 산업 명 기술 목에 해 해본다는 경험이 없어 불만 

는 개선사항에 해 생각나지 않는다.”

<표 10>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기기에 한 불만 사항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시스템 개선

(28%)

통합 랫폼 제공, 근성, 데이터 

품질, 오류 개선 등

“온라인상으로 근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여

러 사람이 쓰기에는 아직 기술 , 공공성이 떨어지는 듯”, “어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새로운 정보에 한 신속한 업데이트”

기기 용

(26%)
환경, 노후화, 산 등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활용”, “ 자책 

비  증가, 도서  내 스마트기기 비치”

이용자 맞춤

(22%)

이용자가 원하는 신기술 용, 콘텐

츠 등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면, 련 서 을 찾아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시스

템”, “Deep learning 기술을 용한 이용자 맞춤형 참고정보서비스”, 

“내가 원하는 책의 장르와 주인공과 거리 같은 것 등을 치면 책 종류가 

나왔으면 좋겠다”

안내(11%) 안내, 사용법 고시 등 “안내, 교육 부족”, “자세한 사용법을 고시”

홍보(5%)
디바이스 홍보, 서비스 홍보, 도서  

홍보 등

“디바이스  서비스를 많은 홍보를 통해 인지시키고 참여를 유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에 한 홍보가 부족한 듯”

기기 여

(4%)
장비 여, 기기 여 등

“IT 자 장비를 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소 노트북 이용자로서 

노트북 련 여 등, 가능했으면(충 기, 마우스 등)”

체험 제공

(2%)
체험 기회 제공, 체험 장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감성의 증 ”,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체험 

장치를 많이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교육(1%) 이해 부족, 교육 제공 등 “이용용도에 한 의 이해부족”, “이용 방안에 한 교육 활성”

기타(1%) “지  기술로도 충분히 도서  이용이 편하다.”, “기술 개선보다 도서 이 많아졌으면 한다.”

<표 11>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기기에 한 개선 사항

기의 개선 사항과 련하여 시스템 개선(28%)

과 기기의 용(26%), 이용자 맞춤(22%)을 

주로 요구하 다. 시스템 개선은 재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기반 시설과 

련한 불만  개선 요구로, 구체 으로는 온라

인 근성의 확 , 어 리 이션 개발  제공, 

최신 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 기기 용과 련

해서는 다양한 기기 제공, 스마트폰 활용, 자

책 비 의 증가 등에 한 요구가 있었다. 이용

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이용자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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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도 높은 것으로 악되었는데, 이용자

들은 주로 책 찾기, 도서 추천 분야에서 신기술

이 용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

나 홍보, 교육에 한 요구 비율은 상 으로 

낮았으나 이용자들이 공통 으로 지 하고 있

는 문제이므로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

인다(<표 11> 참조).

4.4 4차 산업 명시 의 도서  미래상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에 한 이용자

들의 기 를 알아보기 하여 4차 산업 명이 

도서 에 불러올 미래의 변화, 도서 에 필요

한 4차 산업 명의 기술과 필요 정도, 기술이 

용되어야 할 도서  서비스의 역, 새로운 

기술을 목한 서비스의 제공 상 등을 조사

하 다. 

4.4.1 4차 산업 명이 불러올 도서  미래 

변화

이용자들은 4차 산업 명이 도서 의 발

과 역할 확 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에 각각 66.82%, 58.45%가 응답하여 정 인 

반응을 보 다. 한 4차 산업 명이 정보의 부

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에도 정 인 응답(36.44%)이 부정 인 응답

(24.96%)보다 약 12%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차 산업 명이 도서  내 기회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의견에는 부정 인 응답(46.88%)이 

정 인 응답(21.86%)보다 약 25% 높게 나

타나, 4차 산업 명이 도서 에 불러올 변화에 

정 인 기 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  내 

기회와 일자리에 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12> 참조).

4.4.2 4차 산업 명 기술의 필요 정도

이용자들은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을 

해 신기술 도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빅데이터(평균 4.04)와 모바일(평균 3.99)

을 가장 필요한 기술로 인지하고 있으며, 로

(평균 3.10)에 한 필요성을 상 으로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모바일과 로 의 경우 앞서 

본인의 심 분야를 묻는 문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 으나, 빅데이터는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표 5>에서 보다시피 본인의 

심 분야를 빅데이터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항목　

 그 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 다 M Std

N(%) N(%) N(%) N(%) N(%)

4차 산업 명은 도서  발 에 도
움이 될 것이다

 14(2.17%)  31(4.81%) 169(26.2%) 234(36.28%) 197(30.54%)
3.88

(사서: 4.16) 
0.97 

4차 산업 명은 도서 의 역할을 
확 시킬 것이다

 23(3.57%)  57(8.84%) 188(29.15%) 207(32.09%) 170(26.36%)
3.69 

(사서: 3.79)
1.06 

4차 산업 명은 정보의 부익부 빈
익빈 양극화를 완화시킬 것이다 

 60(9.3%) 101(15.66%) 249(38.6%) 148(22.95%)  87(13.49%)
3.16 

(사서: 3.43)
1.13 

4차 산업 명은 도서  내 기회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116(17.98%) 187(28.99%) 201(31.16%)  94(14.57%)  47(7.29%)
2.64

(사서: 2.65) 
1.15 

<표 12> 4차 산업 명이 불러올 미래 변화

(N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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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는데, 이용자들은 빅데이터를 도서

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응답하 다. 도서 

추천 서비스와 같은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개

선 사항으로 요구한 을 미루어 볼 때, 본인의 

심 분야와는 거리가 멀지만 빅데이터를 활용

한 기술이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3> 참조). 

4.4.3 4차 산업 명 기술 용이 필요한 도서

 서비스 역

이용자들은 도서  서비스 역에 4차 산업

명 기술의 용이 필요하다는 에 모두 공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가지의 도서  서

비스 역  도서  온라인 서비스에 한 기

술 도입 필요성이 평균 4.0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시설 환경(디바이스)(평균 3.95), 시설 

환경(공간)(평균 3.83), 도서  오 라인 서비

스(평균 3.72), 인 자원(평균 3.65)이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 서비스 역과 시설 환경(디바

이스) 역에 4차 산업 명 기술의 용이 가

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응답은 앞서 도서 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 빅데이터와 모바일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표 

14> 참조).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4차 산업 명 기술의 

용이 필요한 서비스 역이나 이와 련된 요

구 사항에 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응답한 이용자의 45%가 신기술이 

용된 서비스를 요구하 다. 컨 , 책 읽어주

는 서비스, 자동 책 정리 서비스, 책 추천  검

색 서비스 등 도서 련 서비스를 주로 요구하

다. 신기술이 용된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들

은 콘텐츠 련 서비스(23%)를 요구하 는데 

이는 주로 차책이나 온라인 서비스와 련된 

요구 다. 한 상황개선(18%)과 련하여 시

설이나 자료 이용 분야와 같은 편의성 부분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항목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M Std

N(%) N(%) N(%) N(%) N(%)

인공지능

(AI)
19(2.95%)  63(9.77%) 229(35.5%) 187(28.99%) 147(22.79%)

3.59 

(사서: 3.85) 
1.04 

사물인터넷

(IoT)
19(2.95%)  40(6.2%) 183(28.37%) 225(34.88%) 178(27.6%)

3.78 

(사서: 4.08) 
1.01 

클라우드 

컴퓨
21(3.26%)  42(6.51%) 239(37.05%) 188(29.15%) 155(24.03%)

3.64 

(사서: 4.04) 
1.02 

빅데이터 11(1.71%)  32(4.96%) 144(22.33%) 194(30.08%) 264(40.93%)
4.04 

(사서: 4.41) 
0.99 

모바일 10(1.55%)  28(4.34%) 161(24.96%) 206(31.94%) 240(37.21%)
3.99 

(사서: 4.42) 
0.97 

로 65(10.08%) 105(16.28%) 264(40.93%) 121(18.76%) 90(13.95%)
3.10 

(사서: 3.30) 
1.14 

<표 13> 4차 산업 명 기술의 필요 정도

(N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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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M Std

N(%) N(%) N(%) N(%) N(%)

인 자원 18(2.79%) 45(6.98%) 225(34.88%) 211(32.71%) 146(22.64%)
3.65

(사서: 3.92) 
0.99 

시설 환경

(공간)
14(2.17%) 35(5.43%) 189(29.3%) 215(33.33%) 192(29.77%)

3.83

(사서: 4.17) 
0.99 

시설 환경

(디바이스)
 7(1.09%) 27(4.19%) 164(25.43%) 240(37.21%) 207(32.09%)

3.95 

(사서: 4.30) 
0.92 

도서  

오 라인 서비스
16(2.48%) 47(7.29%) 206(31.94%) 206(31.94%) 170(26.36%)

3.72 

(사서: 3.93) 
1.01 

도서  

온라인 서비스
13(2.02%) 14(2.17%) 148(22.95%) 208(32.25%) 262(40.62%)

4.07 

(사서: 4.37) 
0.95 

<표 14> 4차 산업 명 기술이 필요한 도서  서비스 역

(N = 645)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신기술

(45%)

Deep learning, 빅데이터, 로

사서, 화형 도서 추천 등 

“TTS를 이용한 책 읽어주는 웹 서비스 개발”, “Deep learning 기술을 용한 

이용자 맞춤형 참고정보서비스”, “홍체인식센서가 배치되면 좋겠다.”, “책을 

찾을 때 해당하는 치에 불이 들어오면 좋겠다.”, “인공지능 로 사서 필요”, 

“ 화형 도서 추천 서비스”

콘텐츠

(23%)

e북, 콘텐츠 확보, 온라인 서

비스 등

“인 자원은 처음에는 필요하나 시스템이 안정화된 후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

록 콘텐츠 확보가 되어야함”, “온라인을 통한 e북 여 활성화”, “도서 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 필요”

상황개선

(18%)

편의 제공, 문성, 시설 환

경 개선 등

“서  어디서나 끊기지 않는 서비스 ex)구석진데 가면 와이 이 끊김”, “작은 

도서 도 시설 환경 좀 업그 이드 했으면 좋겠음.”, “오 라인과 온라인의 

조화가 필요함”

공간(4%) 자유공간, 책 읽는 공간 등
“편리성은 증가할 수 있으나 ‘책을 읽는다’는 도서 의 개념에 한정될 것”, 

“4차 명 외에 자유공간 필요”, “증강 실 체험장”

홍보(3%) 이용 유도, 도서  홍보 “홍보필요 이용유도”, “찾아가는 이동도서 을 통한 홍보”

교육(3%) 문 강사, 이용자 교육
“ 문강사의 교육도 함께 할 수 있게끔”, “이용자 교육을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인력(2%) 문인력 “ 문성이 필요함(직원)”

기타(2%) “지나친 발 은 편리함과 동시에 인력감소를 불러올 것 같다”

<표 15> 신기술 련 서비스 요구사항

4.4.4 서비스 역별 요구사항 

도서  서비스 역별 구체 인 이용자 요구 

사항을 악하기 하여 4차 산업 명 기술 

용이 가능한 서비스 항목을 구성하여 필요 정

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반

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 자원 역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평균 4.00)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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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시설 환경(공간) 역에서는 편의시설 

황 정보 제공(평균 4.09)에 한 요구가 높

게 나타났다. 오 라인 서비스 역에서는 쉬

운 출과 반납(평균 4.18)에 한 요구가 높

게 나타났고, 온라인 서비스 역에서는 UI의 

용이성(평균 4.22)과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평균 4.27)에 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표 

16> 참고). 

항목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M Std
N(%) N(%) N(%) N(%) N(%)

인 자원 ( 문성, 업무효율성)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한 기술
문 사서 배치

17(2.64%) 34(5.27%) 215(33.33%) 194(30.08%) 185(28.68%)
3.77

(사서: 3.95) 
1.01 

신기술 활용을 한 사서 상 훈련, 
교육 로그램 제공

7(1.09%) 38(5.89%) 172(26.67%) 228(35.35%) 200(31.01%)
3.89 

(사서: 4.52) 
0.95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용
) 수서/정리 업무 용, 스마트 카
트 활용

7(1.09%) 26(4.03%) 147(22.79%) 246(38.14%) 219(33.95%)
4.00 

(사서: 4.37) 
0.91 

시설 환경 (공간)

도서  내 이용자 치 악 
) 이용자의 자녀 치 확인 

28(4.34%) 90(13.95%) 219(33.95%) 189(29.3%) 119(18.45%)
3.44 

(사서: 3.47)
1.08 

도서  내 공간별 활용도를 분석 9(1.4%) 38(5.89%) 179(27.75%) 241(37.36%) 178(27.6%)
3.84 

(사서: 4.15)
0.94 

편의시설 황 정보 제공
) 열람실 빈자리 황 

4(0.62%) 19(2.95%) 150(23.26%) 215(33.33%) 257(39.84%)
4.09 

(사서: 4.08)
0.89 

시설 환경 (디바이스)

도서  서비스 안내 기기(키오스크) 
배치

12(1.86%) 33(5.12%) 236(36.59%) 190(29.46%) 174(26.98%)
3.75 

(사서: 4.02)
0.97 

서가상 배가 치 정보 제공
) 스마트 서가

7(1.09%) 41(6.36%) 178(27.6%) 210(32.56%) 209(32.4%)
3.89 

(사서: 4.46)
0.97 

스마트 콘텐츠 구비
용 상) 장서, DVD 등 멀티미디

어 자료 등 
8(1.24%) 35(5.43%) 176(27.29%) 219(33.95%) 207(32.09%)

3.90 
(사서: 4.20)

0.96 

오감만족을 한 스마트 디바이스 
여

22(3.41%) 63(9.77%) 212(32.87%) 203(31.47%) 145(22.48%)
3.60 

(사서: 3.70)
1.04 

도서  서비스 (오 라인 서비스)

도서  자료를 쉽게 (스스로) 출/
반납
) 무인 출

7(1.09%) 15(2.33%) 128(19.84%) 203(31.47%) 292(45.27%)
4.18 

(사서: 4.30)
0.90 

독서 흥미 유발과 련한 기기 배치
) 독서통장 리시스템 

17(2.64%) 54(8.37%) 198(30.7%) 206(31.94%) 170(26.36%)
3.71 

(사서: 3.86)
1.03 

신기술을 응용한 문화/체험 로그
램 제공 
) 3D 린

22(3.41%) 46(7.13%) 191(29.61%) 213(33.02%) 173(26.82%)
3.73 

(사서: 3.79)
1.04 

신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한 이용
자 교육 제공

13(2.02%) 35(5.43%) 175(27.13%) 220(34.11%) 202(31.32%)
3.87 

(사서: 4.20)
0.98 

도서  서비스(온라인 서비스)

도서  자료를 쉽게 검색
(용이성, UI측면)

4(0.62%) 10(1.55%) 137(21.24%) 183(28.37%) 311(48.22%)
4.22 

(사서: 4.52)
0.87 

내가 원하는 도서  자료를 정확히 
제공(정확성, 정보요구 부합)

2(0.31%) 13(2.02%) 122(18.91%) 177(27.44%) 331(51.32%)
4.27

(사서: 4.58) 
0.86 

내가 필요한 신규정보를 알아서 제
공(시의 성)

7(1.09%) 20(3.1%) 184(28.53%) 204(31.63%) 230(35.66%)
3.98 

(사서: 4.45)
0.93 

<표 16> 서비스 역별 요구사항

(N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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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도서 을 통해 매우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특히 신기술을 용한 서비스(32%)

와 상황개선(26%)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신기술과 련하여 제시된 서비

스로는 도서 추천 서비스, 신청 도서 드론 배송 

서비스, 로 의 출/반납, 3D 린  체험, 음

성인식, 증강 실 체험장 등이 있었으며, 상황

개선과 련하여 콘텐츠 부족, 장애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복사기기 서비스 등에 한 개

선 요구가 있었다. 이 외에도 공간(13%)에 

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와 련하여 특히 신기

술 체험 공간을 요구하기도 하 다(<표 17> 

참조).

4.4.5 서비스 용 상

4차 산업 명의 기술이 용된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된다면 우선순 로 고려해야할 이용자 

그룹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 경우에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최  2개의 이용자 그룹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 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특정 이용자 그룹보다 체 일반 이용자를 상

으로 서비스가 우선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다음 우선순 로는 청소

년(38.8%), 장애인(23.4%), 어린이(15.8%), 노

인(13.0%)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4.4.6 사용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

도서 에 우선 배치해야 할 스마트 디바이스

를 알아보기 하여 이용자가 도서 에서 사용

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하여 조사하

구분 포함 내용 답변 

신기술(32%)

스마트 서가, 드론 배송, 소

음 측정, 음성 인식, 빅데이

터, GPS 등 

“책이 어떤 서가에 치해 있는지 나타나게 하는”, “온라인 도서 신청시 드론배송 

는 기간 한정제 이북 여”, “음성 인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측정. 

일정 수치를 벗어나면 사서가 주의를  수 있는 기능”,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취향별  주요부분 선별”, “3D 린 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상황개선(26%)
장애인, 통합시스템, 복사

기, 오 라인 서비스 등

“장애우와 련된 서비스.”, “온․오 라인 동시 구축이 필요함.”, “통합시스텝

구축(오 라인시 무인도서반납기에 부록 반납이 안되는거, 약도서는 지정된 

데스크에서만 반납되는것)”, “복사기기 완비”, “도서  자리 장기 유 이용자들 

리 기능”

콘텐츠(18%)
검색, 근성, 정확성, 번역, 

자책 등

“원하는 도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  자료를 쉽게 검색이 용이 했으면 

한다.”, “세계의 도서  연결 / 번역 소 트웨어”, “디지털미디어 자료 데이터 

구비 필요 )dvd,cd등의 자료 리스트 검색/신규/열람 정도 등의 데이터”

공간(13%)
휴식 공간, 용 공간, 화 

공간, 체험공간 등

“카페 활용과 휴식 공간의 확 를 통한 쉼과 명상과 독서의 기회 제공”, “ 자책

자단말기 사용부스”, “오 라인 공간. 자유 공간. 화, 포럼.”, “노트북 활용 

공간을 좀 쾌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음.”

교육(9%)
컴퓨터 사용능력, 노년층 

상 교육 등

“이용자를 한 교육 체험 기회 제공”, “어르신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 제공 

요청”, “컴퓨터 사용능력 배양을 한 교육 로그램(워드, 엑셀, PPT 등)”

홍보(1%) 안내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한 에 알 수 있는 안내 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타(1%) “지식, 정보화 시 에 부응하는  시 성에서 무조건으로 필요함”

<표 17> 구 이 필요한 서비스



14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8

N 비율(%)

어린이 102 15.8 (사서: 10.5)

청소년 250 38.8 (사서: 24.2)

장애인 151 23.4 (사서: 18.1)

노인  84 13.0 (사서: 10.9)

일반- 체 476 73.8 (사서: 81.9)

<표 18> 서비스 용 상(복수응답)

(N = 1063)

다. 이 경우에도 복수 응답을 허용하 으며 최

 2개의 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 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54.1%가 자책 용단말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3D 린

터(41.7%), 웨어러블 디바이스(33.3%), RFID 

(19.5%), QR코드(13.5%), 비콘(9.9%) 순으

로 나타났다. 사용하고 싶은 디바이스로 자

책 용단말기, 3D 린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 선택된 으로 미루어 보아 체험형 디바이

스에 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9> 

참조). 

4.4.7 기타 종합 의견

마지막 문항으로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미래를 해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자유롭

게 기술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도서 의 미래 서비스 개발을 하

여 시스템 구축이나 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상황개선(31%)이 필요하다고 지 하 다. 

한, 장서 확 , 멀티디미어, 디지털화와 련한 

사항으로 콘텐츠의 보강(26%)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첨단기기, 로 , 빅데

이터 등과 련한 서비스 요구로 신기술의 

용(17%)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도 체험, 실습, 문화, 교육 등 공간(8%) 활용에 

한 요구가 있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4차 산

업 명 시 의 도서  역할에 한 부정 인 

시각이나 신기술  기기에 한 거부감이 존

재하는 것으로 악되었다(<표 20> 참조).

N 비율(%)

자책 용단말기 349 54.1

3D 린터 269 41.7

비콘  64  9.9

RFID 126 19.5

QR 코드  87 13.5

웨어러블 디바이스 215 33.3

<표 19> 사용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복수응답)

(N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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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함 내용 답변 

상황개선

(31%)

벤치마킹, 장애인 서비스, 와

이 이 등

“몸이 불편하거나 도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자를 한 서비스가 필요하

다고 생각”, “선진국의 도서  등의 벤치마킹 필요”, “시스템 구축을 갖추는 

것도 요하지만 그것을 운 하는 사서들의 문성도 필요함”, “시스템의 구축

이 시 합니다.”

콘텐츠

(26%)

장서, 최신 자료, 멀티미디

어, 디지털화 등

“해외 도서  비도서(멀티미디어)의 최신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번역 제공.”, “서 의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요”, “도서  홈페이지 내 

내 서재 기능의 폭 보강 요망. 즉, 좀 더 개인화 리가용이하도록”, “책을 

더 많이 배치해주셨으면”

신기술

(17%)

인공지능, 로 , 첨단 기기,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 는 로  도입을 한 오 라인도서 ”, “첨단 장비 도입이 시 함.”, 

“음성으로 책의 이름을 말하면 책을 가져다 주거나 책이 높이 있어 꺼내지 

못하는 사람을 해 책을 꺼내주는 로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술 

기기 변경 설치하여 이용자와 근무직원 쾌  환경 제공” 

교육

(10%)

이용자 교육, 연수 기회, 사

서 교육 등

“정기 인 이용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시설구축도 필요하지

만 운용요원 확보, 교육이 실하죠.”, “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하는 “4차 

산업 명"에 한 연수 기회 숙지 제공 요망.”, “4차 산업 명시 에 해 

하나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시지 않아요. 가르쳐주세요.”

공간

(8%)

체험공간, 실습 공간, 문화 

공간, 교육 공간, 창조와 생

산 공간 등

“체험공간 제공”, “아이들을 한 로그래  실습 공간 활용”, “도서 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쇼핑, 

외식 등등”, “도서 에 포털 사이트와 같은 천후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체험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이 된다면”

홍보

(4%)
4차 산업 명 개념 홍보

“일반인으로 4차 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야이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기타

(4%)

“제 생각에는 4차 산업 명 시 가 오면 도서 은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건물이 되어있을 겁니다. 

요즘에 서 처럼요.”, “ 자책 구비(소량)정도가 좋습니다. 무 자식, 인공지능식 도서 은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고 어른들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방치될 듯(기계)”

<표 20> 기타 종합 의견 

  5. 인식조사 결과 비교 분석: 
이용자 vs. 사서

본 장에서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에 

한 인식과 도서 의 미래상 하여 이용자와 

사서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는 미래 응 략 수립 시 우선 순

를 정하고 두 집단의 의견을 모두 반 할 수 있

는 략을 수립하기 함이다. 사서 인식조사 

결과는 박태연 외(2018)의 연구 결과를 차용하

여 비교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 4차 산업 명 인식

4차 산업 명에 한 인식은 이용자와 사서 

모두 보통 이상의 수 을 보 다. 다만, 사서의 

인지 정도(평균 3.44)와 심 정도(평균 3.73)

가 이용자의 인지 정도(평균 3.19)와 심 정도

(평균 3.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사서가 이용

자에 비해 변하는 기술 환경에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4> 참조). 

이용자와 사서 두 집단 모두 4차 산업 명 

시 의 심 분야로 사물 인터넷(IoT)과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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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AI)을 선택하 다. 한, 두 집단 모두 도

서  분야에서의 4차 산업 명 개 수 이 미

흡(평균 2.11, 평균 2.26)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표 5>, <표 6> 참조). 

상기를 종합하면, 이용자와 사서 모두 4차 

산업 명에 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으나 도서

에서의 4차 산업 명은 미흡한 수 으로 평

가하고 있었다. 

5.2 4차 산업 명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황

이용자와 사서들은 평소에 IT 장비를 스마

트 디바이스보다 더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사

용 장비도 유사한 양상을 보 다. IT 장비의 경

우 데스크탑 pc에 한 사용 빈도가 사서가 더 

높은 것(평균 4.71)을 제외하면, 노트북이나 넷

북, 모바일폰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우 사서는 도서 리용으로 사용

되는 RFID(평균 3.54)의 사용 빈도가 높은 반

면, 이용자는 비콘(평균 2.45)과 QR코드(평균 

2.52)에 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3D 린터(1.18:1.11)

나 웨어러블 디바이스(1.64:1.12)에 한 사용 

빈도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그림 1> 

참조). 

개선 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는 우선순

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보 다. 사서는 주로 

시설환경, 기기 노후화와 산 부족 등 기기의 

용(61%)의 필요성을 지 한 반면, 이용자는 

통합 랫폼 제공, 근성, 데이터 품질, 오류 

개선 등 시스템의 개선(28%)이 필요하다고 지

하 다. 한 이용자는 기기 여(4%)와 체

험 제공(2%), 교육(1%) 등을 요구하 는데, 

사서에게서는 이러한 요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기타 의견에서 “지  기술

<그림 1> 자주 사용하는 IT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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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충분히 도서  이용이 편하다.”, “별로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되어 

4차 산업 명과 도서  서비스에 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3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의 미래상

4차 산업 명이 도서 에 불러올 미래 변화

에 하여 이용자와 사서의 응답은 유사한 양

상을 보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

명이 도서 의 발 과 역할 확 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정보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두 집단 모두가 동의하 으나 사서의 

기 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두 집단 모두 4차 산업 명으로 인하여 도서  

내 기회가 일자리가 어들 것이라는 부정 인 

반응을 보 다(<표 12>, <그림 2> 참조).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을 한 기술과 

기술들이 용되어야 할 서비스 역에 하여 

이용자와 사서의 의견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도서 에 필요한 기술로 빅데이터

와 모바일을 지목하 으며, 이러한 기술이 용

되어야할 서비스 역으로 온라인 서비스 역

과 시설 환경 역을 지목하 다(<표 13>, <표 

14> 참조). 그러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신기술 

련 서비스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더니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사서는 단순 반복 업무와 

이용자의 행태 분석 등 여러 서비스 분야에 신

기술이 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용

자는 주로 도서 검색이나 도서 추천과 같은 분야

에 신기술이 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 

한 사서의 요구사항은 신기술(58%), 상황개선

(25%), 교육(17%)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이용

자의 요구사항은 신기술(45%), 콘텐츠(23%), 

상황개선(18%), 공간(4%), 홍보(3%)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림 2> 4차 산업 명이 도서 에 불러올 미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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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도서  서비스 역에 한 4차 산업

명 기술의 용은 사서와 이용자 모두 그 필

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 자원 역, 시설 환경(디바이스) 역, 도

서  온라인 서비스 역에서는 사서의 요구가 

이용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 자원 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서 교육

(평균 4.52)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

술의 용(평균 4.37)에 높은 요구가 있었으며, 

시설 환경(디바이스) 역에서는 스마트 서가와 

같은 서가상 배가 치 정보 제공(평균 4.46)에 

한 높은 요구가 있었다. 온라인 서비스 역

에서는 UI 측면에서의 용의성(평균 4.52), 정보

요구 측면(평균 4.58)에서의 정확성,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시의 성(평균 4.45) 모두에서 

신기술의 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16>, <그림 3> 참조). 

그러나 개방형 질문의 응답 분석을 통해 구

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 으로 분석해보면, 

사서의 경우 신기술 서비스에 한 요구하는 

경우가 70%로 압도 인 반면에 이용자는 32%

만이 신기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 

사서가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는 신기술(70%), 

콘텐츠(18%), 상황개선(6%), 홍보(6%)로 한

정 인 반면, 이용자가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는 

신기술(32%), 상황개선(26%), 콘텐츠(18%), 

공간(13%), 교육(9%), 홍보(1%)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5.4 기타 종합 의견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을 한 의견은 

이용자와 사서 집단 모두에서 분야별로 다양하

게 제시되었다. 이용자는 상황개선(31%)  콘

텐츠(26%)에 한 의견 분포가 상 으로 많

은 반면, 사서는 신기술(19%), 상황개선(19%), 

콘텐츠(16%), 교육(16%) 등 매우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 다. 기타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

면 이용자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의 역

할에 하여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하 다. 반면

<그림 3> 서비스 역별 신기술 용의 필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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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 이 필요한 서비스 

<그림 5> 기타 종합 의견 

에 사서는 정 인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이나 기술의 실제 용이 시 함을 지 하

다. 따라서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한 교육

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그림 5> 참조).

6. 시사   응 방안

4차 산업 명의 도래로 도서 의 역할에는 

많은 변화가 래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도서 의 재를 분석하고 내․외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 략을 마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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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미래상에 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

고 의견을 수렴하 다. 한 본 연구 결과를 사

서를 상으로 한 연구 결과(박태연 외 2018)

와 비교함으로써 내․외부 구성원간의 의견 차

이  지향 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   이에 한 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는 4차 산업 명에 하여 비교

 심이 높으나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의 

치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 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에서 사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와 다르게 ‘수월

하게 추격 가능’하다거나 ‘선도  치’에 있다

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4차 산업

명 시 에서의 도서  역할에 한 기 가 존

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기술과 련한 

심분야에 있어서 사서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모바일과 같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경우

가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와 사서간의 심분

야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실질 인 이용자 

요구 분석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자는 평소에 사용하는 IT 장비인 

모바일폰을 도서 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으

므로 모바일폰을 활용한 신기술의 도입과 응용 

서비스를 최우선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사용 경험이 있는 비콘

이나 QR코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컨 , 이용자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IT 장비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3D 

린터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스마트 디바이스

의 이해  활용에 한 교육 로그램이 이용

자와 사서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사서

의 극 인 참여가 요구 된다. 

셋째, 이용자와 사서는 4차 산업 명이 도서

에 불러올 미래에 하여 정 인 기 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명이 도서  내 일

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

서 도서  내 사서직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

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서 업무가 발굴될 필

요가 있다. 이용자와 직  교류하고 소통하는 업

무가 발굴되어야 하며 신기술  기기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이용자는 4차 산업 명 련 기술  

모바일과 빅데이터에 한 기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 용이 필요한 분야로는 온라

인 서비스 역과 시설 환경(디바이스, 공간)을 

지목하 는데, 이는 온라인 서비스 역과 인

자원 역을 선택한 사서와는 차이가 있다. 따

라서 이용자와 사서 간의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역의 개발을 

우선 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콘

텐츠 개발과 상황 개선에 한 요구가 크므로 

이러한 을 반 해야 한다. 

다섯째, 이용자는 주로 편의 시설 황 등을 

알고 싶어 하며, 소장 정보나 온라인 정보의 검

색, 쉬운 출, 반납 등에 기술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 한 책 읽어주기, 책 정리해주기, 

책 추천해주기 등과 같은 도서와 련한 다양

한 기술  지원을 요구하 다. 따라서 이용자

의 편의와 련한 다양한 기술 지원 방안의 마

련과 독서 련 분야의 창의  서비스 개발이 

우선 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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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이나 QR코드와 같은 이용자가 친숙한 기기

들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기반이 되어 이용

자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국립 앙

도서  2017). 

여섯째, 이용자는 신기술의 용보다  시

스템의 개선을 우선 으로 원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와 같은 기본 인 라 시설이 확충되어

야 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사서의 고민과 마찬

가지로 이용자도 도서 의 공간 활용에 높은 

심이 있는 것으로 악되므로 이에 한 

한 응이 요구된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 명이 도서 에 불

러올 미래 변화에 응하기 한 략을 모색하

고자 하 다. 이를 해 이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4차 산업 명의 모습과 도서 의 모습, 이용자

가 원하는 도서 의 미래상을 설문을 통해 조사

하고 이를 분석하 다. 설문은 총 17일간 진행

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665건

의 응답 결과를 확보,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645건에 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4차 산업 명에 한 이용자의 인지 

정도와 심도는 평균 3.19, 평균 3.32로 개략

인 인지에서 비롯된 심이 표 된 것으로 나

타났다. 심 분야는 인공 지능(AI)(31.64%), 

사물 인터넷(IoT)(24.73%), 모바일(20.55%), 

빅데이터(12.18%), 로 (7.82%), 클라우드 컴

퓨 (3.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서와 비슷

한 양상을 보 다. 이용자 에서 인지하고 

있는 도서  분야의 4차 산업 명 개 수 은 

평균 2.26으로, 미흡한 수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차 산업 명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과 련하여 이용자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

용하는 IT 장비는 모바일폰(평균 4.51)으로 나

타났으며, 평소 사용 경험이 가장 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QR코드(평균 2.52)와 비콘(평균 

2.45)으로 나타났다. 도서 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IT 장비는 평소 사용률이 높았던 모바일

폰(평균 3.82)으로 나타났고, 스마트 디바이스

로는 RFID(평균 2.14)가 그나마 사용 경험이 

많았다. 이용자들은 도서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에 해서는 체 으

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평균 2.64), 이는 도

서 에서 제공하는 IT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

가 양 ․질  측면에서 다양하지 못하다는 

에서 기인한다. 

셋째, 이용자들은 4차 산업 명이 불러올 도

서 의 미래에 하여 정 인 반응을 보 다. 

다만, 도서  내 일자리와 기회를 늘릴 것이라

는 의견에는 다소 부정 인 반응을 보 는데, 

사서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넷째, 이용자들은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을 해서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에 

공감했다. 특히 빅데이터는 심 분야를 묻는 

항목에서 낮을 순 를 차지했지만 필요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평균 4.04로 높게 공감하 다. 

신기술의 용이 필요한 도서  서비스 역으

로는 온라인 서비스가 평균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기술이 용되어 제공받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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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는 책 읽어주는 서비스, 책 자동정리 

서비스, 책 추천 빛 검색 서비스 등 주로 도서 

련 서비스가 있었다. 도서 에서 가장 사용

하고 싶은 스마트 디바이스로는 자책 용단

말기가 지목되었다. 이러한 으로 볼 때 도서

의 근원 인 기능인 도서  자료의 열람을 

신기술의 용을 통해 보다 효율 이고 능동

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의 미

래 략을 수립하고 서비스 모형을 설계 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이

를 해 4차 산업 명에 한 인식, 4차 산업

명의 신기술  기기의 활용 황,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의 미래상에 하여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 고 이를 사서의 인식조사 결과

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   응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에 한 

기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장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

만, 설문 표본 추출의 불균형으로 종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

서 4차 산업 명에 한 인식의 차이를 종별

로 살펴보고 구체 이고 심도깊은 도서  발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서 과 사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구체 인 서비스 모형을 설계

하는데 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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