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연구보고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2013. 12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2

￭연구책임자 : 장윤 (숙명여자 학교 문헌정보학과)

￭공동연구원 : 윤은하( 북 학교 BK 사업단)

이지수(University of North Texas)

조혜린(국립 앙도서  디지털정보이용과) 

￭참여연구원 : 이혜 (숙명여자 학교 문헌정보학과)

경선(숙명여자 학교 문헌정보학과)



이 연구는 2013년도 국립 앙도서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 앙도서 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  둡니다.



차 례 ●  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5

3.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8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국내외 문헌조사 31

1.1 국내 문헌조사 ············································································ 32
1.2 해외 문헌조사 ·········································································  34

가. 정보광장의 개념 및 철학 ·················································· 34
나. 컴퓨터열람실에서 ‘정보광장’으로의 변화 ························· 36
다. 정보광장에서 ‘커먼스 2.0’으로의 변화 ···························· 38

2. 국내외 사례조사 44

2.1 국내 사례 ·················································································· 44
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 44
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45

2.2 해외 사례 ·················································································· 47
가. 공간 중심의 창조적 도서관 ·············································· 47
나. 해외 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 ··························· 55

차 례



6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제 3 장  정보광장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1. 국립중앙도서관 조직 현황 65

2. 정보광장 운영 현황 69

2.1 물리적 공간 ··············································································· 69
2.2 디지털콘텐츠 ············································································· 71

가. 디브러리 포털 운영 ··························································· 71
나. 소장 자료 디지털화 구축 현황 ········································· 73
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현황 ········································· 74
라. 디지털신문 및 전자잡지 이용현황 ···································· 75

2.3 교육 ․ 문화 프로그램 ································································· 76
2.4 이용자 민원 ·············································································· 80

3. 정보광장 중장기 발전 방안 및 활성화 방안 연구 82

3.1 2009년 정보광장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83
가.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83
나. NDL 정보광장 철학 ·························································· 83
다. NDL 정보광장 현황분석 ··················································· 84
라. 조사분석 결과 ···································································· 84
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85

3.2 2009년 정보광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85

가.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85
나. NDL 정보광장 이용현황 분석 ·········································· 86
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87
라. 정보광장 활성화 방향 제시 ·············································· 87

4.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88

4.1 2010~2012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분석결과 요약 ············ 88
가. 이용경험률 비교 ································································ 88
나. 종합 및 요소별 만족도 비교 ············································ 90
다. 개선방안 비교 및 요약 ······················································ 91
라. 사용성 조사 분석 시사점 ·················································· 92



차 례 ●  7

4.2 2010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 93
가. 조사 개요 ··········································································· 93
나. 조사 결과 ··········································································· 94

4.3 2011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 95
가. 조사 개요 ··········································································· 95
나. 조사 결과 ··········································································· 96

4.4 2012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 97
가. 조사 개요 ··········································································· 97
나. 조사 결과 ··········································································· 98

제 4 장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

1. 사전 인터뷰 103

1.1 조사방법 ··················································································· 103
1.2 조사내용 ·················································································· 104

1.3 조사결과 ··················································································· 107

2. 설문조사 110

2.1 조사방법 ··················································································· 110
2.2 조사내용 ··················································································· 111
2.3 조사결과 ··················································································· 113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13
나. 이용행태 및 인식 ····························································· 118
다. 공간/시설 만족도 및 개선사항 ······································· 130
라. 서비스/시스템 만족도 및 개선사항 ································ 162
마. 콘텐츠 만족도 및 개선사항 ············································· 168
바. 정보광장의 전반적인 개선의견 및 제안 ························· 176

3. 종합결과 분석 185

3.1 사용성 조사 종합만족도 ························································· 185
3.2 공간별 이용행태 분석 ····························································· 187

가. 디지털열람실 ···································································· 188



8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나. 전시실 ··············································································· 188
다. 노트북이용실 ···································································· 189
라. 다국어정보실 ···································································· 190
마. 영상 ․ 음향 ․ UCC 스튜디오 ·············································· 190
바. 미디어편집실 ····································································· 191
사. 미디어자료이용실 ····························································· 191
아. 복합상영관 ········································································ 192
자. 세미나실 ··········································································· 192

3.3 이용자 특성별 이용행태 분석 ················································ 193
가. 정보광장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 193

3.4 정보광장 사서와 실제 이용자 이용행태의 차이 ··················· 198
가. 이용자 이용행태에 대한 인식차이 ·································· 199
나. 사서의 이용자 이용행태에 대한 인식 ···························· 200

4. 전문가 자문 203

4.1 전문가 자문회의 방법 및 내용 ·············································· 203
4.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1차) ···················································· 204

가. 디지털도서관 설립 배경과 관련된 의견 ························ 204
나. 개선방안 관련 의견 ························································· 205

제 5 장  정보광장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

1. 물리적 공간 개선방안 215

1.1 제거(Eliminate) ····································································· 216
가. 영상 · 음향 · UCC 스튜디오 ············································· 216

1.2 감소(Reduce) ·········································································· 217
가. 다국어정보실 ···································································· 217
나. 복합상영관 ········································································ 217
다. 미디어편집실 ···································································· 218
라. 세미나실 ··········································································· 218

1.3 증가(Raise) ············································································· 219



차 례 ●  9

가. 분야별 콘텐츠구역 ··························································· 219
나. 노트북이용실 ···································································· 219
다. 안내데스크 및 물품보관함 개선 ····································· 219
라. 안내 표지판 및 출입문 ··················································· 220
마.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계단 ······································· 220

1.4 창조(Create) ··········································································· 221
가. 지하 3층 전시실, 로비, 쉼터 ········································· 221
나. 디지털열람실 ···································································· 221
다. 정보광장 내 휴식공간 ····················································· 222
라. 정보광장 명칭 ·································································· 222

2. 디지털콘텐츠 개선방안 223

2.1 제거(Eliminate) 및 감소(Reduce) ······································ 224
2.2 증가(Raise) ············································································ 225

가. 원문정보 DB구축 ····························································· 225
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225
다. 전시실 활용을 위한 콘텐츠 구축 ··································· 226
라. 콘텐츠별 공간 구축 ························································· 227

2.3 창조(Create) ·········································································· 228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콘텐츠 ················································ 228
나. 디지털도서관의 헤드쿼터(Headquarter) ······················ 230
다. 차별화된 디지털컬렉션 구축 ··········································· 231

3. 서비스 전략 232

3.1 사서 운영 전략 ······································································· 232
가. 직원의 수 증가 및 전문성 강화 ····································· 232
나. 직원의 서비스 교육 강화 ················································ 233

3.2 이용자 서비스 전략 ································································ 234
가. 이용안내서비스 ································································ 234
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교육 · 문화 프로그램 운영 ····· 234

3.3 정보광장 홍보 전략 ································································ 235



10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제 6 장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239

참고문헌 244

부  록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249

<부록 2> 이용자 설문지 251

<부록 3> 전문가 자문(2차) 257

<부록 4> 공간별 이용행태 교차분석 260

<부록 5> 설문 서술형 문항 및 이용자 의견 264



차 례 ●  11

<표 3-1> 디지털도서  연도별 직원 황 ·········································································67

<표 3-2> 디지털정보이용과 연도별 직원 황 ··································································67

<표 3-3> 연도별 운 일수  일평균 이용자수, 방문자수 통계 ······································71

<표 3-4> 디지털정보자원 서비스 황 ··············································································72

<표 3-5> 원문DB 구축 실   계획 ················································································73

<표 3-6> 원문DB 구축 자료 작권 황 ·········································································73

<표 3-7> 국외 웹DB 이용 황 ···························································································74

<표 3-8> 디지털신문 이용 황 ···························································································75

<표 3-9> 자잡지 이용 황 ·······························································································75

<표 3-10>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 연도별 황 ·······················································77

<표 3-11> 견학 로그램 연도별 황 ··············································································77

<표 3-12> 테마 화 로그램 연도별 황 ·······································································78

<표 3-13> 복합상  다큐 로그램 연도별 황 ·························································· 78

<표 3-14> 2009-2012년 교육․문화 로그램 ··································································79

<표 3-15> 공간별 민원 내용(2010-2013년 5월) ·······························································80

<표 3-16> 2010년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개요 ·································································93

<표 3-17> 2011년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개요 ·································································95

<표 3-18> 2012년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개요 ·································································98

<표 4-1> 인터뷰 참여자 ···································································································· 104

<표 4-2> 근거이론 분석 결과 도출된 범주 ····································································· 106

<표 4-3> 사  인터뷰 질문 항목 ····················································································· 108

<표 4-4> 설문조사를 해 정리한 사  인터뷰 결과 ····················································· 109

표 차례



12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표 4-5> 설문 조사항목 ···································································································· 112

<표 4-6> 응답자의 일반  특성 ······················································································· 113

<표 4-7> 응답자의 성별 ···································································································· 115

<표 4-8> 응답자의 연령 분포 ··························································································· 115

<표 4-9> 응답자의 직업 ···································································································· 116

<표 4-10> 거주 지역 ········································································································· 117

<표 4-11> NDL을 알게 된 경로 ······················································································· 118

<표 4-12> 정보 장 이용 횟수 ························································································· 118

<표 4-13> 정보 장 이용 시간 ························································································· 119

<표 4-14> 정보 장 이용 목 (복수응답) ······································································· 120

<표 4-15> 정보 장 이용 이유 ························································································· 121

<표 4-16> 정보 장 공간/시설에 한 이용자 인지, 이용경험  만족도 ··················· 122

<표 4-17>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 ······································································· 124

<표 4-18>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의 이유 ·························································· 126

<표 4-19>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 ······································································· 127

<표 4-20>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에 한 이유 ················································· 129

<표 4-21> 반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성 ················································· 131

<표 4-22> 체  공간구성의 성 ·············································································· 131

<표 4-23> 공간 환경의 쾌   청결성 ·········································································· 132

<표 4-24> 시설의 편리성  성 ················································································ 133

<표 4-25> 장비 리의 성 ························································································· 133

<표 4-26> 컴퓨터  기기 수의 성 ·········································································· 134

<표 4-27> 안내 표지 의 이해도 ····················································································· 135

<표 4-28> 공간/시설에 한 반  만족도 ··································································· 135

<표 4-29> 정보 장 층별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 136

<표 4-30> 물품보 소 장소 배치의 성 ····································································· 137

<표 4-31> 물품보 소 물품 보  규정의 성 ···························································· 138

<표 4-32> 이용증 발 데스크 장소 배치의 성 ························································· 138

<표 4-33> 이용증 발 데스크 이용규정의 성 ·························································· 139

<표 4-34> 정보안내데스크 근의 편리성 ······································································· 139



차 례 ●  13

<표 4-35> 정보안내데스크 담당직원 배치의 합성 ······················································· 140

<표 4-36> 노트북이용실 재 치의 성 ·································································· 140

<표 4-37> 노트북이용실 좌석  간격의 성 ···························································· 141

<표 4-38> 노트북이용실 쾌 성(소음) ············································································ 141

<표 4-39> 디지털열람실의 재 치의 성 ······························································ 142

<표 4-40> 디지털열람실 약 차  패 티 등의 성 ·········································· 142

<표 4-41> 디지털열람실 좌석  간격 등의 성 ······················································· 143

<표 4-42> 디지털열람실의 쾌 성/편리성 ······································································· 143

<표 4-43> 세미나실  치의 성 ············································································ 144

<표 4-44> 세미나실 약 차  패 티 등의 성 ················································· 144

<표 4-45> 세미나실 약 인원의 성 ········································································· 145

<표 4-46> 세미나실 쾌 성/편리성 ·················································································· 145

<표 4-47> 복합상  재 치의 성 ····································································· 146

<표 4-48> 복합상  공간의 필요성 ·············································································· 146

<표 4-49> 복합상 의 쾌 성/편리성 ··········································································· 147

<표 4-50> 맞춤형TV시청실(IPTV) 재 치의 성 ·················································· 147

<표 4-51> 맞춤형TV시청실(IPTV) 공간의 필요성 ··························································· 148

<표 4-52> 맞춤형TV시청실(IPTV)의 쾌 성/편리성 ······················································· 148

<표 4-53> 미디어자료이용실 재 치의 성 ·························································· 149

<표 4-54> 미디어자료이용실 기기의 성 ···································································· 149

<표 4-55> 미디어자료이용실 좌석  간격 등의 성 ················································ 150

<표 4-56> 미디어자료이용실의 쾌 성/편리성 ································································ 150

<표 4-57> 미디어편집실 재 치의 성 ·································································· 151

<표 4-58> 미디어편집실 기기의 성 ··········································································· 151

<표 4-59> 미디어편집실 좌석  간격의 성 ···························································· 152

<표 4-60> 미디어편집실의 쾌 성/편리성 ······································································· 152

<표 4-61> 스튜디오( 상 ‧ 음향 ‧ UCC) 재 치의 성 ········································ 153

<표 4-62> 스튜디오( 상 ‧ 음향 ‧ UCC) 공간의 필요성 ················································· 153

<표 4-63> 스튜디오( 상 ‧ 음향 ‧ UCC) 기기의 성 ················································· 154

<표 4-64> 스튜디오( 상 ‧ 음향 ‧ UCC)의 쾌 성/편리성 ············································· 154



14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표 4-65> 다국어정보실 재 치의 성 ·································································· 155

<표 4-66> 다국어정보실 공간의 필요성 ··········································································· 155

<표 4-67> 공간/시설에 한 개선사항  의견 ······························································ 157

<표 4-68> 추가 제공 희망 공간/시설 ·············································································· 161

<표 4-69> 서비스에 한 만족도 ····················································································· 162

<표 4-70> 직원의 문성  업무처리의 성 ···························································· 163

<표 4-71> 이용자에 한 직원 서비스의 친 성 ···························································· 163

<표 4-72> 기기  자료의 사용방법에 한 안내서비스의 충분성 ······························· 164

<표 4-73> 교육/문화 로그램의 합성 ··········································································· 164

<표 4-74> 디 러리(검색) 속  이용의 편리성 ························································ 165

<표 4-75> 서비스/시스템의 반  만족성 ····································································· 165

<표 4-76> 정보 장의 서비스/시스템에 한 개선사항 ················································· 167

<표 4-77> 콘텐츠에 한 이용 경험  만족도 ······························································ 168

<표 4-78> 원문 DB에 한 만족도 ·················································································· 169

<표 4-79> 자책/ 자잡지에 한 만족도 ····································································· 170

<표 4-80> WEB DB에 한 만족도 ·················································································· 170

<표 4-81> 일반 인터넷 정보에 한 만족도 ··································································· 171

<표 4-82> 디지털 신문에 한 만족도 ············································································ 171

<표 4-83> 상자료에 한 만족도 ·················································································· 172

<표 4-84> 어학자료에 한 만족도 ·················································································· 172

<표 4-85> 디지털 콘텐츠의 반 인 만족도 ·································································· 173

<표 4-86> 디지털 콘텐츠의 최신성 ·················································································· 173

<표 4-87>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 ················································································ 174

<표 4-88> 디지털 콘텐츠의 충분성 ·················································································· 174

<표 4-89> 디지털 콘텐츠의 유익성 ·················································································· 175

<표 4-90> 반  디지털 콘텐츠의 만족도 ····································································· 175

<표 4-91> 국가 표 도서 으로서 NDL의 개선의견  제안 ········································ 178

<표 4-92> NDL을 한 추가 인 제안이나 의견 ···························································· 182

<표 4-93> 공간  시설별 이용경험에 한 만족도 수 ·············································· 185

<표 4-94> 반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성 수 ········································ 186



차 례 ●  15

<표 4-95> 서비스에 한 만족도 수 ············································································ 186

<표 4-96> 콘텐츠의 이용 경험에 한 만족도 수 ······················································· 186

<표 4-97> 디지털 콘텐츠의 반 인 만족도 수 ························································· 187

<표 4-98>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 194

<표 4-99> 성별 이용층의 연령 분포 ················································································ 194

<표 4-100> 응답자의 이용 횟수별 연령 ·········································································· 196

<표 4-101> 공간/시설에 한 이용자 인식 ····································································· 197

<표 4-102> 이용 횟수별 공간별 인지 ·············································································· 198



16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그림 1-1> 연구방법  차 ·····························································································27

<그림 2-1> 성남 느티나무도서 ·······················································································33

<그림 2-2> 콜로라도 주립 학교 모간도서 과 놀린 컴퓨터랩 ·······································37

<그림 2-3> 모간도서 (Morgan Library) 컴퓨터 랩 웹페이지 ·······································37

<그림 2-4> 인디애나 학, 도서  정보 장 ······································································38

<그림 2-5> 텍사스 학 도서 , 커피 (좌) / 데몬 학(Daemon College) 

도서  이용자 휴식 공간(우) ·········································································41

<그림 2-6> 토론토 공공도서 의 정보 장 ·······································································42

<그림 2-7> 성균 학교 학술정보  홈페이지 ································································44

<그림 2-8> 성균 학교 학술정보 ················································································45

<그림 2-9> 연세 학교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45

<그림 2-10> 연세 학교 학술정보원 인포메이션 커먼스 ··················································46

<그림 2-11> 시카고 공공도서  홈페이지 ·········································································47

<그림 2-12> 시카고 공공도서  Makerspace ···································································48

<그림 2-13>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공공도서  홈페이지 ··············································48

<그림 2-14> 새크라멘토 공공도서 의 Espresso Book Machine(좌) / 

Library Galleria(우) ·····················································································49

<그림 2-15>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  Digital Commons 홈페이지 ································ 50

<그림 2-16>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  Digital Bar(좌) / Dream Lab(우) ··················· 51

<그림 2-17>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 ················································································51

<그림 2-18> 맨체스터 학도서  홈페이지 ·····································································52

<그림 2-19> 펜실베니아 학도서  Weigle Information Commons의 홈페이지 ········· 53

그림 차례



차 례 ●  17

<그림 2-20> 펜실베니아 학도서  Weigle Information Commons의 

Study Alcove(좌) / Data Diner Booths(우) ············································54

<그림 2-21> 호주 국립 학도서 의 Information Commons 홈페이지 ··························55

<그림 2-22> 유로피아나 홈페이지 ······················································································56

<그림 2-23> 세계디지털도서  홈페이지 ···········································································57

<그림 2-24> 미국 디지털공공도서  홈페이지 ··································································57

<그림 2-25> Boston Sports Temples ···············································································58

<그림 2-26> 미국의회도서 의 American Memory 홈페이지 ··········································58

<그림 2-27> Abraham Lincoln collection(좌) / George Washington Papers(우) ···· 59

<그림 2-28> 국제둔황 로젝트 홈페이지 ···········································································59

<그림 2-29> Korean Collections ·······················································································60

<그림 2-30> Manuscriptorium 홈페이지 ···········································································60

<그림 2-31> Virtual Collection of Arabic Manuscript ··················································· 61

<그림 2-32> 네덜란드 국립도서 의 IMPACT 홈페이지 ···················································62

<그림 3-1> 2009년 국립 앙도서  조직도 ·······································································66

<그림 3-2> 2013년 국립 앙도서  조직도 ·······································································66

<그림 3-3> 정보 장 층별 인력 투입계획/ 황 비교(2009년과 2013년) ······················· 68

<그림 3-4> 정보 장 공간 구성 ·························································································69

<그림 3-5>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공간/시설 이용 경험률 ············································89

<그림 3-6> ‘정보 장 사용성 조사’ 디지털콘텐츠 이용 경험률 ·······································90

<그림 3-7> ‘정보 장 사용성 조사’ 서비스/ 로그램 이용 경험률 ································· 90

<그림 3-8> ‘정보 장 사용성 조사’ 종합  요소별 만족도 비교 ···································91

<그림 3-9> 정보 장 사용성 조사(2010-2012년) 개선방안 요약 ····································92

<그림 4-1> 인터뷰 참여자 ································································································ 104

<그림 4-2> 응답자의 성별 ································································································ 115

<그림 4-3> 응답자의 연령 분포 ······················································································· 115

<그림 4-4> 응답자의 직업 ································································································ 116

<그림 4-5> NDL을 알게 된 경로 ····················································································· 118

<그림 4-6> 정보 장 이용 횟수 ······················································································· 118

<그림 4-7> 정보 장 이용 시간 ······················································································· 119



18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그림 4-8> 정보 장 이용 목 (복수응답) ····································································· 120

<그림 4-9> 체 인 공간구성의 성 ········································································· 131

<그림 4-10> 공간 환경의 쾌   청결성 ······································································· 132

<그림 4-11> 시설의 편리성  성 ············································································ 133

<그림 4-12> 장비 리의 성 ····················································································· 133

<그림 4-13> 컴퓨터  기기 수의 성 ······································································· 134

<그림 4-14> 안내 표지 의 이해도 ·················································································· 135

<그림 4-15> 공간/시설에 한 반  만족도 ································································ 135

<그림 4-16> 물품보 소 장소 배치의 성 ·································································· 137

<그림 4-17> 물품보 소 물품 보  규정의 성 ························································· 138

<그림 4-18> 이용증 발 데스크 장소 배치의 성 ····················································· 138

<그림 4-19> 이용증 발 데스크 이용규정의 성 ······················································· 139

<그림 4-20> 정보안내데스크 근의 편리성 ···································································· 139

<그림 4-21> 정보안내데스크 담당직원 배치의 합성 ··················································· 140

<그림 4-22> 노트북이용실 재 치의 성 ······························································ 140

<그림 4-23> 노트북이용실 좌석  간격의 성 ························································· 141

<그림 4-24> 노트북이용실 쾌 성(소음) ········································································· 141

<그림 4-25> 디지털열람실의 재 치의 성 ·························································· 142

<그림 4-26> 디지털열람실 약 차  패 티 등의 성 ······································· 142

<그림 4-27> 디지털열람실 좌석  간격 등의 성 ··················································· 143

<그림 4-28> 디지털열람실의 쾌 성/편리성 ···································································· 143

<그림 4-29> 세미나실  치의 성 ········································································· 144

<그림 4-30> 세미나실 약 차  패 티 등의 성 ·············································· 144

<그림 4-31> 세미나실 약 인원의 성 ····································································· 145

<그림 4-32> 세미나실 쾌 성/편리성 ·············································································· 145

<그림 4-33> 복합상  재 치의 성 ·································································· 146

<그림 4-34> 복합상  공간의 필요성 ··········································································· 146

<그림 4-35> 복합상 의 쾌 성/편리성 ······································································· 147

<그림 4-36> 맞춤형TV시청실(IPTV) 재 치의 성 ·············································· 147

<그림 4-37> 맞춤형TV시청실(IPTV) 공간의 필요성 ······················································· 148



차 례 ●  19

<그림 4-38> 맞춤형TV시청실(IPTV)의 쾌 성/편리성 ···················································· 148

<그림 4-39> 미디어자료이용실 재 치의 성 ······················································· 149

<그림 4-40> 미디어자료이용실 기기의 성 ································································ 149

<그림 4-41> 미디어자료이용실 좌석  간격 등의 성 ············································ 150

<그림 4-42> 미디어자료이용실의 쾌 성/편리성 ···························································· 150

<그림 4-43> 미디어편집실 재 치의 성 ······························································ 151

<그림 4-44> 미디어편집실 기기의 성 ······································································· 151

<그림 4-45> 미디어편집실 좌석  간격의 성 ························································· 152

<그림 4-46> 미디어편집실의 쾌 성/편리성 ···································································· 152

<그림 4-47> 스튜디오( 상 ‧ 음향 ‧ UCC) 재 치의 성 ···································· 153

<그림 4-48> 스튜디오( 상 ‧ 음향 ‧ UCC) 공간의 필요성 ············································· 153

<그림 4-49> 스튜디오( 상 ‧ 음향 ‧ UCC) 기기의 성 ············································· 154

<그림 4-50> 스튜디오( 상 ‧ 음향 ‧ UCC)의 쾌 성/편리성 ·········································· 154

<그림 4-51> 다국어정보실의 재 치의 성 ·························································· 155

<그림 4-52> 다국어정보실 공간의 필요성 ······································································· 155

<그림 4-53> 직원의 문성  업무처리의 성 ························································· 163

<그림 4-54> 이용자에 한 직원 서비스의 친 성 ························································· 163

<그림 4-55> 기기  자료의 사용방법에 한 안내서비스의 충분성 ···························· 164

<그림 4-56> 교육/문화 로그램의 합성 ······································································· 164

<그림 4-57> 디 러리(검색) 속  이용의 편리성 ····················································· 165

<그림 4-58> 서비스/시스템의 반  만족성 ·································································· 165

<그림 4-59>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경험률 ····································································· 169

<그림 4-60> 원문 DB에 한 만족도 ··············································································· 169

<그림 4-61> 자책/ 자잡지에 한 만족도 ·································································· 170

<그림 4-62> WEB DB에 한 만족도 ·············································································· 170

<그림 4-63> 일반 인터넷 정보에 한 만족도 ································································ 171

<그림 4-64> 디지털 신문에 한 만족도 ········································································· 171

<그림 4-65> 상자료에 한 만족도 ·············································································· 172

<그림 4-66> 어학자료에 한 만족도 ·············································································· 172

<그림 4-67> 디지털 콘텐츠의 최신성 ·············································································· 173



20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그림 4-68>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 ·············································································· 174

<그림 4-69> 디지털 콘텐츠의 충분성 ·············································································· 174

<그림 4-70> 디지털 콘텐츠의 유익성 ·············································································· 175

<그림 4-71> 반  디지털 콘텐츠의 만족도 ·································································· 175

<그림 4-72> 성별 이용층의 연령 분포 ············································································ 195

<그림 4-73> 응답자의 이용 횟수별 연령 ········································································· 196

<그림 4-74> 정보 장 이용자 이용행태 평가에 향을 주는 요소 ······························· 202

<그림 4-75> 이용자 이용행태 평가에 한 사서의 인식 ················································ 202

<그림 5-1> 블루오션의 4가지 ERRC 액션 임워크 ··················································· 214

<그림 5-2> 물리  공간의 ERRC 구성표 ········································································ 216

<그림 5-3> 디지털콘텐츠의 ERRC 구성표 ······································································· 224

<그림 5-4> 정보 장 콘텐츠별 공간 구축 시 ······························································ 227

<그림 5-5> 문화체육 부 소속기  SNS 문화지도 ····················································· 229

<그림 5-6> 문화콘텐츠닷컴 서비스 화면 ········································································· 230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2. 연구의 방법  범

3.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기 효과





 제 1 장  서 론 ●  23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National Digital Library: 이하 NDL)은 2009년 

5월 개  이후 정보 장(Information Commons)을 운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서비스  디지털지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정책을 수립·실천

하고 있다. 

  NDL의 철학은 1990년 반 미국 학도서 을 심으로 도입, 확산된 정보

장으로 디지털정보자원에 한 국민 서비스를 본격 으로 시작하기 해 

디지털정보자원을 확보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의 장으로서 

정보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 장의 철학을 주장한 Beagle은 정보  기술의 

기능  통합을 통한 새로운 학습 양식을 바탕으로 ‘Information Commons’를 

도서 의 물리  공간과 서비스로 재편하기 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을 한 계획을 개념화하 다(남  외, 2009).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건립에 앞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NDL의 

정책방향, 포털서비스, 이용자 심 서비스 등에 한 다각 인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다. 장윤  외(2008)는 디지털도서  정보서비스 정책 수립을 한 핵심

요인으로 이용자, 시스템, 콘텐츠에 한 내용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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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와 활용 가능한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다. 이외에도 국내 환경에 합한 포털서비스 

모형  구성요소에 한 제안(이수상, 2006), 이용자 요구 분석을 통한 NDL의 

국민 서비스 방향 제안(조 양 외, 2009) 등이 이루어졌다.

  NDL은 국립도서 에 용한 최 의 디지털도서  사례로 그동안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지속 인 이용률의 신장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  5년이 되는  시 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디지털

도서  기능을 수행하기 한 간 검, 는 2단계 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

에 도달하 다. 즉, 이러한 략 수립을 해서 NDL 정보 장의 황 악  

실태조사, 이를 바탕으로 향후 NDL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서비스 모델을 기

획함으로써 정보 장의 물리  공간 뿐 아니라 정보서비스 시스템  콘텐츠 

수 을 망라하는 발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2009년 NDL 정보 장의 설립 취지는 

    첫째, ‘원하는 모든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격차 없는 정보서비스 공간을 구축한다’ 

    셋째, ‘이용자의 수 을 정보수혜자로부터 극 인 정보제공자로 높인다’로 

별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정보 장에 한 연구는 ‘정보 장 사용성 조사’ 혹은 

‘NDL 정보 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에 한 연구로 국한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 장의 근본 취지와 목 의 근간이 되는 장기 발  

방안의 이행 사항을 검하고, 제2단계 략을 수립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 다. 특히 정보 장에 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에 제한되지 않고 NDL 

정보 장의 근본 운  목 을 토 로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이 국가 표

도서 으로서 정보 장 내 재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이외에 잠재  이

용가능성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한 미래

지향  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첫째, 정보 장의 내부자료 분석을 통해 정보 장의 운  목표  기본방향을 

분석하고, 장기 발 방안의 이행 사항을 검하여 운 황과 실태를 악하 다.

  둘째, 국내외 정보 장 운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정보 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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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한 방향을 제시하 다.

  셋째, 정보 장 공간별 서비스에 한 이용자 인식과 이용행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보 장의 공간별, 이용자별 특징을 악하 다. 

  넷째, 이용자 요구사항이나 민원 등 이용자의 실질 인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정보 장 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 다.

  다섯째, 각 분야의 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정보 장의 미래지향  서비스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NDL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략  운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하여 문헌  사례조사, NDL 정보 장의 운  황  

내부 자료 조사, 디지털도서  담당사서  보조요원을 상으로 한 사  인터뷰, 

이용자 설문조사, 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문헌조사에서는 NDL 정보 장의 활성화와 개선방안에 한 기 인 근거를 

마련하기 하여 디지털 시 에 물리  공간으로서 도서 의 공간설계와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NDL 정보 장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발 방향에 하여 국내외에서 연구

된 선행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조사하 다. 문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본 인 구조  필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NDL 정보 장이 나가야 할 방안에 

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 인 자료가 되었다. 

  둘째, 사례조사에서는 국내외 국립, 공공, 는 학술도서 에서 운 되고 있는 

정보 장(Information Commons) 는 디지털도서 을 심으로, 각 도서 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간/시설, 서비스, 콘텐츠에 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 다. 

국내의 경우는 ‘성균 학교 학술정보 ’, ‘연세 학교 학술정보원’ 등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 으며, 국외의 경우에는 물리  공간에 을 둔 ‘시카고 공공도서 (Chicago 

Public Library)’, ‘오스트 일리아  국립도서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Information Commons’,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 (Martin Luther King Jr. Memorial 

Library)의 Digital Commons’, ‘맨체스터 학 도서 (University of Manchester 

Library)의 Alan Gilbert Learning Commons’,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공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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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mento(California) Public Library)’, ‘펜실베니아 학 도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Weigle Information Commons’와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빙에 

을 둔 로젝트 ‘미국의회도서 의 American Memory’, ‘ 국국립도서  국제둔황

로젝트(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IDP)’, ‘체코국립도서  Manuscriptorium 

로젝트’,  ‘네덜란드 국립도서  IMPACT 로젝트’ 뿐만 아니라 디지털도서 인 

‘유로피아나(Europeana)’, ‘세계디지털도서 (World Digital Library: WDL)’, ‘미국

디지털공공도서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 등의 사례를 조사하 다.

  셋째, NDL 정보 장의 이용자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장기 활성화 방안, 추진 

과제별 연구 결과 사례집, 이용자 황 통계 등의 내부 자료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NDL 정보 장의 운  황  내부 구조, 이용자들의 NDL 정보 장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 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바탕으로 NDL 정보 장의  상황을 악하고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실제 인 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요한 근거를 

마련하 다.

  넷째,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이용자의 이용행태 분석을 한 

설문조사에 앞서 디지털도서  담당사서의 정보 장의 실제 운  목   의도,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한 인식차이를 조사하기 해 사  인터뷰를 실시하 다. 

2009년부터 재까지 디지털도서 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별 담당

사서  보조요원 등과 심층 인 인터뷰를 통해 정보 장 구축 목 과 이용자 

이용행태에 한 다각  견해  국가 표도서 으로서 앞으로의 발 방안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인터뷰 조사결과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정보 장 반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여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이해하고 특징을 악하기 한 기  

자료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하 다.  

  다섯째, 사  인터뷰의 내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DL 정보 장의 실제 이용자의 

이용행태  인식을 조사하기 해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에서는 ‘NDL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  인식’, ‘NDL 정보 장의 공간/시설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  개선사항’, 

‘NDL 정보 장의 서비스/시스템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  개선사항’, ‘NDL 

정보 장의 콘텐츠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  개선사항’, ‘국가 표도서 으로서 

NDL 정보 장의 앞으로의 역할  개선사항’ 등에 하여 조사하 다. 

  여섯째, NDL 정보 장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략  운  개선방안에 한 

기틀을 마련하기 해 학계  장 문가의 자문회의를 수행하 다. NDL 정보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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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구성, 이용자 이용행태, NDL 정보 장의 역할  기능에 한 다각 인 

자문을 하여 교수, 도서 장, 디지털 콘텐츠 련 연구소 원장 등 다양한 문 

원으로 구성된 문가 자문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정보 장의 활성화, 개선방향에 한 창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 고, 2차 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본 연구의 정성, 정량  결과에 한 실질  평가, 정보 장 운  

개선방안의 실제 활용성을 검하 다. 이러한 학계  장 문가로부터 본 연구의 

결과와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의 발 방안 수립에 한 평가에 한 자문을 

통해 정보 장의 공간/시설뿐만 아니라 콘텐츠, 서비스에 한 문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 인 운  개선방안을 모색하 다.

<그림 1-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NDL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략  운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하여 문헌  사례조사, NDL 정보 장의 운  황  

내부자료 조사, 디지털도서  담당사서  보조요원을 상으로 한 사  인터뷰, 

이용자 이용행태, 인식  만족도 설문조사, 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사용하

다. 설문조사의 조사결과  앞서 도출한 문헌조사  사례, NDL 정보 장의 

운  황, 디지털도서  담당사서  보조요원의 사  인터뷰, 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통합 으로 분석하여 NDL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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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공간  시설, 서비스  시스템, 콘텐츠에 한 만족도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NDL 정보 장의 설립목 과 실제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인식 차이

(Gap)를 비교․분석함으로써 NDL 정보 장의 활성화를 한 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 다.

3.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에 한 활용방안과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정보자원에 한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 으로서 

NDL 정보 장의 공간별 이용행태  사용성을 분석하여 국민 서비스를 고도화 

할 수 있는 기 자료를 확보한다.

  둘째, 이용자의 실제 이용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합한 디지털도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도서  이용 만족도와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NDL 정보 장을 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활용도 높고 국민 

친화 인 도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한다. 

  넷째, NDL 정보 장의 지속  발 방향의 수립  미래지향  서비스 발

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이론  배경

1. 국내외 문헌조사

2. 국내외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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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배경

1. 국내외 문헌조사

  1992년 미국 아이오와 학에 최 로 정보 장이 출 한 이래 학도서 에서 

정보 장의 숫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 내 업 학습의 효과에 

한 인식 확산, 정보 공유에 한 시  열망, 디지털 매체의 진보는 도서  

공간에 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만들었고, 정보 장은 이러한 변화된 

도서  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하게 응할 수 있는 모델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미국에서 2004년 89개에 불과하던 정보 장은 2010년 말에는 142개로 

빠르게 증가했고, 기 의 목 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 했다. 한 

학도서 을 심으로 용되던 정보 장의 기본 개념이 조 씩 공공도서

으로 확산되고, 물리  공간을 심으로 이루어지던 변화가 차 창조  활용과 

이용자 심의 학습 로그램을 도입하는 학습 장으로 변화하 다. 

  2009년 NDL 정보 장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균등한 정보 근을 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Donald 

Beagle이 1998년 처음 제기한 정보 장의 개념을 도입하 다. NDL 정보 장은 

물리  공간으로서 도서 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확 하고, 디지털 정보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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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고, 국립도서 으로서 학술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 장의 개념과 설립 목 을 고려하여 국내외 문헌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 NDL에 합한 정보 장의 공간  요소들과 시설, 콘

텐츠  서비스 로그램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보 장의 서비스 

개선방안과 발 략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국내외 정보

장  디지털도서 의 모범 사례를 심으로 정보 장의 발  단계에 따라 

각각 나타나는 특성을 조사하여 소개하 다. 이러한 국내외 문헌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정보 장의 재 상황과 앞으로 발 해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NDL 정보 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자 하 다.

1.1 국내 문헌조사

  국내 도서  역시 업 학습의 효과에 한 인식 확산, 정보 공유에 한 

시  열망, 디지털 매체의 진보를 통한 도서  공간에 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경향을 반 하여, 학도서 을 심으로 정보 장의 이론을 

용하여 새로운 물리  공간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여러 

연구자들은 디지털 정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서비스 변화의 필요성과 이용자

들의 도서  정보  공간 활용 방식의 변화에 따른 응방안의 하나로 정보

장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도서 에 효과 으로 도입하기 한 방안을 제

시하 다. 정보 장에 련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정보 장 발 과 이에 따른 

단계별 차이를 살피기보다는 학, 학교, 공공도서  등 다양한 도서 에서 정

보 장을 도입할 수 있는 실질  도입방안에 이 맞추어져 있다. 

  정재 (2007)은 학도서 의 효과 인 공간 활용과 이용자 서비스를 해서 

해외 학도서 에서 속히 퍼진 정보 장 개념을 도입, 국내 용 방안을 

모색하 다. 미국 Arizona 학도서 과 Indiana 학도서 의 러닝 커먼스

(Learning Commons)를 모델로 국내 정보 장 도입에 필요한 시설  공간에 

해 분석하 다. 학도서 을 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정보와 시설, 장비  

공간의 통합을 통해, 이를 활용하여 학습과 교육의 연계를 지향하는 공간 설계를 

시도했다. 정미경(2008)은 학도서 을 심으로 용되고 있는 정보 장의 

개념을 학교도서 의 실에 맞도록 개편, 학교도서 에서 정보 장 도입을 



 제 2장  이론적 배경 ●  33

시도하 다. 이상복 외(2009)는 NDL의 정보 장 모형을 공공도서 에 용하

기 해 공공도서 의 정보 장 개념의 정립과 도입에 따른 공공도서  건축

에 한 기본구상을 개발하 다. 즉, 정보 장의 개념이 공동도서 에 용되

기 해서는 이용자의 능동 인 움직임에 따른 시각  개방성이 요하며, 물

성에 한 부담감을 이기 한 생태  건축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했다. 

한 이용자의 능동 인 이용을 극 으로 지원하기 한 방(room)의 개념을 

복도형 평면이 아닌 오 형 공간의 산책형(prommade)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건축 설계를 제시하 다. 남태우, 류반디(2012)는 정보 장의 핵심 인 기본 

원칙이 용된 경기도 성남의 느티나무도서  사례를 소개하 다. 공공도서

에 정보 장을 용하기 해서는 방의 개념을 지양하고 공간을 통합하여, 도

서 의 기능이 공간에 따라 단 되지 않고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 

과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와 공간의 효율 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변 인 

물리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분석하 다.

  한희정, 김용(2009) 역시 멀티복합공간으로서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 수

행에 정보 장이 기여할 수 있는 바에 해 고찰하 다. 국내 공공도서  이용

자들의 도서  공간  시설에 한 이용 선호도를 분석한 바 있는데, 공공도

서  공간 이용률, 도서  공간 구조 선호도, 자료 배가 방식의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공공도서 에서 정보 장 용 가능성을 조명하 다.

  이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외의 경우에는 정보 장에 한 논의가 주로 

학도서 에 집 되어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차 공공, 학교, 국립, 작은

<그림 2-1> 성남 느티나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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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도서 의 형태에서 정보 장을 어떻게 용할 수 

있을지에 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2010년 이후로 정보 장 이용자 

이용행태와 만족도 조사(오동근 외 2010), 공간 품질 평가를 한 측정지표 개발

(박지홍 2012), 정보 장 담당 사서의 항요인 고찰(이지혜 2012)등 정보 장 

이용자와 사서에 한 논의로 차 세분화되어 간다는 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 해외 문헌조사 

가. 정보광장의 개념 및 철학

  정보 장에 한 개념은 Donald Beagle(1998)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정

보 장의 개념을 도입한 기 의 성격  목 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미국 Iowa 학도서 의 아 이드 설립으로 출발한 Beagle의 정보 장은 디

지털 정보환경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력 공간을 

제공하고, 디지털 정보기술과 자원, 문  정보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

합 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리  장(Physical Commons), 가상 

장(Virtual Commons), 문화  장(Cultural Commons)으로 구분하여 단순히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과거의 도서  서비스의 역할을 확장하 다. 기의 

정보 장은 단순히 도서 의 온라인 목록과 CD롬 등의 자 자료를 비치한 

온라인 공간과 이용자가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물리  

공간을 일컬었다. 이 후 인쇄본 자료의 배치와 서비스의 결합으로 확장, 재구성

되면서 정보 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공간에 열람서비스 

데스크와 개인 학습 공간  그룹 스터디룸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기술 환경과 

통  도서 의 공간이 결합한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Beagle 

1999). 이후 미국 도서 회(ALA)와 도서  정보자원 원회(CLIR)가 지속 으로 

정보 장에 한 소개와 안내, 그리고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면서 지속

으로 확장되었다. 

  정보 장의 소개와 확장은 새로운 자자원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이용자 

환경의 변화에 도서 이 발맞추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정보 장의 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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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좁힐 수 있다. 첫째, 이미 디지털 환경에 일상 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이들에 합

한 효율 인 정보자원을 제공하기 함이다. 새로운 시 의 이용자들은 더 이

상 인쇄 매체에 의존하며 도서 의 서가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세 가 아니

다. 따라서 학생과 연구자를 포함한 새로운 세  이용자의 일상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통 인 도서 을 디지털 정보이용에 합한 물리  공간으로 변화

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서 리 심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자

책과 자도서, 무선 인터넷과 각종 자학술정보 이용이 용이한 공간으로 변

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디지털화된 자료, 자화된 서비스를 도서 의 

물리  공간과 효과 으로 결합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도서  활용을 극

화 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셋째, 이러한 이용자 정보환경 변화와 더불어 정보 장이 주로 학도서

을 심으로 확산되었던  하나의 요한 요인은 학교육 철학의 변화이다. 

2000년 이후 학과 학원 심의 고등 교육 과정에서 업 학습(cooperative 

education)의 효과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도서 은 학생들의 업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창조 인 학습활동을 증진시

키기 해 업과 워크를 통한 강의와 과제가 늘어났고(Matthews, Andrews, 

and Adams, 2011) 이에 따라 학생들은 노트북이나 인터넷, 다양한 디지털 자

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했다.

  새로운 세 의 도서  이용자들은 도서 이 소장한 장서와 자료를 이용하기 

해 방문하기보다 도서 이 제공하는 장소를 활용하기 해 방문했다. 물리

 공간을 하나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통합 인 모델을 모색했고, 새로운 요구

들을 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보 장의 모델과 철학이 받아들여졌다. 그리

고 이는 도서 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차별화되며 발 해 나갔다. 세부 용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보 장의 공통 이며 핵심 인 요소는 크게, 자원과 

IT 그리고 문  정보서비스가 물리  공간에서 통합  서비스를 하는 것이

라 알려졌다. MacWhinnie은, 도서 에 물리  공간으로서 업 공간, 컴퓨터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학습 공간 등을 포함한 신 인 공간이라고 묘사하 다

(MacWhinni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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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컴퓨터열람실에서 ‘정보광장(Information Commons)’으로의 변화

  Demas(2005)는 정보 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는 크게 연 이 없다고 

여겨지던 열람서비스와 IT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된 이라고 보았다.  한 

Beagle(1999)은 유기  서비스를 강조하며, 정보 장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IT, 열람서비스, 미디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하

나의 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도서  기능의 가장 심에 이

용자를 두고,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업하며 도서 의 여러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Stephen 2008). 따라서 정보 장의 가장 큰 장

은 이용자(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한 곳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물리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하 다. 부분의 정보 장은 학이나 학술기 에서 먼

 도입되었고, 차 공공도서 과 문도서 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기 정보 장의 개념을 받아들인 학도서 들은 기존의 컴퓨터열람실에 새

로운 소 트웨어와 정보서비스를 결합하여 정보 장으로 변모시켰다. 를 들어 

콜로라도 주립 학(Colorado State University)의 경우, 도서 내 컴퓨터 랩으로 

사용하던 시설과 공간을 정보 장으로 개조했다. Cowgill(2002)은 이러한 반의 정

보 장에 해 “(우리 학의) 정보 장은 연구 지원이 가능한 자 자료를 제

공하기 해 산 직원에 의해 리되는 장소”로 설명했다. 120여 의 컴퓨터를 

200 로 증가시키고, 도서  온라인 검색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속 인터넷과 CD

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약간의 멀티미디어 장비를 구비해놓았다. 이와 더

불어 연구 목  이용자들이 찾는 소 트웨어를 구매하여 컴퓨터에 설치해놓았다

(Steiner 2009). 그리고 도서  사서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가능한 이용자 서비스

를 하기 해 IT와 소 트웨어 사용법에 해 교육받았다.

  Steiner는 모간도서 의 모델이 2000년  미국에서 정보 장을 받아들인 도

서 의 형 인 라고 설명하 다. 즉, 최신 컴퓨터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를 심으로 이루어진 공간과 시설을 정보 장의 필수요소라고 보았으며, 이

용자들에게 온라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터미 을 가능한 한 많이 제

공하는 것이 주요 건으로 여겨졌다. 

  정보 장의 도입기에는 기존의 도서  공간과 시설을 근간으로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하 다. 따라서 기존의 장서 심의 도서  체계에 

디지털 장비와 시설을 도입하는 과도기  모습을 띄고 있다. 일명, 물리  공간 

배치의 측면에서 하이 리드 형태를 취하며, 디지털 정보의 제공에 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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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모간도서관과 놀린 컴퓨터랩

<그림 2-3> 모간도서관(Morgan Library) 컴퓨터 랩 웹페이지

http://lib.colostate.edu/services/computers/lab

  기 컴퓨터열람실의 확장된 개념으로 등장한 정보 장은 차 그 규모와 시

설, 구조면에서 컴퓨터열람실과 차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인디애나 학의 

앙도서 (Herman B. Wells Library)은 2003년 1층에 치하고 있던 정보 장을 

2005년 도서  2층까지 확 했다. 도서 의 1, 2층의 층을 모두 정보 장으로 

개편,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Dallis and Walters, 2006). 총 250 의 컴

퓨터와 학습용 소 트웨어를 구비하고 학생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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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인디애나대학, 도서관 정보광장 

업공간을 제공했는데, 인디애나 도서 의 정보 장은 도서 의 일정공간에 

정보 장을 국한시키지 않고,  층으로 확 한 좋은 라 할 수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린터와 책상과 자자원과 웹 DB, 열람서비스 직원과 사

서들이 정보 장 곳곳에 배치되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즉각 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외에도 테네시 학의 도서 의 정보 장은 24시간 개방된 

공간에 커피 과 업 테이블, 컴퓨터와 노트북 여, 곳곳에 배치된 열람정보

서비스 데스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장 이용자들의 편익을 돕고 있다. 

다. 정보광장에서 ‘커먼스 2.0(Commons 2.0)’으로의 변화

  2000년  정보 장을 도입한 다수의 도서 들은 차 기의 하이 리드 타입

의 물리  공간 구성에서 탈피, 좀 더 문화 , 가상  공간 창조에 몰입하 다. 

물리  정보 장 뿐만 아니라 문화  로그램과 디지털 가상 자원의 보충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도서 마다 그 역할

과 목 에 따라 학습센터(Learning Center), 학습커먼스(Learning Commons), 

통합학습센터(Integrated Learning Center), 인포메이션 아 이드(Information 

Arcade), 디지털도서 센터(Digital Library Center) 등으로 명명되었다. 본 장

에서는 우선 학도서 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보 장의 변화에 해 먼  소

개하고 이후 공공도서 에서 용된 사례에 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  39

  Steiner(2009)에 따르면, 학도서 의 커먼스 2.0에서 나타나는 공통  특징

은 업 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공간의 창

출과 이를 해 다른 외부 기 과 트 십을 맺고 작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걸 학의 Schmidt와 Kaufman(2005)는 “걸  학의 러닝 

센터는 교내 쓰기 센터와 학생부, 산부서와 컴퓨터 부서, 교육자원지원부

서등과 긴 한 력하게 운 되고 있다”라고 언 하 다. 이러한 다양한 부처 

간의 문 인 업을 통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창

조  사고를 배양시키고 있다. 재 정보 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어들고 있

으며 이는 ‘ 장 2.0’으로 명명되곤 한다(Steiner, 2009; Accardi, 2010). 이는 

이 의 정보 장보다 훨씬 더 이용자 심의 력 모델로서 통  도서 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리하여 정보 장이 좀 더 도서  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물리  공간 변화를 

꽤했다면, 러닝커먼스를 비롯한 커먼스 2.0은 이보다 훨씬 더 이용자에게 을 

맞추고 이용자의 학습요구와 학습능력 향상을 해 도서 의 공간과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향을 보 다. 

  스컨신-매디슨 학교의 WisCel은 이러한 러닝 커먼스를 구 한  하나의 

라고 할 수 있다. 도서  3층에 자리 잡은 WisCel(Wisconsin Collaboratory 

for Enhanced Learning)은 통 인 도서 의 역할과 교육 방식에서 탈피, 

학생들의 업 학습 공간 뿐 아니라 실제 학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을 

제공하고 있다. 즉, 업이 가능한 책상과 IT 테크놀로지, 디지털 자원이 도서  

장에서 직  교수가 주도하는 수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창조  

교육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서 이 지원하고 있다. 시애틀 학은 러닝

도우미(Learning Assistant) 로그램을 시작하여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개인 교사를 연결해주는 tutoring 로그램, 수학 등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에 한 기 클래스를 개설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외에 개별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한 쓰기 

기술, 시험지작성 기술, 독서 기술, 문법 기술, 말하기 기법 등 학교생활과 련된 

다양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한다.  

  커먼스 2.0으로 불리는 정보 장의 새로운 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다(Stein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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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이 가능한 학습 공간의 제공: 교육이나 학습자 모두가 업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열람실을 도서 의 앙에 치시키고, 

도서  이용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의 로

그램, 서비스, 자원,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업  학습 활동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타 부서와 기 과 도서 의 업 활동의 증가: 교육 목 의 타 기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서 의 물리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데 극 이다.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해 타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로그램에 도서 이 

가진 기술과 자원을 극 으로 제공하여 교육과 학습이 하나의 단일하고 

고정된 단 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술 공동체의 통합되고 유기 인 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기 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 : 커먼스 2.0은 기 에 따라, 도서 의   

역할과 목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용된다. 일종의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정형화된 틀이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 과 이용자의 기 와 

이용행태에 따라 변화하며, 창조 인 사고와 이를 구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용자 이용행태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보의 수용이 아닌 정보의 창조: 커먼스 2.0의 궁극 인 목 은 창조  인간, 

사회  인간을 구 시키기 함이다. Sinclair(2007)은 ‘커먼스 2.0의 이용

자는 단순히 정보를 구하고 수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창조

한다’라고 말하 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 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증가시켜 새로운 수 의 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커먼스 2.0은 “개방 이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실용 이며, 감을 불어넣어

 수 있는 공간”이라는 5가지 주요 특징으로 묘사된다. 정보 장과 커먼스 2.0

과의 가장 요한 차이는 커먼스 2.0은 이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

이 아니라 더 활발히 정보를 가지고 의미 있는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 내기 

해 정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한다.

  Bennett(2003)은 정보 장이 단지 ‘지식검색(knowledge seeking)’을 용이하

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반해 커먼스는 지식과 지혜의 창출을 강조한다. 

학습과 지식 창출은 러닝 커먼스가 동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커먼스 2.0에서 학습과 배움은 요한 사회화 

과정  하나가 된다. 커먼스 2.0에서 도서 의 공간은 더 이상 지식 창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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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있어 수동 인 물리  공간이 아니다. 공간 자체가 지식창출의 요한 

계기이자 도구이며, 학습에 직 인 향을 미친다. 이러한 에서 커먼스 

2.0은 학습공간(Learning Space)으로 이해된다(Somerville and Harlan 2008). 

이러한 커먼스 2.0이 가진 기본 철학과 개념을 구 하기 해 가구의 배치와 력 

기 의 선정, 로그램의 선택과 홍보 등이 치 하게 이루어진다. 

  기 의 성격에 따라 최신 디지털 시설의 구비에 치 하거나 혹은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와 테이블, 커피와 스낵 등 이용자가 공간을 통해 감을 얻을 수 

있는 가구와 분 기를 조성하기 한 여러 방안이 모색 이다.

  워싱턴 학교(Washington State University)의 Cummings(2007)는 이러한 새

로운 역할을 담당하기 해 마 과 아웃리치에 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언 한다. 워싱턴 학교 도서 은 “the Library in My Room”이라고 

힌 문구를 학생들의 기숙사와 트 쉽을 맺고 기숙사 문마다 비치하며, 이용자

들이 도서 에 한 심과 흥미를 유발시켰다.

  이러한 도서 의 새로운 역할과 기 의 변화는 공공도서 에도 그 로 용

되었는데, 공공도서 의 경우 학술 도서 보다 커먼스 2.0과 정보 장의 용

이 훨씬 더 자유롭고 창의 인 형태로 나타났다. 외부의 여러 서비스와 로

그램을 도입하여 운 하는데 이에는 통 으로 도서 의 기능과 역할로 여기

지 않았던 시와 공연, 게임과 강연, 스 수업과 토론 등이 도서  내로 들

어왔다. 

<그림 2-5> 텍사스대학 도서관, 커피숍(좌) / 데몬 대학(Daemon College)   

  도서관 이용자 휴식 공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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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정보광장 

  Turner(2013)는 정보 장이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강조했지만, 이는 도서  

내에서 심으로 이루어진 변화를 의미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러닝 커먼스

는 정보 장보다 더 원활한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이는 단순히 

도서  내에서 뿐 아니라 도서 이 속한 커뮤니티나 지역 공동체 내에서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 장보다 도서  내 외부 로그램의 

도입에 훨씬 더 개방 으로 근하며, 도서 의 목  뿐 아니라 지방 공동체

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 를 들어, 스콘신-매디슨

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문헌정보학과의 주도로 결정된 

“인큐베이터로써의 도서 (Library as Incubator proejct)”은 도서 과 지역의 

술가들과 트 쉽으로 작가와 미술가 등을 양성시킬 수 있는 창조  공간

으로서 도서 을 이용한다. 로젝트에 참여한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

그램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아이오와 공공도서 의 지역 음악 로젝트(Iowa City Public Library’s 

Local Music Project)

  •포 스 공공도서 의 지역 작가들(Writer in Residence at Forbes Library: 

Three Programs)

  •암부로스 학도서 의 미니북 제작 로젝트(Mini Book Making at St. 

Ambrose University Library)

  •Dreams, Nightmares & the Day the Hard Drive Died: Provincetown Public 

Press Goes Live



 제 2장  이론적 배경 ●  43

  •기독교 공공도서 의 은이를 한 술(Art for Youth’s Sake at Pass 

Christian Public Library)

  •부룩클린 공공도서 의 일상 디자이 를 한 자료들(Resources for the 

Everyday Designer at Brooklyn Public Library’s Information Commons)

  

  이 외에도 표 인 로젝트로 많은 공공도서 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MakerSpaces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이 새로운 커먼스 2.0 철학을 도입한 많은 

도서 에서 지역 주민과 도서 , 술 공동체들이 업을 통해 창조  지식과 

기술을 배양시키기 해 통 인 도서 에서 행하지 않던 다양한 로그램을 

도서 으로 가져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정보환경에 응하기 해 시작한 정보 장의 

철학과 개념은 도서 의 목 과 기능,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요구, 디지털 기술과 

발 을 반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Beagle이 제시한 정보 장의 

세 가지 분류(물리  장, 가상  장, 문화  장)는 기에는 물리  장에 

집 하여 시도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나 재는 차 확장되어 도서 의 

물리  공간과 문화  공간, 가상  공간으로 다각 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도서 의 공간은 더 이상 수집과 리, 열람을 한 수동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이용자가 감을 얻을 수 있고 창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장, 커먼스 2.0으로 발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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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출처: http://lib.skku.edu/index.ax

2. 국내외 사례조사

2.1 국내 사례

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 2009년 3월 성균 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개

• 학술정보 장 아래 학술정보지원 , 인문정보운 , 자연정보운  

   3 으로 구성되어 운

• 공간안내

   - 멀티미디어 시설(스튜디오/매체편집실/포토존/미디어자료실/시네마룸)

   - 상스튜디오(동 상 촬  크로마키합성 촬  뉴스 제작, 인터뷰 동아리  

UCC촬  등)

   - 포토스튜디오(조명을 이용한 사진촬 (개인, 로필, 제품, 단체사진 등)

   - 매체편집실( 상 편집, 그래픽/사진편집, 사운드 편집)

   - 미디어자료실(소장 인 비도서 자료 등 시청각 자료 재생)

   - 리젠테이션룸(세미나, 회의 등)

   - 시네마룸(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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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출처 : http://library.yonsei.ac.kr/main/main.do

• 기타시설

   - 디지털홍보 (성균 학교의 600여 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기존의 유물 시 기법을 탈피하여 유물 없는 최첨단  

     디지털 시공간으로 람자 입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 정보교육실(학술정보  이용자 교육장)

   - 리커뮤니티존(자유로운 분 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림 2-8>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2008년 기존 앙도서  건물과 연결하여 신축

• 최첨단 IT 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쾌 한 연구, 학습공간을 갖춘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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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인포메이션 커먼스

• 공간안내:

   - 옥상 정원, 카페

   - 멀티미디어교육실, 멀티미디어자료실, 멀티미디어코 , 미디어감상실, 

리젠테이션룸, 미디어제작실

   - U-lounge(복합문화공간으로 휴식, 미 을 하거나 IT장비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 Ubiquitous 기술 용)

   -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

   - 시실 

   - 형안내시스템

   - MOD(IPTV): 소 가 설치되어 있는 휴식 공간( 앙의 형 디스 이 

연못에서 물고기들이 터치에 반응하는 Virtual Reality 체험 코 )

   - 매직미러(날씨, 증시, 환율, 세계시간, 도서  황 정보 등 제공)

   - Global PC Island

   - ⓤfinding shelves, ⓤnewspaper, 스마트 테이블, ⓤmemoboard(메모

보드), myⓔbook (eBook)

   - 그룹스터디룸: 젠테이션룸, 업부스와 세미나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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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시카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출처 : http://www.chipublib.org/

 

2.2 해외 사례 

가. 공간 중심의 창조적 도서관

1) 시카고 공공도서 (Chicago Public Library) 

   • 도서  서비스  로그램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신 공간

   •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2013년 시작 

   • 2013년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에 공개 실행한 후 평가하여 

합성 결정

   • 기술과 과학에 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동학습이 가능한 환경 

구

   • 메이커 랩(Maker Lab)

   • 이노베이션 랩(Innovation Lab)

   • DIY(do-it-yourself)의 기술 기반 확장

   • 제공 기기  소 트웨어: 3D software, 3D printers, laser cutters, 

milling machine, vinyl c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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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워크샵과 공개 실험 강좌 운 . 매주 일요일은 14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 가족 체험활동 운

   • 트 쉽 기 : Chicago Public Library Foundation,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Chicago 

<그림 2-12> 시카고 공공도서관 Makerspace

      출처: http://www.cplfoundation.org/site/PageServer?pagename=invest_future_learning_innovationlab_co

http://cplmakerlab.wordpress.com/

http://www.flickr.com/photos/cpl_makerspace/

2)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공공도서 (Sacramento Public Library)

   

<그림 2-13>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출처: http://www.saclibrary.org/Services/I-Street-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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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Street Press: 일반이용자들에게 ‘Espresso Book Machine’을 이용하여 

요리책부터 소설에 이르는 다양한 과 자책을 인쇄본 책으로 출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조 인 공간을 제공함.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 과 IMLIS의 후원으로 새크라멘토 공공도서 에서 시도한 사업

  • Homework Zone: 훈련받은 자원 자들이 1-8학년의 학생들의 과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

  • Job Seekers: 일반인들의 구직을 돕기 해 이력서, 인터뷰 등의 작성에 

도움을 주고 알맞은 직업을 찾는 방법에 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

  • Library Galleria: 웨딩, 리셉션, 세미나 등의 다양한 목 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을 제공

  • Online Learning: 구직을 한 교육, 컴퓨터 기능 교육, 언어 교육, 과제 작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

<그림 2-14> 새크라멘토 공공도서관의 Espresso Book Machine(좌) / 

       Library Galleria(우)

  

3)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 (Martin Luther King Jr. Memorial Library)의  

Digital Commons

   • 미국 워싱턴 D.C의 공공도서 은 별도의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한 공간으로 

2013년 7월에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 에 새롭게 Digital Commons을 

리모델링하여 개

   • 70개 이상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Digital Commons로서 최첨단의 정보  

기기와 software, 서비스와 업 공간으로서 ‘Dream Lab’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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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미션: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고 창조 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 

<그림 2-15>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관 Digital Commons 홈페이지

출처 : http://www.dclibrary.org/digitalcommons

   • 컴퓨터열람실: 70  이상의 컴퓨터열람실에는 50 의 개인 도우 컴퓨터, 

16 의 iMac 컴퓨터, Adobe Creative Suite(CS), AutoCAD 외에 여러 

최신 버 의 소 트웨어를 갖춘 4 의 컴퓨터를 갖춘 시설이 갖추어짐

   • 3D 린터: Dream Lab에서는 3차원의 입체 인 물품을 만들어 내는 3D 

린터를 갖추고 있음. 이용요 은 1g당 .05 달러로 무게에 따라 요 이 

측정되며, 로토타입 모델, 기기의 부품 등을 만들 수 있어 이를 이용

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서 이 새로운 하드웨어 스토어로 변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 보고 있음

   • Espresso Book 기기: Espresso Book 기기는 이용자가 직  린트하여 

개인의 책 는 잡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임. 이 기기를 이용하여 

학교의 수업을 한 책, 요리책 는 개인의 책 등을 린트 할 수 있음

   • 테블릿 기기를 시험하는 Digital Bar: 얼리 어덥터를 한 새로운 테블릿 

기기를 시험할 수 있는 Digital Bar는 tablet computers, ereaders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자 기기를 제공하고, 무료로 음악을 다운 받아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 Meeting rooms: Digital Commons의 3분의 1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Dream Lab’이라고 불림. 이용자들은 이 공간에서 스마트 보드와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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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싱, DVD 이어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총 4개의 실, 50명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한번 약 시 4시간 이용이 

가능. 한 주변의 25개 도서 의 Meeting room도 MLK Digital Commons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약이 가능

   • 무선인터넷 이용공간: 개인 노트북,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기 콘센트가 제공되고 있는 총 140석의 공간이 갖추어져 있음

   • 다양한 이용자 교육: 성인을 한 컴퓨터 이용 교육, 정보 이용활용 교육, 

구직 교육 등의 로그램을 제공

<그림 2-16>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관 Digital Bar(좌) / 

Dream Lab(우)

<그림 2-17>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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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맨체스터 학도서 (University of Manchester Library)의 Alan 

Gilbert Learning Commons

<그림 2-18> 맨체스터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출처: http://www.library.manchester.ac.uk/aboutus/locationsandopeninghours/learningcommons/  

  • 맨체스터 학도서 의 ‘Learning Commons’는 2012년 10월 새롭게 개 함. 

학생과 스텝 모두에게 다양한 학문  는 훈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 설립 

  • 1000석 이상의 개인 는 그룹 활동을 한 공간

  • 400개의 PC

  • 노트북 이용 공간

  • 30개의 스터디룸: 2명-12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  내 30개의 스터디룸은 

일주일에 5번, 한 달에 10번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한번 이용 시 3시간까지 

이용 가능. 도서 에서는 24시간 오 하는 그룹 스터디 공간도 별도로 제공

  • Skype 공간, 그룹활동과 세미나를 한 미디어 스크린

  • 표지 , 안내문이 디지털과 도서  건물 외부를 스크린으로 활용

(안내문, 졸업식 등의 동 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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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펜실베니아 학도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Weigle 

Information Commons   

<그림 2-19> 펜실베니아 대학도서관 Weigle Information Commons의 홈페이지

출처: http://wic.library.upenn.edu/wicfacilities/

  • 장비 여 로그램(Equipment Lending Program):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와 련된 다양한 장비  기기(카메라, 로젝션, 오디오, iPad 등)를 

빌려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데이터 디  부스(Data Diner Booths): 고정된 PC, 웹 캠을 갖춘 노트북, 

노트북 연결 선 등을 갖춘 12개의 data diner 부스를 제공

  • 그룹 스터디룸: 칠 , 고정된 PC desktop, 비디오 코딩, 노트북 연결 선

등을 갖춘 10개의 그룹 스터디룸을 제공.▪ Study Alcove: 칠 , 와이드 

스크린, pc가 있는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스터디 공간 제공

  • 디지털 미디어랩: 오디오 코딩, 장비 여, 비디오 촬  훈련, 다양한 

미디어 련 하드웨어, 소 트웨어 제공

  • 포스터 디자인  린트: PhotoShop, InDesign, Illustrator, Powerpoint 등의 

포스터 디자인을 한 소 트웨어  린트 서비스 제공

  • 컨설  룸: 학생과 교수의 개인 인 컨설 을 한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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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0> 펜실베니아 대학도서관 Weigle Information Commons의 

Study Alcove(좌) / Data Diner Booths(우)

     

6)  호주 국립 학도서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의 

Information Commons

   • 호주 국립 학도서  내 치

   • 공간 구성: 컴퓨터열람실, 그룹 스터디룸, 강의와 학습 공간 

   • 제공 기기: 1,500  컴퓨터, 인터넷, 무선인터넷, 소 트웨어, 

                공유 린터 제공

   • 운  시간: ANU 도서  운 시간  이용 가능(매일 08:00–22:00)

   • 이용 자격: 학생  교직원 (보안 실험실은 ANU ID card 소지자 사용)

   • 각 실별로 이용 가능한 소 트웨어 리스트 제공

   • 린트, 복사, 스캔 가능: 멀티기능 기기(Multi-Function Devices:MFD)와 

린터 제공. 흑백  칼라 출력 가능(A4,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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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호주 국립대학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 홈페이지

출처 : http://itservices.anu.edu.au/computers/information-commons/

나. 해외 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 

  국가 표도서 인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의 발  방안을 제안하기 해, 

규모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국가도서  는 국가기 의 해외 디지털 아카이빙 

로젝트를 조사하 다. 

1) 유로피아나(Europeana)

  • 유럽 연합의 자도서  로젝트로서 2008년 11월 20일 처음으로 공개

  • 문화를 생각하다(Think cultur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 

  • 유럽의 온라인 박물 , 도서 , 기록  역할을 하며, 유럽의 문화유산기  

 과학 기 의 디지털 콘텐츠를 한 곳으로 모은 컬 션

  • EU에 가입한 27개국 1000여 개의 문기 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

  • EU 25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언어, 국가, 날짜, 제공자, 자료유형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고, 자료 유형은 다시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비디오로 구분

  • 다른 력 기 (정보제공 기 )과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요한 역할

  • 검색한 콘텐츠 그 자체는 유로피아나의 앙 서버가 아니라 실제 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 이나 박물  등의 서버로부터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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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1,500개의 기 이 참여하여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의 1,500만 건이 넘는 디지털 자료 제공

  • : 로얄 북 컬 션

  • : 로마 여행

<그림 2-22> 유로피아나 홈페이지

출처: http://www.europeana.eu/portal/

2) 세계디지털도서 (World Digital Library: WDL) 

 

  • 미국 의회도서 과 유네스코의 력으로 개발하여 2009년 4월 공개

  •  세계의 문화 유산을 디지털 자료화

  •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의 요한 자료들을 다국어 형식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

  • 기존의 기 , 국가, 지역의 디지털도서  로젝트의 콘텐츠를 스캔하여  

재활용

  • Place(장소), Time(시 ), Topic(주제), Type of Item(자료의 종류), 

     Institution(기 ) 별로 열람 가능

  • : A Map of Seoul in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 : Bill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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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세계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출처: http://www.wdl.org

3) 미국 디지털공공도서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

<그림 2-24> 미국 디지털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출처: http://dp.la/

  • Harvard University의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에서 2010년에 

시작된 디지털 도서  로젝트

  •  세계의 연구 도서 , 아카이 , 박물 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디지털화 하여 이용자에게 무료로 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

  • DPLA의 컬 션은 시간, 지도, 형식  주제로 분류됨

  • 각각의 기록물은 제공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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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eaving Europe: A new life in America - Europeana와 연결

http://dp.la/exhibitions/exhibits/show/leaving-europe

  • : Boston Sports Temples - Boston Public Library와 연결 

<그림 2-25> Boston Sports Temples

출처: http://dp.la/exhibitions/exhibits/show/boston-sports-temples

4) 미국의회도서 의 American Memory

<그림 2-26> 미국의회도서관의 American Memory 홈페이지

출처: http://memory.loc.gov/ammem/index.html

 

  • 1990년-1994년 미국의 역사 련 문서, 동 상, 오디오, 사진등의 자료를 

CD-ROM에 수록하는 로젝트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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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국립디지털도서 로그램(National Digital Library Program: NDL)

의 로젝트로 온라인으로 근할 수 있게 됨

  • 비연방 공공단체, 학술도서 , 박물 , 역사  지역사회 공통체 등 23개의 

컬 션을 디지털화

  • 재 900만건 이상의 미국의 역사  문화 련 자료가 100개 이상의 

주제로 분류

  • 원자료 형태로 보존, 스캔화

  • : Abraham Lincoln collection, George Washington Papers

<그림 2-27> Abraham Lincoln collection(좌)/George Washington Papers(우)

출처: http://memory.loc.gov/ammem/       

  

     

5)  국국립도서 의 국제둔황 로젝트(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IDP)

   

<그림 2-28> 국제둔황프로젝트 홈페이지 

출처: http://idp.b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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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국국립도서 이 국 국가도서 과  세계 박물 , 도서  

컬 션 등으로 흩어진 국 둔황지역의 기원  100년에서 기원후 1200년

까지의 역사자료  유물을 재결합한 로젝트

  • 각각의 콘텐츠를 학습, 교육, 연구 역으로 구분하여 심화된 정보 제공 

  • 다양한 주제 분야에 한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등을 링크

  • : Korean Collections 

<그림 2-29> Korean Collections 

출처: http://idp.bl.uk/pages/collections_ko.a4d

6) 체코국립도서 의 Manuscriptorium 로젝트 

<그림 2-30> Manuscriptorium 홈페이지 

출처: http://www.manuscriptor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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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국립도서 의 디지털화는 1992-1993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해 수립될 기 사업부터 시작됨

  • 필사본이나 고서 등의 디지털작업은 ‘Memoria’ 로젝트로, 정기간행물 

 다른 근 자료의 디지털화는 ‘Kramerius’로 구분되어 진행

  • 2000년부터는 체코의 국가지원 로그램으로 인정되어 문화부 지원을 

받고 있음

  • Manuscriptorium 구축으로 다양한 역사자료들(필사본, 기간행본, 고서, 

지도 등)이 한곳으로 모아지게 됨

  • : Virtual Collection of Arabic Manuscript

<그림 2-31> Virtual Collection of Arabic Manuscript

출처: http://www.manuscriptorium.com/index.php?q=content/virtual-

collection-arabic-manuscripts

7) 네덜란드 국립도서 의 IMPACT(Improving Access to Text) 

로젝트

  • 2008년 유럽의 역사자료에 한 디지털보존과 이용자들의 근을 극 화

하기 하여 IMPACT(Improving Access to Text)라는 디지털 아카이빙

로젝트 주도

  • 로젝트의 목 은 역사기록물에 한 근성을 높이고, 유럽 역의 

문가를 활용하여 로젝트를 효과 으로 수행하 으며, 로젝트 종료 

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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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상에서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OCR)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26개의 력기 이 네덜란드국립도서 과 공동으로 운

<그림 2-32> 네덜란드 국립도서관의 IMPACT 홈페이지 

출처: http://www.impact-projec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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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 장 운  황  실태조사

1. 국립중앙도서관 조직 현황

  국립 앙도서 은 2009년 5월 국 과 인종, 장애, 학력 등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 도 용하지 않고,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공간’

으로서 물리  근의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단 없이 한결같은 정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디지털도서 (National Digital Library 이하 NDL)을 개 하 다. 

개  당시 NDL은 디지털총 기획과, 디지털정보이용과, 정보시스템운 의 

2과 1 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간만(09:00-18:00) 운 되는 인력 구성으로 정원 

61명  원 53명(사서직 22명)으로 조직되었다(<그림 3-1> 참조). 

  그러나 2010년 디지털총 기획과는 ‘총 ’에 특별한 의미나 역할이 없어 

디지털기획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2년에는 정보시스템운 이 정보시스템

운 과로 직제상 승격되어 개편‧조직되었다(<그림 3-2> 참조). 

  2013년 11월 기 으로 NDL의 정원은 총 53명(사서직 23명)이며 원은 총 

43명(사서직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1> 참조). 즉, 정원에 비해 원은 

81.8%만이 구성되고, 사서직 원 역시 정원에 비해 4명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09년 개  당시에 비해서 정원과 원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인력 황은 

지난 4년간 NDL의 기능과 역할이 확 되고, 서비스 지원 상 이용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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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에 반비례하는 상일 뿐 아니라 재의 인력 수로는 

디지털자료운 부의 디지털장서 개발 계획의 수립, 디지털도서  이용자 열람 

공간 운  등의 주요 업무를 자체 인력만으로는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3-1> 2009년 국립중앙도서관 조직도

<그림 3-2>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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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년 비 2013년 직원 

황

정원 17 16 16 16 15 정원 11.8% 감소

원 14 13 14 13 12 원 14.3% 감소

정원 비 

원 비율
82.4% 81.3% 87.5% 81.3% 80.0%

<표 3-2> 디지털정보이용과 연도별 직원 현황

* 단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년 비 2013년 직원 

황

정원 61 58 58 55 53 정원 13.1% 감소

원 53 51 48 44 43 원 18.9% 감소

정원 비 

원 비율
86.9% 87.9% 82.8% 80.0% 81.1%

<표 3-1> 디지털도서관 연도별 직원 현황

* 단 : 명

  국립 앙도서  디지털자료운 부의 하부 조직인 ‘디지털정보이용과’는 2013년 

11월 기 으로 정원은 총 15명이나 원은 정원의 80%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2> 참조). 2009년 비 2013년 직원 황을 보면, 정원은 17명에

서 15명으로 11.8% 감소하 고, 원도 14명에서 12명으로 14.3% 감소되었다. 

‘디지털정보이용과’는 디지털도서  지하3층  지하2층의 이용자 열람공간 

운 뿐만 아니라 이용서비스의 기획․운 ․평가, 견학  교육 로그램 등의 

개발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실을 고려할 때,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문 

인력 충원은 매우 시 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이용과’에서 운 하고 있는 NDL 정보 장 층별 인력투입계획을 2009년

(개  )과 2013년 재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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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정보광장 층별 인력 투입계획/현황 비교(2009년과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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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광장 운영 현황

2.1 물리적 공간

  디지털도서 의 정보서비스를 한 물리  공간인 정보 장(IC: Information 

Commons)은 지하1층에서 지하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방문자에게 개

방된 공간과 사 에 등록한 이용자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자료를 이

용하는 공간으로 구분하여 운 하고 있다(<그림 3-4> 참조). 

  2013년 재, 정보 장의 층별 주요기능은 큰 변화는 없으나 2009년 개  

당시 지하2층에 치하여 장애인 등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던 ‘도움 리터’는 

본 과의 복된 서비스로 다시 ‘장애인정보 리터’로 통합․운 하게 되었고, 

‘국립장애인도서 ’ 건립과 함께 본 1층에서 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 한편, 

지하3층에 치하던 ‘다국어정보실’은 ‘도움 리터’ 이 으로 인한 공간 활용 

목 과 정보 장의 핵심공간인 지하2층 내에서 외국인  이민자 등에 한 

통합된 서비스로 운 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단 하에 지하2층으로 서비스 

공간을 이동하 다.

<그림 3-4> 정보광장 공간 구성

출처: 국립 앙도서  홈페이지 http://www.nl.go.kr/nl/c5/page4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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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장의 지하3층은 NDL 메인 로비로서 사  약 등 별도의 이용 차 

없이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며 술 , 디지털 , 디지털신문

, U터치테이블 등의 디바이스를 통해 디지털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

공간이다. 한 회의실을 통하여 각종 회의  세미나, 교육 등의 행사를 지

원하고 있다. 

  지하2층은 NDL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16세 이상 구나 이

용할 수 있다. 디지털열람실, 미디어자료이용실 등 개별 이용공간과 세미나실, 

복합상 , 스튜디오( 상‧음향‧UCC) 등 그룹 이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은 물론 NDL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의 열람과 이를 활용한 미디

어 편집, 문서 작성, 연구조사 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개별 이용공간으로서의 디지털열람실은 디 러리 포털 검색, 원문정보 이용, 

미디어편집 등을 한 일체형PC 210 , 멀티태스킹용 3면 모니터 PC 30 , 

그래픽 자료 이용에 편리한 형모니터 PC 12  등 총 252석이 마련되어 있

다. 서비스되는 디지털정보자료로는 국립 앙도서  소장자료  디지털화된 

원문DB와 국회도서 을 비롯한 8개 기 이 구축한 디지털화한 자료의 원문

DB, 그밖에 국내외 상용 Web DB를 통한 학술   논문 등이 있다. 한 

미디어자료이용실은 32인치 형 모니터 40 , DVD/VHS 콤보 이어 5 , 

카세트 이어 8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납본 등에 의해 수집된 비도서자료

(DVD, CD, 카세트테이 , 비디오테이  등)를 출  좌석 약을 통해 감상

할 수 있다. 

  그룹 이용공간으로 이용되는 미디어편집실은 상/이미지 콘텐츠를 문

으로 편집할 수 있는 공간 1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좌석 컴퓨터에는 포토

샵, 일러스트 이터 등의 편집 로그램  디지털도서  용 편집 로그램

이 설치되어 있다. 한 세미나실은 8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칠 , LCD 

모니터, 로젝터 등 첨단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 규모에 따라 3-16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사  약제로 운 된다. UCC 스튜디오에서는 캠코더를 활용

하여 일반인 구나 손쉽게 상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으며 약 후 1회 3시

간 이용할 수 있다. 상‧음향 스튜디오는 상/음향 련 경험자를 심으로 

여하고 있으며, 일 최  8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기기 사용에 서툰 보자

들은 스튜디오 문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하1층은 정보 장과 본 을 연결하는 통로로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의 

경계를 상징하는 모션 트래킹 솔루션이 제공된다. 정보 장의 이용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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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기기 검 등 시스템 안정화를 해 매주 

월요일마다 휴 하던 것을 2013년 9월 1일부터 둘째, 넷째 월요일만 휴 하는 

것으로 본 과 동일하게 운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정보 장의 일평균이용자

수와 총 방문자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표 3-3>참조), 

공간 이용률이 높은 순으로 보면 디지털열람실, 노트북이용실 그리고 미디어

자료이용실과 미디어편집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용자들의 이용이 

NDL의 목 과 철학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한 구체 이고 단계

인 연구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 운 일수 일평균 이용자수(명) 총 방문자수(명)

2009 168 675 113,396

2010 302 693 209,564

2011 304 702 213,631

2012 300 725 217,640

<표 3-3> 연도별 운영일수 및 일평균 이용자수, 방문자수 통계

 

  ※ 총 방문자수는 출입게이트 기 으로 순방문자수(unique visitors,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출입하던지 

1회로 카운트)를 의미함

2.2 디지털콘텐츠

가. 디브러리 포털 운영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의 물리  공간인 정보 장 외에 온라인 서비스 

공간인 ‘디 러리 포털(http://dibrary.net/)’은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2009년 5월 25일 개 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하 다. ‘디 러리 포털’은 도서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공공기 , 민간 등 다양한 지식정보 기 들과 폭넓게 데

이터를 연계 력함으로써,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력형 서비스를 지

향한다. 

‘디 러리 포털’에서는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디지털화한 

원문DB(43만책), 국립 앙도서 이 수집한 온라인자료(1,626,031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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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1,358개 기 과 연계한 1억 건 이상의 디지털지식정보의 통합검색을 

제공한다. 2012년도 디 러리 포털 이용 황은 1일 평균 방문자수 11,469명, 

페이지뷰 54,260건이다(2012년 국립 앙도서  연보). 

‘디 러리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장자료는 국립 앙도서  자료로 도서, 비

도서 목록 정보  온라인 자료( 자책, ·기사, 원문DB, 웹사이트 등)를 

제공하며, 연계자료는 공공기   민간기  DB(과학기술정보(NDSL), 국가

기록물, 국가지식자원 등)  해외공개학술정보(해외 학술지 등)를 연계 제공

한다. 한 국가자료종합목록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 도서 의 자료를 

같이 검색할 수 있다. 디 러리 포털은 이용자 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하기 해 지역정보, 다문화정보, 정책정보 등의 웹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며, 지역, 다문화 련 기   단체와 자료를 연계하여 정보별 자료를 

종합 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도서  이용자와 디 러리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

이션하기 한 채 로 ‘디 러리 블로그(dibrary1004.blog.me/)’와 트 터

(@dibrary1004)를 운 하고 있다. 이처럼 디 러리 포털은 학술 · 문  

가치가 있는 국내외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공지식 포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 앙도서 의 디지털정보자원은 2013년 11월 30일 재, 자책, 자 , 

음성․음향, 상, 이미지, 수증, 오아시스 자료 등 총 2,454,441건을 서비스하고 

있다. 상세 서비스 황을 보면, 다음 <표 3-4>과 같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자책 4,332 30,410 7,593 8,272 8,323 58,930

자 511,371 702,459 160,569 98,260 87,380 1,560,039

음성ㆍ음향 - 143 643 601 613 2,000

상 - 577 215 239 533 1,564

이미지 - 52,452 37,122 10,773 0 100,347

수증 - - - 30,320 66,568 96,888

오아시스 - 267,682 183,487 80,504 103,000 634,673

계 515,703 1,053,723 389,629 228,969 266,417 2,454,441

<표 3-4> 디지털정보자원 서비스 현황

※2013.11.3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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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장 자료 디지털화 구축 현황

국립 앙도서  소장 자료 원문정보 DB구축 사업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자료의 구보존  후 에 계승을 목 으로 국립 앙도서  소장 자료  귀

본, 희귀본, 특화자료 등 국가 주요문헌으로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로 구축된 자료는 웹을 통하여 국내외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디지

털 정보자원의 확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원문 DB 구축은 1995년부터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인문과학 박사논문, 조선

총독부 발간 한국 련 자료, 한국고서, 신문  잡지의 귀 본 등을 디지털화

하 으며, 2003년부터는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자료에 해서도 원문DB를 

구축하여 2013년 11월 30일 재, 44만 책(1억2천4백만 면)을 디지털화하 다.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산
(백만원)

18,336 1,796 1,810 1,472 1,423 1,303 1,111 1,463 1,103 880 30,697

구축량
(책/면)

322,188 15,489 20,098 13,571 8,239 9,585 12,890 20,533 10,861 10,550 444,004

86,955,228 6,155,470 7,340,561 3,108,493 2,906,905 3,420,568 4,012,055 5,235,142 3,106,029 2,260,575 124,500,026

<표 3-5> 원문DB 구축 실적 및 계획  

원문DB 구축 자료  291,237책은 작권이 있는 자료로서 국립 앙도서  

는 약을 맺은 1,598개 도서 (공공/350, 학/147, 문·특수/201, 해외/16, 

작은/884)내에서 도서  보상 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 외의 

작권이 소멸되거나 사용승낙은 받은 자료 152,767책은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작권 있는 자료
사용승낙  작권 소멸 

자료
계 비  고

책수 면수 책수 면수 444,004 사용승낙(2,566책, 855,883면)

작권 소멸

(150,201책, 39,341,697면)291,237 86,166,281 152,767 40,197,580 126,363,861

<표 3-6> 원문DB 구축 자료 저작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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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이용현황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는 국립 앙도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디 러리 

포털(www.dibrary.net) 는 정보 장 디지털열람실 PC 젯의 “Web DB" 

아이콘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외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장 유무만 악할 수 있으며, 국립 앙

도서  정기이용증을 가진 이용자는 외부에서 로그인하여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자료의 서지사항(제목, 명, 자, 출 년도 

등)을 알고 문(Full text)를 얻고자하는 경우 디 러리 포털에서 명을 

검색하여 해당 권(호)를 선택하고 이용하거나, 주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 

속하여 명 는 제목(기사명)으로 검색하여 이용 할 수 있다. 키워드로 

련 자료를 찾는 경우 주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 속하여 키워드 검색을 

한 후, 합한 자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디지털열람실 데이터베이스 이용 차는 ① 좌석을 약하고(디지털도서  

디지털열람실) ② 약된 좌석에서 로그인 후 바탕화면 젯에서 “Web DB” 

아이콘 선택하여 ③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각종 데이터베이스 검색  

출력을 하면 된다. 자료에 한 출력은 디지털열람실에서 가능하다. 

디 러리 포털  정보 장을 통해 제공하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는 2013년 

12월 재, 국외 DB 45종, 국내 DB 152종이다. 

년도 종수 이용통계

2010년 17종 46,322회

2011년 33종 72,114회

2012년 27종 66,837회

2013년 23종 39,196회

<표 3-7> 국외 웹DB 이용현황 

※2013.11.30 기

국외 웹 데이터베이스는 2010년 46,322회, 2011년 72,114회, 2012년 66,837회, 

2013년 39,196회 이용되었다. 국립 앙도서 에서 제공하는 국외 Web 데이터

베이스는  주제, 문헌정보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기탁자료, 자신문 등 주제 분야별로 제공되며, 각 데이터베이스는 색인,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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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Full-Text)의 형태로 구성된다. 

국립 앙도서 에서 제공되는 국내 Web 데이터베이스는  주제, 고 , 도감, 

문집, 사 , 신문·잡지 술 자연(동식물), 한국문화, 한국사, 한의학, 기타 등 주

제 분야별로 제공된다.

라. 디지털신문 및 전자잡지 이용현황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지하3층 디지털신문 에서 디지털신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83,535회, 2011년 134,118회, 2012년 185,157회, 2013년 

161,769회 이용되었다. 자잡지는 ‘모아진’ 서비스로 제공되며, 2013년 재, 총 

212종이 제공되며, 2010년 24,517회, 2011년 18,146회, 2012년 20,380회, 2013년 

16,749회 이용되었다.

년도 종수 이용통계

2010년 8종 83,535회

2011년 11종 134,118회

2012년 11종 185,157회

2013년 11종 161,769회

<표 3-8> 디지털신문 이용현황

※2013.11.30 기

년도 종수 이용통계

2010년 212종 24,517회

2011년 269종 18,146회

2012년 274종 20,380회

2013년 212종 16,749회

<표 3-9> 전자잡지(모아진) 이용현황

※2013.11.30 기



76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2.3 교육 ‧ 문화 프로그램

그동안 NDL에서 운 한 ‘교육‧문화 로그램’은 이용자들의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 정보 장 이용안내 로그램, 견

학 로그램, 화와 음악 감상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도서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기 한 

문화 로그램, 시, 강연회  공모  등으로 구분된다.

NDL의 교육 로그램의 경우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을 포함하여 

‘정보 장 이용안내 로그램’, ‘견학 로그램’이 운 되었으나, 정보 장 공간 

 서비스 소개, 실제 약방법  차, 자료이용법 등을 교육했던 ‘정보 장 

이용안내 로그램’은 2011년부터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포함하여 운 되었다. 

첫째,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의 경우 이용자들의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

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으로 2010년과 2011년에는 1)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소개  이해 교육, 2) 디지털정보서비스 활용  체험 교육, 3) 디지털도서  

정보 장 시설  기기 활용 교육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교육하 고, 2012년에는 

1) 디지털도서  정보 장 시설  기기 활용 교육, 2) 디지털도서 의 정보자원 

활용 교육, 3) 디지털 트 드에 한 이해 교육, 4) 디지털 콘텐츠 생산을 한 

교육, 5) 디지털 시 에 필요한 정보윤리  보안 교육 등 5가지로 구분한 교육 

로그램을 운 하 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의 운  목 이 NDL의 고유의 기기 

혹은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한 교육이 아닌 일반 인 디지털 가상세계, 미래 

문화, 디지털 트랜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면 일반 공공도서 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이러한 업무가 

국가 표도서 의 업무인지에 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국립 앙

도서 의 사서교육 로그램의 경우 공공, 학도서  사서 등을 훈련시켜 일반 

도서 으로 서비스 확산의 의의를 갖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도서  사서 상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으로 환하여 미래 지향  디지털 콘텐츠 확충, 

디지털 트 드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국가 표도서  서비스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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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로그램 강좌수 차수 이용자수

2010 디지털 가상세계, 그리고 미래 문화 등 22 110 2,597

2011 키워드로 보는 2011 디지털 트 드 등 21 116 2,402

2012 2012년 디지털트 드를 망하다 등 21 111 2,539

<표 3-10>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연도별 현황

둘째, 견학 로그램은 정보 장의 시설  장비 등에 한 설명과 디지털

도서 의 이용방법 등에 하여 소개한다. 일반 견학의 경우 디지털도서 에 

한 경험과 비지식이 없는 이용자를 상으로 ‘정보 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 기기  로그램의 올바른 활용을 하여 주로 정보

장의 시설  기기 등에 한 설명과 디지털도서 의 이용방법 등에 하여 

소개하는 로그램이다. 반면 업무 견학 로그램의 경우 국내외 도서   유  

업무 계자들의 견학 요청에 따라 디지털도서 의 건립경 , 장비 황, 서비스

운  황 등 업무 련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견학 

로그램은 디지털도서  정보 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기기에 한 

홍보와 디지털 정보자원 서비스에 한 국내외 도서  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 다. 

연도 방문기 건수 이용자수

2010 도서  련기 , 국외 방문자 등 188 2,289

2011 도서  련기 , 국외 방문자 등 167 1,736

2012 도서  련기 , 국외 방문자 등 187 2,484

<표 3-11> 견학 프로그램 연도별 현황 

NDL의 시/문화 로그램의 경우 테마 화 로그램과 복합상  다큐 

로그램으로 구성된 문화 로그램은 정보 장 방문이용자를 상으로 실시하는 

문화 로그램으로 주제별 테마를 정하여 화  다큐 로그램을 상 한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테마 화 로그램의 주제 선정 목표가 명확

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정보 장 방문이용자 상과 더불어 정보 장의 

미래 이용자를 한 홍보와 교육을 한 테마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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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로그램 횟수 이용자수

2009 도서 에서 여름나기 등 44 490

2010 ‘인생과 음식 이야기’ 등 102 2,540

2011 1960-70년  고 화 등 90 1,928

2012 화로 만나는 역사 속 한 지도자 등 103 2,429

<표 3-12> 테마영화 프로그램 연도별 현황

복합상  다큐 로그램도 테마 화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일반 인 주제가 아닌 국가 표도서 으로서

의 특성을 반 한 로그램으로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운 되어야 할 것으

로 평가된다.

연도 로그램 횟수 이용자수

2010 건강, 여행, 경제 다큐 등 103 1,752

2011 나를 변화시키는 인물과 화 등 102 1,224

2012 우리의 세시풍속과 통 놀이 등 99 1,188

<표 3-13> 복합상영관 다큐 프로그램 연도별 현황 

 술 /미디어 시실 시의 경우 지하3층의 42인치 32개 멀티화면으로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한 상콘텐츠나 이용자 제작콘텐츠  유  기 의 사진 

공모  등을 연계하여 시하는 방침으로 운 되고 있다. 

  한 2011년까지와는 달리 2012년부터는 문가 청 강연회가 실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제공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용자에게 직  체험을 유도하는 등 

국민들의 디지털도서  이용과 활용 기회를 넓히고자 공모 을 개최하기도 

하 다. NDL 정보 장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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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로그램 내용 횟수 이용자수

2009

견학 로그램

- 국내외 도서   유  기 의 
명인사들의 방문 견학

- 국내외 도서   유  업무 계자들의 견학
- 도서  계자 상의 업무견학
- 일반인 견학자

231회
총 4,262명

- 도서  련   1,259명
- 외국인 방문자  733명
- 언론분야       114명
- 일반인 견학 2,156명

이용자 교육  
문화 로그램

- 정보 장 알아보기 74회 - 641명

- 화와 음악 감상 로그램
  국립 앙도서  소장 비도서 자료 심

44회 - 490명

UCC 공모
-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시콘텐츠 
  ‘UCC  Book & Art 공모 ’ 실시

2009.10.15-11.20
- UCC 공모  50
- Book & Art  55

2010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

-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소개  이해
- 디지털정보서비스 활용  체험
- 정보 장 시설  기기 활용

총 22강좌 110회 - 2,597명

정보 장 이용안내 
로그램

- 정보 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 기기  로그램의 올바른 
활용법

40회 - 113명

견학 로그램
- 도서  건립 계획 인 국외 국립도서   
국내 여러 기

188건
총 2,289명

- 도서  련   698명
- 외국인       507명
- 언론분야 촬  61명
- 일반인 견학 1,028명

문화 로그램
- 테마 화 로그램 102회 - 2,540명

- 복합상  다큐 로그램 103회 - 1,752명

 술 /미디어 
시실 시 

- NDL 용 홍보  디 러리 아트 시
- 2009년 UCC 공모  수상작 시

2010.05.18-07.30
2010.10.05-12.26

2011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

-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소개  이해
- 디지털정보서비스 활용  체험
- 정보 장 시설  기기 활용

총 21강좌 116회 - 2,402명

견학 로그램
- 도서  건립 계획 인 국외 국립도서   

국내 여러 기
167건

총 1,736명

- 도서  련  493명  
- 외국인       496명
- 언론분야 촬  24명
- 일반인 견학  723명

문화 로그램
- 테마 화 로그램 90회 - 1,928명

- 다큐 로그램 102회 - 1,224명

 술 /미디어 
시실 시 

- NDL 용 홍보  국내   여행
- 2009년 UCC 공모  수상작 시

2012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

- 정보 장 시설  기기 활용
- 디지털도서  정보자원 활용 교육
- 디지털 트 드에 한 이해 등

총 21강좌 111회 - 2,539명

견학 로그램
- 도서  건립 계획 인 국외 국립도서   
국내 여러 기

187건
총 2,484명

화 상  로그램
- 화로 만나는 역사 속 한 지도자
- 화로 읽는 사 이야기 등

103회 - 2,429명

교양․다큐 상  
로그램

- 우리의 세시풍속과 통 놀이
- 미디어로 여는 역사 기행 등

99회 - 1,188명

문가 청 강연회
- 화․다큐 상  로그램에 한 입체 인 
이해를 돕기 한 강연회

4회 - 163명

공모
- 2012 디지털도서  스토리/카피 공모
- 책과 만나는 독서 UCC 공모

총 1,953건 수

<표 3-14> 2009-2012년 교육 ․ 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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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민원 내용

디지털열람실

․PC 약 시 문구 수정: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PC칸막이 높이 조정 요망 

․개인자료 반입 가능 여부

․도서 반입 가능 여부

․실제 3면 모니터 활용도 떨어짐(1,2면만 사용)

․3시간 이상 연속 사용 방법?

․원문 자료 2-3개 동시 보려면? 속도가 무 느림

․ 이 린트 40-50개 운 으로 인한 미세분진과 오존 문제

․뚜껑이 달린 커피 텀블러만 도서  반입 안내 문구

․컴퓨터를 잡고 그 자리에서 장시간 수면

․이용자 에티켓 내용 추가  극 안내 바람

․음악잡지 열람만 가능하고 린터 출력 불가능

․컴퓨터 약 시스템의 비효율성

  3시간 마다 컴퓨터 치를 바꾸는 것 비효율 임

  오지 않는 약자를 기다려 주는 것은 다른 이용자에게 비효율 임

․ 된 책의 디지털 자료 출력 복사할 때, 복사분량의 제한이 없었으면 함

․ 형모니터 자리와 3모니터 자리 약 시스템 개선 필요

․지하2층 휴게실에 있는 긴 의자는 기 지 말고 앉아있기만 하는 의자라고 기 지  

  말라고 하는데 그럴꺼면 비싼 산 쓰면서 의자를 그 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사이버머니가 무엇인가요?

․책 여  반납과정 자세히 설명 부탁

․소음 화부스 설치 요망 게이트 밖까지 나가야함

․컴퓨터  로그램 설치 요망

․직원 교육 필요

․인터넷 좌석 약 시스템 문의

<표 3-15> 공간별 민원 내용(2010-2013년 5월)

2.4 이용자 민원

  NDL 정보 장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실질 인 불편사항을 악하기 하

여 민원 사례를 분석하 다.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문화체육 부 웹사

이트 민원마당의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게시물  ‘국립 앙도서  디지털정보

이용과’ 부문의 민원을 상으로 하 으며,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디지털정보

이용과에 한 민원은 총 109건( 복 포함)이었다. 

  정보 장 련 이용자 민원을 공간  민원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표 3-15>

와 같다. 공간별 민원은 디지털열람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미나실, 노

트북이용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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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세미나실 약 방법

․세미나실 약 시' 약사항 없음‘ 문구 수정

․세미나실 불성실한 약자 패 티 주어야

․융통성 없는 규칙- 비어있는 세미나실 이용 가능 여부

․2명 이상 약 가능

․이용  이용방법 몰라 약이 취소되고 1주일 이용 정지되는 상황

  이용방법을 몰랐기에 바로 재 약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장에서 처리 불가. 

․직원 교육 필요

노트북이용실

․노트북이용실 시간을 본 과 같이 10시로 연장

․노트북이용실 무 추워 정 온도 유지

․음식물 반입 규정에 한 철 한 규정 필요

․좌석의 이용이 불편, table 간격이 좁음

미디어자료이용실

․비도서자료 별치 기호 약자 표시

․2인이 함께 DVD를 이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지 않는 좌석의 컴퓨터와 모니터 

․비디오 여러번 이용할 수 있나요

․CD-ROM번호와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청 가능여부

․DVD 등 비도서자료 검색 기능 개선 

․견학 후 화 람 가능 여부

․<Backstreet boys> 정규앨범에 수록된 곡명 문의

상·음향·UCC스튜디오

․음향 스튜디오 기계 오작동  로그램 오류 많으니 

  기계와 로그램 바꿔주세요.

․UCC스튜디오 제재조치? 약 불가

․UCC스튜디오 약 오류

․음향스튜디오 이용 제재 이유

․카메라 여 여부, 편집 가능 여부

․UCC스튜디오 이용 차  사용방법

미디어편집실

․미디어편집을 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음(인터넷 사용). 제재 필요

․그래픽 로그램 업그 이드

․ 약에 한 재고 요청

다국어정보실
․OS만 해당 나라 언어로 바꾸면 끝?

․해당 언어 웹사이트 구축 안 되어 있음

IPTV ․ 성 TV화질 형편없음

기타

․통계 이용자수가 가장 은 요일 휴 일 검토 바람

․월요일만 쉬는 직장인 휴 일 검토 

․이용 시간 연장 바람(야간 운 )

․에스컬 이터 운행 바람

․디지털신문  안내 스티커 한심스러움

․직원 개인 화 통화 내용 다 들림 자주 발생

․지하3층 PC 약없이 체험공간 안내문구 필요

․도서  게이트 입/출구 표시 크게, 안내문 표시 크게

․도서  팜 랫 뒷장 정기주차증 안내 추가 필요

 

  이러한 민원에 한 도서 의 답변  처리에 한 내용을 검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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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시설 운  측면에서는 

  •휴 일, 야간 운 , 노트북 운 실 등의 연장 운  련 민원은 야간 운  

시스템 보완 혹은 인력충원 등의 문제로 즉각 반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신문  안내, 개인 음료수 반입 안내 등 안내 표지  문구의 불명

확성에 한 민원은 안내  게시 혹은 안내 문구 수정 등으로 답변되었으나 

이후에도 이용자와 도서 의 안내 련 커뮤니 이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좌석 이용 불편, 테이블 간격 등 열람실에서의 사용의 불편함에 한 민원은 

진 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휴식 공간에 한 민원은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한 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규정 측면에서는

  •개인도서 반입 제한, 세미나실 약 방법 등 도서  이용규칙 련 민원은 

도서  규정의 를 들어 답변하 으나 이와 련된 유사한 민원이 재요청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서의 불친 , 개인 화 이용으로 인한 소음 등 직원 서비스 련 민원은 

직원 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처리되었으며, 향후 직원 교육의 효율성에 

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광장 중장기 발전 방안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 앙도서  디지털자료운 부에서는 NDL 정보 장의 활용성 극 화와 

이용자의 만족도 증진을 해 디지털도서 의 장기 인 발  방안 수립이 

필수 이라 보고, 2009년 하반기에 ‘NDL 정보 장 장기 발  방안 연구’와  

‘NDL 정보 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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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09년 정보광장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가.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NDL 정보 장 장기 발  방안 연구’에서는 정보 장의 철학과 운 황을 

분석하 고, 국립 앙도서  직원 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서들의 종합 인 

의견을 조사하 다. 한 정보 장과 유사한 디지털도서  사례에 한 조사와 

정보 장 이용자들을 찰하여 이용자 이용행태 등을 조사, 이용자 인터뷰 

실시를 통해 정보 장 장기 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 다.  

나. NDL 정보광장 철학

‘NDL 정보 장 장기 발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NDL 정보 장의 

철학은 ‘국 과 인종, 장애 등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열려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원하는 모든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② 격차 없는 정보서비스 

공간을 구축한다. ③ 이용자의 수 을 정보수혜자로부터 극 인 정보제공자로 

높인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디지털도서 의 물리  공간인 정보 장은 디지털기반의 

정보열람과 정보활용 차원에서 이용자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추구 행 를 

지원하는 완 한 공간으로서의 공간  철학과, 디지털기반의 자료제공  

자료이해를 돕는 정보문해라는 두 가지 이용자 심의 서비스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은 방 한 자료에 한 정보통제와 장애인을 한 서비스,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처하기 한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정보 장 내 모든 이용자에게 신체  격차와 지식 격차에 상 없이 

정보입수 의지만으로 효과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완벽한 서비스 

환경의 구 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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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DL 정보광장 현황분석

NDL 정보 장의 황은 운 인력 요인과, 공간  시설 요인, 이용자 요인

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먼 , 운 인력 요인의 을 살펴보면, 2009년 5월 디지털도서  개  당시 

디지털총 기획과, 디지털정보이용과, 정보시스템운 의 2과, 1 이 구성되어 

NDL 정보 장을 리, 운 하게 되었으며, 운 인력은 정보 장이 주간만 

운 됨으로써 주  41명, 주말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보 장의 공간과 시설을 살펴보면, 지하3층의 빠른검색 , 술 , 지식의 

뜰, 디지털 , 디지털신문 , 다국어정보실, 쉼터, 회의실, 시실과 지하

2층의 디지털열람실, 복합상 , 미디어센터, 소회의실, 세미나실( /소), 도움

리터, 노트북이용실, 맞춤형TV시청실, 지하1층의 지식의 길, 디지털북카페 

등이 있으며 이용자와 비 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획과 H/W유지보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용자 요인의 에서는 2009년 5월 개  이후 이용자의 이용통계, 민원

통계, 설문통계 등을 통하여 이용 황을 알아보았는데, 개  이후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1,000여명으로 나타났고 이용률이 높은 순으로 보면 디지털열람실, 

노트북이용실 그리고 미디어자료이용실과 디지털편집실로 나타났다. 민원통계를 

살펴보면 문의가 가장 많은 공간이 노트북이용실과 디지털열람실이었으며 

민원내용은 정보 장이용, 자료문의, 약시스템, 웹이용 등에 한 순이었다. 

라. 조사분석 결과

이용자 상 설문은 460여명을 상으로 진행하 으며 그  학력별로는 

학졸업, 직업별로는 학생과 문직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월평균 5회 이하의 

방문 이용자가 63%에 달하 으며, 이용목 으로 정보조사와 연구 련 정보수

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DL을 알게 된 경로로는 국립 앙도서 이 

50%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상 으로 NDL의 홍보가 매우 미비함을 나타

내고 있다. 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이용안내서비스라는 결과를 보

이고 있어 이용안내서비스에 많은 이용자가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립 앙도서  직원 101명을 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 조직

의 성에 있어서는 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60명으로 41명의 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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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보다 조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재의 정보 장 서비스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컸다. 미래 NDL의 주요 업무에 한 의견으로

는 국립디지털아카이빙센터, 국가지식포털운 센터, 국가메타데이터센터, 국립

디지털 퍼런스센터의 순서로 나타났다. NDL 정보 장의 비활성화 이유로는 

콘텐츠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활성화를 한 우선순 로 디지털콘텐츠의 확

보, 새로운 정보서비스 개발, 문인력 확보, 장비 업그 이드, 본 과의 독립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 장에서 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 우선

순 는 정보리터리시교육, 주제 문서비스, 시설물  지원서비스, 정보소외계

층서비스로 나타났다. 서비스 인 공간의 성 평가에서는 부분의 공간

이 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다국어정보실과 노트북이용실의 경우 각각 축소

와 확장의 의견이 다소 나타났다.

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최상의 첨단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지식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공간  체계인 정보 장을 구축한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은 국가 표

도서 으로서 타도서 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국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해 정보 장 모형의 용과 확산에 극 인 

심이 필요하다 하 다. ‘정보 장 장기 발  방안 연구’는 이용자를 한 서

비스 공간으로서 통합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첨단 다기능 복합문화 공간

인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도서  정보 장 모델을 타 도서 에 용하고 확산

하기 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확산 방안을 제시하 다.

3.2 2009년 정보광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가.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NDL 정보 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의 목 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 장의 기 자료, 이용 황, 운  황, 그리고 이용자 요구사항이나 

민원 등 사  수집된 자료에 한 조사  분석, 둘째, 정보 장의 이용 공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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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한 이용자 만족도의 조사  분석, 그리고 셋째, 이러한 조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보 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정보 장의 설립 계획부터 이용자에게 개방된 후 일

정시기까지의 정보 장 운 황에 한 문서화된 기  자료에 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둘째, 이용자들의 정보 장 공간별 이용행태를 악하기 하여 이

용자에 한 직  찰이 실시되었다. 셋째, 이용자와 직원을 상으로 한 설문

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기 하여 통계  방법이 사용되었다. 넷째, 연구 단계

별로 문가들로부터의 자문을 구하 으며, 주기 으로 담당자들과의 면담이 

실시되었다.

나. NDL 정보광장 이용현황 분석

정보 장 이용 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 장 운 자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주요 문의사항으로는 

기기 작동 방법  이용매체, 자료 검색과 열람, 시설 사용  약 방법, 

미디어센터 자료 출 방법, DB 이용, 도서  이용규정  제재조건, 자료의 

복제・출력 등이 있었다. 운 자 개선 의견으로는, 시설안내・이용안내 강화와 

외국어 안내 추가, 이용정책 개선, 활용도가 낮은 지하3층 로비・다국어정보실・
복합상  등의 재구성, 소음 방지, 서비스  로그램에 한 홍보 강화, 

정보 장 내 제공 콘텐츠의 확 , 자료이용 방법・기기 사용방법에 한 이용

자교육 필요, 이용자질의에 한 질의응답 DB화 필요 등이 있었다. 

각 공간별 주이용자 특성  이용행태,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해 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이용자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다국어정보실의 경우, 외국

인을 상으로 디지털도서  이용안내와 모국어 자료에 한 요구가 있었으며, 

지하3층 로비는 다양한 디지털자료 확보와 소음 등 시설 환경 개선에 한 요

구가 있었다. 복합상 은 디지털열람실과의 인 에 따른 소음문제의 개선과 

헤드셋 개선에 한 요구가 있었으며, 상‧음향‧UCC 스튜디오는 약규정 

완화, 소 트웨어 추가 등에 한 요구가, 세미나실은 이용규정의 조정과 디지

털열람실과의 소음문제 개선 등에 한 이용자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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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이용자 462명과 디지털

자료운 부(디지털정보이용과, 디지털총 기획과, 정보시스템운 ) 직원과 정

보 장 운 보조요원 73명을 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서비스에 한 반 인 만족도는 5  척도 기 으로 이용자 평균이 3.82이

고 직원 평균은 3.36으로, 이는 정보 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 을 반

으로 보통보다 조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용자와 직원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정보 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 이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반 인 만족도가 직원들의 상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 인 서비스 만족도는 3.85, 기  충족 정도는 3.87, 이상 수  비 만

족도는 3.73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정보 장 서비스에 해 비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장에 한 이용자들의 충성도는 ‘향후 계속 이용 

의도’와 ‘이용 권장 의도’로 구분하여 측정하 으며, 4.22와 4.29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에 한 반 인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정보자원  서비스에 한 반 인 만족도와 시설과 환

경에 한 반 인 만족도에서는 직원들이 상하는 것보다 이용자들의 인식

이 유의하게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반 인 만족도 40%, 부문별 서비스품질 만족도(직원, 정보

자원  서비스, 시설  환경)의 40%, 충성도 20%를 각 역별 구성비로 하

고 100 을 만 으로 하는 도서 고객만족도(LCSI)를 산출하 다. 디지털도서

의 정보 장 부문별 서비스품질에 한 만족도를 연구모형을 기 으로 도서

고객만족도 수를 산출할 경우 75.69 , 부문별 서비스품질에 한 만족도

를 이용자의 종합 인 요도를 기 으로 도서  고객만족도 수를 산출할 

경우 75.96 , 부문별 서비스품질에 한 만족도를 각 품질을 33.3% 가 치를 

반 하여 도서 고객만족도 수를 산출할 경우 75.98 으로 나타났다.

라. 정보광장 활성화 방향 제시

정보 장 활성화 방향은 세 가지 에 따라 제시하 다. 첫째, 선택과 집 을 

통한 정보 장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공간별 의도와 실제  이용행태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정보 장의 질  이용 증 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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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체계 , 효율 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보 장 활성화 지표는 ‘① 디지털도서  정보서비스의 활성화, ②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보완  확 , ③ 공간  시설의 이용편의성 증진, ④ 직원의 

문화  서비스 강화, ⑤ 쉽고 자세한 안내와 극  홍보 강화’의 다섯 가

지로 구분하여 20  활성화 추진 략을 제시하 다. 정보 장 활성화 과제로

는 총 9개의 부문, 즉 정보서비스, 미디어서비스, 복합문화서비스, 정보취약계

층서비스, 콘텐츠, 공간  시설, 조직  직원, 홍보, 공통으로 목표부문을 구

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4.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4.1 2010~2012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분석결과 요약

국립 앙도서  디지털자료운 부 디지털정보이용과에서는 2009년 이용자 

만족도 연구에 이어 2010년부터 ‘정보 장 사용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보

장의 반 인 사용성에 한 이용자 만족도  요구사항을 악하여, 디지털 

정보 이용서비스 개선과 고품질화로 정보 장의 이용자 만족도를 증진하고 향후 

정보 장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본 장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보 장 사용성 조사’를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가. 이용경험률 비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 장 사용성 조사결과 나타난 정보 장 공간  

시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로그램의 이용경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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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그룹 공간 이용실태는 ‘디지털열람실’을 가장 많이 이용

디지털콘텐츠는 ‘소장자료 원문’을 가장 많이 이용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로그램은 ‘이용안내 서비스’를 

상 으로 많이 이용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반 인 이용 경험률이 크게 상승

정보 장 공간  시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로그램 이용 경험률이 

크게 증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결과를 통해 ① 정보 장 공간 

 시설, ② 디지털콘텐츠, ③ 서비스  로그램으로 나 어 이용 경험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공간/시설 이용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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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디지털콘텐츠 이용 경험률 

<그림 3-7>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서비스/프로그램 이용 경험률

나. 종합 및 요소별 만족도 비교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결과를 <그림 3-8>을 통해 살펴보면, 종합만족도는 

2010년 72.6 , 2011년 76.2 , 2012년 76.1 으로 2010년과 비교 시 2011년에

는 정보 장 이용자의 종합만족도가 3.6  상승하 고, 2012년에는 2010년과 

비슷한 수 을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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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개인  그룹 공간 시설’과 ‘시설  환경’에 한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콘텐츠’나 ‘서비스/ 로그램’에 비해 높은 수 을 보 다. 

 

<그림 3-8>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종합 및 요소별 만족도 비교

다. 개선방안 비교 및 요약

매년 정보 장 사용성조사 분석 결과, 이용자  문가 의견을 통해 향후 

정보 장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한 개선과제  방향성을 도출하 다. 각 

개선과제는 공간  시설, 디지털 콘텐츠, 문화교육 로그램  서비스, 정보

시스템 등의 차원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족 사항  개선요구를 바탕으로 하되, 

만족도  요도를 고려하여 정보 장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2010년은 개  후 1년이 경과된 시 으로 디지털콘텐츠  로그램에 한 

보완과 활성화를 한 이용제약 개선,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고, 

2011년에는 이용률  편의성 제고를 한 콘텐츠 공유, 이용 차 간소화, 만

족도 낮은 공간에 한 우선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012년에는 정

보 장 기기  시설에 한 업그 이드  인터넷 속도 향상 등 디지털도서

에 맞는 최신의 장비로 지속 인 업그 이드가 우선 개선과제로 도출되었으

며, 재 운 되고 있는 교육/문화 로그램의 만족도 제고  디지털도서  

반의 이용편리성 증진에 한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2010-2012년 정보 장 사용성 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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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2010-2012년) 개선방안 요약

라. 사용성 조사 분석 시사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실시된 ‘정보 장 사용성 조사’ 방법은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정보 장에 한 이용자들의 이용경험을 

살펴보고 부문별로 만족/불만족 사항을 살펴보았다. 한 이용자  문가를 

상으로 디지털도서  정보 장에 한 사용성 조사를 통해 정보 장 시설 

 환경, 콘텐츠 서비스 등에 한 만족도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보 장 사용성 향상  서비스 개선의 방향성 제시에 기여하 다. 

그러나 웹페이지에 속하여 무작 로 참여하게 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 참여 속자 모두 제한 없이 응답이 가능하므로 정보 장에 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조사 참여자인 이용자의 특성을 반 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진다. 한 조사 상  조사항목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잘 모르거나 

이용경험이 없는 디지털도서  서비스와 정보자원에 해서도 일 인 평가를 

요구한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기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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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도서  정보 장 장에서 실제로 정보 장을 이용한 이용자들을 상으로 

조사표본을 선정하고, 설문의 목   내용에 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도를 

제고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등 연구 설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4.2 2010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가. 조사 개요

1) 조사 상: 정보 장 이용자, 련 문가

  2) 조사 방법: 정량조사(정보 장 이용고객)  정성조사(정보 장 핵심 

               이용고객  련 문가)

3) 조사 항목: 정보 장 이용실태, 정보시스템, 디지털콘텐츠, 문화  교육

             로그램, 시설  환경, 고객지원 서비스, 반  만족도, 

             개선사항 등

4) 기  효과: 정보 장 이용 련 만족 수   니즈를 악하여 정보 장 

             이용 만족도 제고  개선 방향성 도출

구분
정량조사 정성조사

이용자 이용자 문가

조사 상 정보 장 서비스 이용자
정보 장 서비스 핵심 

이용자

학계, 도서 계, 련 

문가

조사규모 총 477명
3그룹(총 24명: 그룹당 

7-9명)
8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면  설문지를 통한 

서면조사(E-mail)

조사기간
2010년 12월 4일(토)-16일(목) 

10일간

2010년 12월 

13일(토)-14일(목)

2010년 12월 

10일( )-24일( )

<표 3-16> 2010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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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결과

1) 이용경험

정보 장의 개인/그룹 공간 이용경험 조사 결과, ‘디지털열람실’ 이용률이 93.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디어자료이용실’ 51.2%로, 그 외 시설에 

한 이용률은 10% 내외 수 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보 장의 서비스  로그

램 이용경험 조사 결과, ‘이용안내 서비스’(62.1%)를 가장 많이 이용해 본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획 시 로그램’, ‘문자서비스’, ‘ 화상 ’, ‘실시간정

보도우미’ 등의 순이었다. 정보 장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경험 조사 결과, ‘디지털

신문잡지 ’, ‘원문DB’, ‘ 자책’, ‘Web DB’, ‘ 자잡지’ 등에 한 이용률은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 시실’과 ‘사이버투어’는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만족도 평가

디지털도서  정보 장 이용자를 상으로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결과, 만족

도에 한 종합평가는 72.6 으로 ‘보통’ 보다 다소 높은 수 이었다. 차원별로 

살펴보면, ‘시설  환경’(75.5 )과 ‘고객지원서비스’(74.6 )의 평가가 75  내외

로 높았고, ‘정보시스템’ 평가는 72.6 , ‘디지털콘텐츠’ 평가는 70.1 으로 나타났

으며, ‘문화  교육 로그램’에 한 평가가 69.7 으로 상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 으로 각 차원 간의 수 편차는 크지 않아 각 차원의 세부 항

목 평가에 한 개선을 통해 상향평 화 노력이 요구되며,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가장 기본 인 요소인 디지털콘텐츠 차원에 한 보완과 개 한 지 1년이 

된 시 으로 시설  환경에 한 평가는 상 으로 높으나, 이는 지속 인 유

지 리가 없이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분석하 다. 

3) 개선방안

2010년 ‘정보 장 사용성 조사’에서는 정보시스템, 디지털콘텐츠, 문화  교육 

로그램, 시설  환경, 고객지원 서비스 등 5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선과제를 

분석하 다. 디지털콘텐츠 차원에 해서는 디지털도서 인 정보 장의 가장 

기본 인 기능인 디지털콘텐츠 보완이 요구되며, 최신 자료  디지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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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해야 한다고 하 다. 정보시스템 차원에 해서는 1회 

3시간의 개별이용시간  메뉴 구성의 성에 한 평가가 낮은 을 고려

하여 정보 장만의 PC 화면 구성과 이용제약에 한 개선을 지 하 다. 시설 

 환경 차원에 있어서는, 정보 장 개  1년이 된 시 으로 비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나 지속 인 시설(PC  소 트웨어 등) 유지 리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고객지원 서비스 차원으로는 이용자 문의사항에 한 직원의 

문성과 친 성 제고 노력과 고객 서비스 마인드의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하

다. 문화  교육 로그램 차원에 있어서는 로그램 진행 시설(복합상 ) 

 평일에만 진행하는 것에 한 개선 요구에 따라 문화/ 시  교육 로그

램 진행 역을 특화하는 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하 다. 

4.3 2011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가. 조사 개요

1) 조사 상: 디지털 내 정보 장 이용자, 디지털도서  련 문가

2) 조사 방법: 정량조사(정보 장 이용자)  정성조사( 련 문가)

3) 조사 항목: 정보 장 이용실태, 정보시스템, 디지털콘텐츠, 문화  교육 

             로그램, 시설  환경, 고객지원 서비스, 반  만족도, 

             개선사항 등

4) 기  효과: 정보 장 이용실태 악, 부문별 만족도 진단, 불만요인 악 

              개선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정보 장 이용 만족도 증진  

             정보 장 사용성 제고

구분
정량조사 정성조사

이용자 문가

조사 상
조사시  디지털도서  내 

정보 장 이용자
디지털도서  련 문가

조사규모 총 500명

총 11명

(연구자 3명, 사서3명, 교수 3명, 

시스템운 리 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 심층인터뷰

조사기간 2011년 12월 1일(목)-10일(토) 10일간
2011년 12월 12일(월)-16일( ) 

1주간

<표 3-17> 2011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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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결과

1) 이용경험

정보 장의 개인/그룹 공간 이용경험 조사 결과, 개인공간은 ‘디지털열람실’ 

이용률이 9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디어자료이용실’ 53.4%로 나타났다. 

그룹공간은 복합상 , 세미나실, 스튜디오 순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로그램 이용경험 조사 결과, ‘이용안내 

서비스’(39.1%), ‘통합알림서비스’(33.9%) 등 이용률이 40% 미만이었다. 정보 장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경험 조사 결과는, ‘소장자료원문’(64.9%)을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웹 포털과 해외학술 DB의 이용률도 상 으로 조하 다. 

 

2) 만족도 평가

2011년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종합 만족도는 76.2 이었

다. 이는 2010년 종합만족도 72.6 과 비교하여 3.6 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각 부문별 만족도 수를 살펴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원은 시설  

환경(80.6 )이었다. 다음으로는 개인  그룹 공간시설(79.1 ), 문화  교육

로그램(77.1 ), 고객 지원서비스(75.8 ), 디지털 콘텐츠(74.0 ), Dibrary 검색

(72.4%)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도서  만족도에 한 평가 결과, 시설  환경, 

개인  그룹공간은 디지털도서  서비스의 강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Dibrary 

검색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배려, 선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검색 

속도  결과 정확성 등에 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 으며, 고객지원 서비스는 질의

응답, 오류신고 용이성 등의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 하 다.  

3)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는 디지털도서 만의 독자 인 콘텐츠 랜딩 략 마련, 열린 

서비스로 외부와의 콘텐츠 공유  새로운 정보 창출 역할 선도, 정보활용능력 

교육 확산을 해 홍보활동 강화  다양한 사이버 교육 병행, 그룹공간 이용률 

제고를 한 차 간소화  홍보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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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그룹 공간 시설 개선방안으로는 디지털열람실과 미디어자료이용실은 

이용률과 만족도 모두 높아 재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디지털북카페  책

사랑 상품 은 이용률이 높으나 만족도는 조하 다. 노트북이용실과 미디어편

집실, 다국어정보실, 세미나실, 복합상 은 이용률과 만족도 모두 낮아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공간 시설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콘텐츠의 개선방안으로는, 원문자료는 이용률과 만족도가 모두 높아 

재 수 을 유지하도록 하며, 오아시스, 웹 포탈, 국내학술DB, 자신문은 만

족도는 높으나 이용률이 조하여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한 

교육  문화 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콘텐츠 홍보  활용성 제고를 해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유지하고, 문화 로그램은 이용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이용자의 특성과 수 을 고려한 세분화된 교육 로그램 운 , 사이버 

교육 제공 등이 문가 의견을 통해 제시되었다. 

4.4 2012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가. 조사 개요

1) 조사 상: 디지털 내 정보 장 이용자, 디지털도서  련 문가

2) 조사 방법: 정량조사(정보 장 이용자)  정성조사( 련 문가)

3) 조사 항목: 개인/그룹 공간, 시설  환경,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약시스템, Dibrary 검색, 교육/문화 로그램  

             서비스, 고객지원 서비스, 반  만족도, 개선사항 등

4) 기  효과: 정보 장 이용실태 악, 부문별 만족도 진단, 불만요인 악 

              개선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정보 장 이용 만족도 증진  

             정보 장 사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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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량조사 정성조사

이용자 문가

조사 상
조사시  디지털도서  내 

정보 장 이용자
디지털도서  련 문가

조사규모 총 500명

총 12명

(연구자 3명, 사서3명, 교수 3명, 

시스템운 리 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조사기간 2012년 11월 15일(목)-25일(일) 11일간
2012년 11월 12일(월)-20일(화) 

1주간

<표 3-18> 2012년 정보광장 사용성 조사 개요

나. 조사 결과

1) 이용경험

정보 장의 개인/그룹 공간 이용경험 조사 결과, 년도(2011년) 비 모든 시

설의 이용 경험률이 크게 증가하 으며, 년에는 디지털열람실 심의 이용 경

험률이 높은 반면, 2012년은 ‘디지털열람실’(99.0%), ‘미디어자료이용실’(76.6%), 

‘노트북이용실’(65.6%), ‘복합상 ’(59.6%), ‘세미나실’(48.4%) 등 공간 이용경

험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경험률도 2011년도 비 

증 하 으며, ‘소장자료 원문’은 77.6%의 이용경험을 보 고, ‘웹 포털’(66.2%)과 

‘ 자책’(69.2%), ‘디지털 신문 잡지’(68.4%), ‘ 자잡지  웹진’(64.0%) 등의 이용 

경험률이 60% 이상을 나타내는 등 콘텐츠 이용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2) 만족도 평가

2012년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종합 만족도는 76.1 으로 

2011년(76.2 )과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만족도  개인  그룹 

공간 만족도가 80.3 으로 가장 높으며, 상 으로 Dibrary 검색(72.1 )과 디

지털 콘텐츠 만족도(73.6 )가 다른 요소 비 낮은 편이었다. 세부  공간으

로 살펴보면, 2011년 비 노트북이용실과 미디어편집실의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미디어자료이용실과 다국어정보실, 스튜디오의 만족도는 하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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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그룹 공간에 한 이용자의 불만족 사항으로는 응답자 체의 45.8% 

이용자가 ‘PC 사양 업그 이드’에 한 요구를 가장 많이 나타냈으며, 시설  

환경에 한 이용자 불만족 사항은 ‘냉난방  환기’, ‘안내표지  개선’, ‘화장

실 청결’ 등에 한 개선요청이었다. 디지털콘텐츠에 해서는 컴퓨터 속도와 

학술DB 검색에 한 개선요구가 있었다.

약시스템에 한 이용자 불만족 사항은 개인 사용시간(3시간)의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약 차의 간소화, 약시스템 편리성 증진에 한 요구가 있

었다. 한 Dibrary 검색에 한 이용자 불만족 사항으로는 검색속도와 앱/모

바일 이용 불편함에 한 개선요구가 있었다. 고객 지원서비스에 해서 이용

자들은 직원의 친 함과 인원 충원에 한 고객 서비스 개선을 희망하 다. 

3) 개선방안 

개인  그룹 공간 시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디지털도서 의 인 라에 

해 부분 정 이며, 처음 온 이용객이 시설별 이용방법 악이 어렵고, 

이용 차를 User Friendly 하게 개선해야 하며, 연구자를 한 별도공간 확보

가 필요하고, 세미나실 이용편리성 확 가 필요하며, 디지털 Identity/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Restructuring과 Digital Experience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 

제시되었다. 디지털콘텐츠 개선방향으로는 User Friendly한 콘텐츠로 재구성

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Dibrary 검색에 해서는 UI와 검

색결과 카테고리화 등으로 이용편리성을 제고하고, Web은 ‘검색’ 심, 앱은 

‘개인화된 서고, 원문 DB열람’ 등 커스터마이징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

하 다. 향후 만족도 제고를 한 방향성으로는 1) 디지털도서 에 맞는 최신의 

장비로 지속 인 업그 이드 필요, 2) 디지털도서  내 안내 표지 의 가시성 

증진, 3) 재 운  교육/문화 로그램의 만족도 제고 필요, 4) Dibrary의 정

확성/속도와 함께 모바일 앱 이용 편리성 개선을 한 노력 필요, 5) 막힘없는

(Seamless) 서비스 확  필요 등의 방향성을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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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보 장 이용행태 분석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반 인 목 과 역할  설문지 

내용 구성을 악하기 해 직원 사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에서는 총 

4개의 이슈에 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한 정보 장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  개선방안 연구를 한 이용자의 정보 장 이용행태, 인지, 만족도  

개선사항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NDL 정보 장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략  운  개선방안에 한 기틀을 마련하기 하여 학계  

장 문가의 자문회의를 수행하 다.

1. 사전 인터뷰

1.1 조사방법

  사  인터뷰는 NDL에서 2009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 직 사서, 보조요원들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사서 17

명, 보조요원 11명으로 연구자와 일 일 개별 인터뷰 는 2-3명의 소집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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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기법으로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주간, 

1시간씩 수행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에 의해 녹취되었고 녹취내용은 

코딩되어 주제를 개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이는 근거이론의 개방코딩과 

축코딩 방식으로 근무기간과 장소, 담당 역별로 선별하여 최종 분석되었다.

  

명(수) 백분율(%)

사서 17 60.7

보조요원 11 39.3 

합계 28 100.0

<표 4-1> 인터뷰 참여자

<그림 4-1> 인터뷰 참여자

1.2 조사내용

  NDL 정보 장의 반 인 목 과 역할을 악하기 해 실시된 사서 인터뷰

에서는 총 4개의 이슈에 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질문 내용은, 국립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기능과 목 , 향후 정보 장의 발  방향과 비 , 정보 장 목

에 따른 이용자 이용행태, 정보 장 활성화를 해 공간 역별 개선 방안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뷰 상자의 근무 경력과 직 , 담당 역에 

따라 상이한 하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한 사서의 인터뷰 내용에 한 보충

 견해를 듣기 해 인터뷰 상자의 직무 경험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질

문들이 추가되었다. 인터뷰는 상자에 따라 연구자 2-3명이 함께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사  인터뷰에서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기 한 기본구조로서 근

거이론(Grounded Theory)을 이용하 다(기노시다 2003, 2007; Charmaz 2000, 

2007). 근거이론의 특징은 보통 심층 인터뷰를 통한 조사가 상에 한 심층

 이해  기술을 목 으로 하여 개의 결과물이 사례 지향 이라 일반화를 

시키기 어려운 데 반해, 귀납  연구 결과 내에서 일반화를 추구하여 정량  

방법론이 가지는 장 을 살릴 수 있다는 이다.  

  일반 으로 사  인터뷰가 3-5명 내외의 소수자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28명이라는 다수의 참여자가 인터뷰에 참여하 기 때문에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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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사  인터뷰의 목 을 가지고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정보 장과 이용자에 한 다각 이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체계 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다량의 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 모색되었고, 

다량의 질  자료 분석의 틀로 근거이론이 합하다는 연구진의 단 하에 사  

인터뷰에 해서도 근거이론 분석을 통한 심층  내용 분석이 수행되었다.

  근거이론은 연역  방법론과 귀납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조사 내용을 비

교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귀납 -질  연구가 가지는 심층성과 

다양성을 그 로 유지하며, 연역 -양  연구가 가지는 일반성과 축 성을 받

아들일 수 있다. 근거이론의 양 , 질  연구 분석의 특징을 잘 살리기 해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 과정을 수행하 다.

  첫째, 분석 주제를 정하고, 연구 자료의 기 개념화하여 련된 개념들을 

찾아내었다. 이때 분석주제는 연구 주제의 하  역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해 수행되었으며, 개념화 과정을 수행하며 확고

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사  인터뷰 분석에서는, ‘이용자 이용행

태’, ‘정보 장의 목 ’, ‘도서 의 역할’, ‘공간별 개선 방안’, ‘이용자의 사서에 

한 태도’ 등으로 약 5개의 분석 주제를 정하 다. 

  둘째, 얻어진 개념들로부터 비슷한 개념들을 범주화했다. 연구 자료의 개념

화는 심층 인터뷰의 녹취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개별 인터뷰의 녹취를 

워드 로세스로 옮기고 분석 작업시트를 만들었다. 분석 자료 시트는 개별 인

터뷰의 상과 주제, 키워드와 록 등의 핵심사항과 2개의 개방코드를 입력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개념들과 데이터와의 비교확

인 작업을 통해 약 56개의 코드를 산출했고, 이  실질 인 분석 자료로 쓰

여진 개념은 18개에 이른다. 

  셋째, 범주화된 자료를 상으로 연결 계를 추 하는 축 코딩을 하는 것으

로 체 인 분석을 이끌어냈다. 특히, 본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심이론은 그

이크 힐 시게코의 근거이론인데, 이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이 복

이면서 동시에 나선 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다(최종  2010). 이러

한 기본 범주를 근간으로 연구자는 범주 간 계의 잇기를 통해 범주들 간의 상

호 조건과 작용, 연 성과 귀결 등을 밝히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핵심 범주라 

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 장 이용행태 범주는 사서의 정보 장 목 에 한 

인식과 도서  역할에 한 인식 범주와의 상 성에 맞추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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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사  인터뷰에서는 정보 장과 이용자 행태에 해 약 56개의 기

본 개념과 18개의 하  범주, 그리고 5개의 상  범주를 발견하 다. 이때 하  

범주는 비슷한 기본 개념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분석틀이며, 상  범주는 하 범주의 

유형에 따라 크게 분류한 범주라 할 수 있다. 유사한 속성을 지닌 개념들로 범

주화되면서 연구주제와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개념화와 범주화 과정을 거쳐 만

들어진 연구 자료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상 범주 하 범주

이용자 분류

일반 이용자들

특정 이용자들
60  이상의 노년층

빈번한 민원 제기자

이용자 이용행태에 한 

사서인식

유형A

유형B

유형C

이용자의 사서에 한 태도

담당사서에 한 이용자태도

보조사서에 한 이용자태도

여성/남성 사서에 한 이용자 태도

사서의 문성에 한 이용자 태도

정보 장의 목 과 역할

정보 장 공간의 의미

물리  공간의 배치

물리  공간의 요성에 한 

인식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

도서 의 역할

국립 앙도서 의 역할

도서 의 본질  역할

도서 의 역할 변화

<표 4-2> 근거이론 분석 결과 도출된 범주

  

  사  인터뷰에 한 자료 수집과 분석의 엄격성을 높이고 내  타당성을 확

보하기 해 본 연구는 이론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등장한 모든 개

념들에 해 검토하 다.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확정, 명명에 이르는  단계

에서 사서 인식과 이용자 행태 간에 보이는 연 성을 포착하기 해 이론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지속 으로 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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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사결과

  일반 으로 사  인터뷰의 목 은 설문조사를 한 질문 내용을 구체 으로 

악하기 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  인터뷰가 28명의 

다량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포함한다는 을 고려하여, 이를 통하여 설문조사

를 한 결과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분석을 다각 으로 수행하여 함

께 기술하 다. 설문조사를 한 사  인터뷰 분석은 인터뷰에서 제기된 이용

자 행태의 구체  특징과 개선안에 을 맞추어 주요 쟁 을 정리·기술하

고, 이후 설문조사 결과와 근거 이론에 바탕을 둔 질  분석을 통해 사서 인

터뷰와 이용자의 실질  이용행태 간의 차이와 사서 인식을 비교하 다.

  정보 장 이용자들이 정보 장의 목 에 부합하도록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

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하기 해 사  인터뷰에서는 크게, 인터뷰 상자

의 근무지와 근무 연한 등과 같은 일반  사항을 포함하여 (1)정보 장의 목

은 무엇인지 (2)이용자는 정보 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3)정보 장의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크게 3가지 범주로 나 어진 반 구조형 질문지를 

만들었다. 세 가지 기본 인 범주를 바탕으로 담당부서, 직 , 근무 연한에 따

라 차별화된 인터뷰 질문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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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소 항목

응답자의 일반  특성

․근무부서

․성별

․연령

․도서  근무 기간

․정보 장 서비스 근무기간

정보 장 목

․정보 장의 목 과 비

․정보 장의 장기 발 방안과

  재의 운  비교

․향후 10년 정보 장 발  방향과 비

․국립 앙도서 의 목

․디지털 열람실의 목

․미디어 센터의 목

․세미나실의 목

․복합상 의 목

․ 시실의 목

정보 장 이용자 이용행태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정보 장의 목

․정보 장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디지털 열람실 이용자의 이용행태

․미디어 센터 이용자의 이용행태

․세미나실 이용자의 이용행태

․복합상  이용자의 이용행태

․고질 인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의 이용행태

․일반 이용자의 이용행태

정보 장 개선사항

․디지털 콘텐츠 측면에서 개선사항

․인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사항

․공간  시설 측면에서 개선사항

․그 밖의 기타 사항으로 개선사항

<표 4-3> 사전 인터뷰 질문 항목

  

  이러한 질문에 한 답변을 종합한 결과 사  인터뷰를 통해 담당 사서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보 장의 목 과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의 특징을 다각  측면

에서 고려할 수 있었고, 설문 조사의 근간이 되었던 사  인터뷰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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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정보 장

․이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기 한 물리  공간이다. 

․디지털 열람실의 목 은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문화복합 인 성격을 가진 창작의 공간이다.

․이용자들이 창작을 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다.

․인터넷과 미디어 상물을 이용하기 한 공간이다.

․여가를 보낼 수도 있지만 기본 으로 디지털 자원을 이용, 자료수집이나 

  학술 연구를 하기 한 공간이다.

․정보 장은 학술을 한 공간은 아니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한 공간이다.

정보 장 이용자 이용행태

․학술 목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용 목 을 가지고 방문한다.

․주말 이용자와 주  이용자들이 다르다.

․ 부분의 이용자들이 매일 혹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이용하는

  고정 이용자들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지속 이고 강하게 민원을 한다.

․60  이상의 노령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여가, 취미 생활을 해 방문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많다.

정보 장 개선사항

․PC들 사이에 휴식공간 배치가 필요하다.

․소음허용공간과 불허 공간 구분이 필요하다.

․정보 장의 의미 혼동, B3층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

․원형배치 등 의도한 공간별 존 구성이 필요하다. 

․정보 장 공간, PC수 조  필요하다.

․체험·소통의 공간 필요하다.

․빠른 검색 를 e-book 코 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최신 기계 필요하다.

․ 자책 용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아이패드와 같은 다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4-4> 설문조사를 위해 정리한 사전 인터뷰 결과 

  정보 장의 목 과 기능에 해서는 부분의 사서가 ‘인터넷과 디지털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물리  공간’이라고 답하 으며, 이에 더해 ‘이용자들

이 창조 인 이용을 해 문화복합 으로 고안되었다’와 ‘정보격차를 이기 

한 국민 서비스를 한 공간이다’라는 답이 있었다. ‘취미와 여가를 한 

공간이라는 답과 창조 인 학술 공간’이라고 이해한 응답도 있었다. 부분 

사서들이 공간의 요성과 필요성에 해서 공감하고 있었으며, 정보 장의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포함되었는데, ‘일부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제외하면 부분 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와 

‘기 와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 ‘ 부분 잘못 이용하고 있다’ 등으로 나 어져 

있었다. 한 일부 이용자 계층이 여가목 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 과 특정 이용자들은 민원을 지속 이고 강하게 제기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10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개선 방향에 해서는 디지털 소장 자료, 학술 자료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보 장 공간 배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컴퓨터의 수나 속도 증

강에 한 의견 등이 많았다.   

  사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설계하 으며, 

이용자들의 기본 인 인 사항과 이용목 , 이용 동기와 경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시설과 공간, 개선 사항에 해 설문 조사하 다.

2. 설문조사

2.1 조사방법

  NDL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하여 2013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약 6일 동안 총 4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방법은 오 라인 형식으로 NDL 정보 장의 이용자를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NDL 지하2층 출입구에서 직  배포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 다. 총 400부의 

배포된 설문지 , 총 378부를 회수하여 유효응답률 94.5%의 회수율을 보 다. 

그러나 각 문항별 응답자의 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NDL 정보 장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  개선방안 연구를 한 이용자의 

정보 장 이용행태, 인지, 만족도  개선사항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이용자 설문조사는 양  연구방법으로서 총 86문항(선택형 

질문 78문항, 개방형 질문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용자의 이용행태  인식을 한 문항  선택형 문항은 ‘단일응답’ 는 

‘복수응답’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한 정보 장의 

각 공간  시설별 만족도와 성에 한 문항은 모두 5  척도를 갖는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측정척도는 구체 으로 ‘1-매우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 는 ‘1-매우 불만족’, ‘2-

만족’, ‘3-보통’, ‘4-만족’, ‘5-불만족’ 등과 같았다. 한 5  척도를 갖는 만족도의 

각 항목은 100  만  기 으로 환산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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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한 서술형 문항은 정보 장의 11개 공간에 

한 개선방안  추가사항, 정보 장의 서비스  시스템에 한 개선방안 

 추가사항, 그리고 정보 장의 디지털 콘텐츠에 한 개선사항  추가사항

으로 분류하여 질문하 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회수된 설문지  유효 설문지를 단하기 하여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하 으며, 유효 설문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모두 입력(coding)하여 속성 

 기술통계량을 악하기 해 SPSS18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는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모든 선택형 문항은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하여 이용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 NDL 정보 장을 알게 된 경로)에 따른 이용

행태를 문항별 총수, 백분율 교차빈도분석  평균을 분석하 다.

 셋째, 이용자의 구체 인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구성된 서술형 질문은 엑셀

(Excel) 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 장의 각 공간/시설, 서비스/시스템, 콘텐츠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서술된 응답을 정리하여 내용을 분석하 다. 

2.2 조사내용

  NDL 정보 장의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한 설문조사는 총 8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 인 설문내용은 총 6개의 항목인 정보 장 이용자의 일반  

특성,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  인식, 공간/시설 만족도  개선 사항, 

서비스/시스템 만족도  개선사항, 콘텐츠 만족도  개선사항, 국가 표 도

서 으로서의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마다 련 소 항목이 개

발되었다. 한, 8항목의 서술형 문항을 포함시킴으로써 NDL 정보 장 이용

자의 이용행태와 발  방안에 한 다양하고 직 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

다. 설문조사의 종합 인 내용은 <표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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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소 항목

응답자의 일반  특성

∙ 성별

∙ 연령

∙ 직업

∙ 거주 지역

∙ NDL을 알게 된 경로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  인식

∙ 이용 횟수

∙ 이용 시간

∙ 이용 목

∙ 이용 이유

∙ 공간/시설 인식

∙ 공간/시설 이용 경험

∙ 공간/시설 만족도

∙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

∙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의 이유: 서술형 문항

∙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

∙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의 이유: 서술형 문항

만족도 

 개선사항

공간/시설

∙ 체  만족도

∙ 공간/시설별 만족도 

∙ 공간/시설의 개선사항: 서술형 문항

∙ 추가로 제공되길 바라는 공간/시설: 서술형 문항 

서비스/시스템
∙ 서비스/시스템 만족도 

∙ 개선 의견: 서술형 문항

콘텐츠
∙ 콘텐츠 만족도 

∙ 개선 의견: 서술형 문항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변화 의견 ∙ 제언이나 의견: 서술형 문항

기타 제언이나 의견 ∙ 기타 제언이나 의견: 서술형 문항

<표 4-5> 설문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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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일반  특성에 한 질문은 총 5개 문항으로 1)성별, 2)연령, 

3)직업, 4)거주 지역, 5)NDL 정보 장을 알게 된 경로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명(수) 백분율(%)

성별
남자  248  65.7

여자  130  34.3

연령

10  3   0.8

20 133  35.2

30  77  20.3

40  57  15.1

50  54  14.3

60  이상  54  14.3

직업

사무 리직  42  11.1

문직  84  22.2

기술직  24   6.3

상업   7   1.9

서비스직  26   6.9

업주부  7   1.9

학생 97  25.7

기타

(무직, 은퇴, 취업 비 )
91  24.1

거주 지역

서 구 105 29.4 

강남구 43 12.0 

동작구 23 6.4 

악구 17 4.8 

기타(충남, 강원 등) 17 4.8 

송 구 16 4.5 

용산구 12 3.4 

노원구 11 3.1 

마포구 11 3.1 

성남시 10 2.8 

등포구 9 2.5 

강서구 8 2.2 

강동구 8 2.2 

성동구 7 2.0 

강북구 5 1.4 

<표 4-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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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성북구 5 1.4 

양천구 5 1.4 

진구 4 1.1 

랑구 4 1.1 

고양시 4 1.1 

용인시 4 1.1 

부천시 4 1.1 

남양주시 4 1.1 

도 구 3 0.8 

서 문구 3 0.8 

종로구 3 0.8 

구 3 0.8 

거주 지역

동 문구 2 0.6 

은평구 2 0.6 

명시 2 0.6 

구로구 1 0.3 

천구 1 0.3 

안양시 1 0.3 

NDL을 알게 된 경로

신문/방송  15 4.0

친구/동료 97 25.8

학교/직장 29 7.7

인터넷 35 9.3

국립 앙도서 151 40.2

타 도서 3 0.8

우연히 30 8.0

기타 1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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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총 378명의 응답자  ‘남자’ 248명(65.7%), ‘여자’ 130명

(34.3%)으로 설문응답자의 3분의 2가 ‘남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수) 백분율(%)

남자 248  65.7

여자 130  34.3

합계 378 100.0

<표 4-7> 응답자의 성별

<그림 4-2> 응답자의 성별

2) 연령

  설문 응답자의 연령 는 총 378명의 응답자  ‘20 ’가 133명(35.2%), ‘30 ’가 

76명(20.3%), ‘40 ’가 57명(15.1%), ‘50 ’가 54명(14.3%), ‘60  이상’이 54명

(14.3%), 그리고 ‘10 ’가 3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10   3   0.8

20 133  35.2

30  77  20.3

40  57  15.1

50  54  14.3

60  이상  54  14.3

합계 378 100.0

<표 4-8> 응답자의 연령 분포

<그림 4-3> 응답자의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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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

  설문 응답자의 직업은 총 378명의 응답자  ‘학생’이 97명(2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무직, 은퇴, 취업 비 )’가 91명(24.1%), 다음으로는 

‘ 문직’이 84명(22.2%), ‘사무 리직’이 42명(11.1%), ‘기술직’이 24명(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업’ 는 ‘ 업주부’가 각각 7명(1.9%)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사무 리직  42  11.1

문직  84  22.2

기술직  24   6.3

상업   7   1.9

서비스직  26   6.8

업주부   7   1.9

학생  97  25.7

기타  91  24.1

합계 378 100.0

<표 4-9> 응답자의 직업

<그림 4-4> 응답자의 직업

4) 거주 지역

  설문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총 367명의 응답자가 33개의 구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105명(29.4%)이 ‘서 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3명(12.0%)이 ‘강남구’, 

23명(6.4%)이 ‘동작구’, 17명(4.8%)이 ‘ 악구’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NDL이 

치한 ‘서 구’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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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응답자수 비율 지역 응답자수 비율

서 구 105 29.4 진구 4 1.1 

강남구 43 12.0 랑구 4 1.1 

동작구 23 6.4 고양시 4 1.1 

악구 17 4.8 용인시 4 1.1 

기타(충남, 강원 등) 17 4.8 부천시 4 1.1 

송 구 16 4.5 남양주시 4 1.1 

용산구 12 3.4 도 구 3 0.8 

노원구 11 3.1 서 문구 3 0.8 

마포구 11 3.1 종로구 3 0.8 

성남시 10 2.8 구 3 0.8 

등포구 9 2.5 동 문구 2 0.6 

강서구 8 2.2 은평구 2 0.6 

강동구 8 2.2 명시 2 0.6 

성동구 7 2.0 구로구 1 0.3 

강북구 5 1.4 천구 1 0.3 

성북구 5 1.4 안양시 1 0.3 

양천구 5 1.4 합계 367 100.0

<표 4-10> 거주 지역

5) NDL을 알게 된 경로

  설문응답자  NDL을 알게 된 경로로는 총 376명의 응답자  ‘국립 앙

도서 ’이 151명(4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 는 동료’가 97명

(25.8%), ‘인터넷’이 35명(9.3%),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30명(8.0%), ‘학교 는 

직장’을 통해서가 29명(7.7%), ‘기타’의 경로가 16명(4.3%), ‘신문 는 방송’을 

통해서 15명(4.0%), 그리고 ‘타도서 ’을 통해서가 3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 응답자의 부분이 ‘국립 앙도서 ’이나 ‘친구 는 동료’로부터 NDL을 

알게 되어 방문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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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 백분율(%)

신문/방송  15   4.0

친구/동료  97  25.8

학교/직장  29   7.7

인터넷  35   9.3

국립 앙도서 151  40.2

타도서   3   0.7

우연히  30   8.0

기타  16   4.3

합계 376 100.0

<표 4-11> NDL을 알게 된 경로

<그림 4-5> NDL을 알게 된 경로

나. 이용행태 및 인식

1) 이용횟수

  NDL 정보 장을 이용하는 횟수에 한 설문조사 항목에 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는 

총 378명의 응답자  ‘주1-3회’ 149명(3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1-3회’가 

117명(31.0%), ‘주4-7회’가 57명(15.1%), ‘연1-5회’가 30명(7.9%), 그리고 ‘연6-11회’가 

25명(6.6%)의 순으로 응답하 다. 즉 설문 응답자의 이용 횟수는 ‘주 1-3회’의 비율

이 가장 높으며 ‘연6-11회’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명(수) 백분율(%)

주4-7회  57 15.1

주1-3회 149 39.4

월1-3회 117 31.0

연6-11회  25  6.6

연1-5회  30  7.9

합계 378 100.0

<표 4-12> 정보광장 이용 횟수

<그림 4-6> 정보광장 이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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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시간

  NDL 정보 장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 설문조사 항목에 하여, 가장 많은 응

답자는 총 377명의 응답자  ‘1-3시간 이내’ 158명(41.9%), 비슷한 비율로 

‘3-6시간 이내’ 156명(41.4%)으로 나타났으며, ‘6-9시간 이내’는 41명(10.9%), 

그리고 ‘1시간 이내’는 22명(5.8%)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1시간 이내  22  5.8

1-3시간 이내 158 41.9

3-6시간 이내 156 41.4

6-9시간 이내  41 10.9

합계 377 100.0

<표 4-13> 정보광장 이용 시간

<그림 4-7> 정보광장 이용 시간

3) 이용 목

  NDL 정보 장을 이용하는 목 에 한 설문조사 항목(복수응답)에 하여, 총 

627개의 응답  ‘웹서핑’이 154명(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련 정보수

집’이 126명(20.1%), ‘조사  연구’가 110명(17.5%), ‘개인공부’가 65명(83.3%), 

‘멀티미디어 감상’이 57명(9.1%), ‘세미나실 이용’이 39명(6.2%), ‘ 시 람’이 

11명(1.8%), ‘ 상제작  편집’이 9명(1.4%) 그리고 ‘이용교육’이 6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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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조사  연구 110  17.5

업무 련정보수집 126  20.1

웹서핑 154  24.6

멀티미디어감상  57   9.1

상제작, 편집   9   1.4

세미나실  39   6.2

시 람  11   1.8

이용교육   6   1.0

개인공부 106  16.9

기타   9   1.4

합계 627 100.0

<표 4-14> 정보광장 이용 목적(복수응답)

<그림 4-8> 정보광장 이용 목적(복수응답)

4) 이용 이유

  다른 공공도서 이나 정보센터 등의 유사기 을 이용하지 않고 NDL 정보 장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하여 1, 2, 3 순 로 선택하는 문항에 해서는, 총 1125개의 

응답  ‘시설  환경이 쾌 해서’가 214명(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술콘텐

츠(데이터베이스 등)가 다양해서’가 197명(17.5%), ‘최신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가 

196명(17.4%), ‘집에서 가까워서’가 113명(10.0%), ‘편의시설/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식당, 커피 )’가 100명(8.9%), ‘DVD, IPTV 등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서’가 98명(8.7%),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가 83명(7.4%), 

‘교통이 편리해서’가 72명(6.4%), ‘주 에서 추천해서’가 27명(2.4%), ‘기타’가 19명

(1.7%), 그리고 ‘주변을 지나가다가 호기심으로’가 6명(0.5%)로 나타났다. 

  NDL 정보 장을 이용하게 된 이유의 1, 2 ,3 순  에서 1순 는 ‘학술

콘텐츠(데이터베이스 등)가 다양해서’가 109명(28.8%) 가장 많았으며, ‘주변을 

지나가다가 호기심으로’의 항목이 2명(0.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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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 2순 3순 총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술콘텐츠 다양 109  28.8  44  11.8  44  11.8  197 17.5

최신시설  61  16.1  76  20.3  59  15.9  196 17.4

미디어매체 다양  30   7.9  39  10.4  29   7.8   98  8.7

편의시설  11   2.9  28   7.5  61  16.4  100  8.9

환경쾌  73  19.3  74  19.8  67  18.0  214 19.0

지원.도움  16   4.2  33   8.8  34   9.1   83  7.4

집에서 가까움  49  12.9  37   9.9  27   7.3  113 10.0

교통편리  14   3.7  25   6.7  33   8.9   72  6.4

주  추천   6   1.6  13   3.5   8   2.2   27  2.4

호기심으로   2   0.5   1   0.3   3   0.8    6  0.5

기타   8   2.1   4   1.1   7   1.9   19  1.7

합계 379 100.0 374 100.0 372 100.0 1,125 100.0

<표 4-15> 정보광장 이용 이유

5) 정보 장 공간/시설에 한 이용자 인지, 이용경험  만족도

  NDL 정보 장의 공간/시설에 한 이용자의 인지, 이용경험  만족도에 한 

설문응답의 결과는 <표 4-16>과 같다.



122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공간/시설
인지 이용경험 만족도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명(수) 평균(표 편차) 수

공간/

시설

디지털열람실 360 95.0 337 91.1 339 4.19(0.76) 83.8

시실 244 64.4 196 53.0 194 3.76(0.86) 75.2

노트북이용실 296 78.1 214 57.8 211 3.95(0.86) 79

다국어정보실 147 38.8  84 22.7  82 3.82(0.95) 76.4

상‧음향 스튜디오 193 50.9  75 20.3  77 3.64(1.09) 72.8

UCC 스튜디오 142 37.5  54 14.6  59 3.54(0.94) 70.8

미디어편집실 176 46.4  82 22.2  87 3.71(0.95) 74.2

미디어자료이용실 253 66.8 175 47.3 180 4.01(0.90) 80.2

복합상  254 67.0 138 37.3  137 3.84(1.00) 76.8

IPTV 181 47.8  95 25.7 96 3.69(0.94) 73.8

세미나실 279 73.6 134 36.2  134 3.84(1.04) 76.8

<표 4-16> 정보광장 공간/시설에 대한 이용자 인지, 이용경험 및 만족도

(1) 정보 장 공간/시설에 한 이용자의 인지

 

  NDL 정보 장에 마련된 공간/시설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간/시설에 

한 항목에 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가 ‘디지털열람실’을 360명(95.0%)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트북이용실’이 296명(78.1%), 

‘세미나실’이 279명(73.6%), ‘복합상 ’이 254명(67.0%), ‘미디어자료실’이 253명

(66.8%), ‘ 시실’이 244명(64.4%), ‘ 상‧음향 스튜디오’가 193명(50.9%), ‘IPTV'가 

181명(47.8%), ‘미디어편집실’이 176명(46.4%), ‘UCC 스튜디오’가 142명(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국어정보실’이 147명(38.8%)으로 가장 조  인지하고 

있는 공간/시설로 나타났다.

(2) 정보 장 공간/시설에 한 이용자의 이용경험

  NDL 정보 장에 마련된 공간/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해 본 공간/시설에 

한 항목에 하여, ‘디지털열람실’이 337명(91.1%)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용해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트북이용실’이 214명(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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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실’이 196명(53.0%), ‘미디어자료이용실’이 175명(47.3%), ‘복합상 ’이 

138명(8.7%), ‘세미나실’이 134명(8.5%), ‘IPTV'가 95명(6.0%),‘다국어정보실’이 

84명(37.3%), ‘미디어편집실’이 82명(22.2%), 그리고 ‘ 상‧음향 스튜디오’가 75명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UCC 스튜디오’를 이용해본 응답자가 54명

(14.6%)으로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장 공간/시설에 한 이용자들의 인지  이용경험에 한 분석 결과, 

‘디지털열람실’과 ‘노트북이용실’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 한 이용해본 경험도 

많은 공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국어정보실’, ‘UCC 스튜디오’, 

‘ 상‧음향 스튜디오’와 ‘미디어편집실’에 해서는 공간/시설에 하여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도 었으며, 따라서 이용해본 경험도 낮게 나타났다. 

(3) 정보 장 공간/시설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

  정보 장의 11개 공간/시설 별 이용자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각 공간에 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해 각각의 공간/시설에 해 5  척도를 갖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 다(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설문 응답자는 정보 장의 11개 공간/시설에 하여 체로 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정보 장의 11개 공간/시설의 모든 

평균 수가 3.0(보통)이 넘게 나타났다. 이  ‘디지털열람실’의 평균 수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디어자료실’이 4.01’, ‘노트북이용실’이 3.95, ‘ 복합상 ’과 

‘세미나실’이 각각 3.84, ‘다국어정보실’이 3.82’, ‘ 시실’이 3.76, ‘미디어편집실’이 

3.71, ‘IPTV’가 3.69’, ‘ 상‧음향 스튜디오’가 3.64, 그리고 ‘UCC 스튜디오’가 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

  NDL 정보 장에 마련된 공간/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에 

한 복수응답을 포함한 응답에 하여, 총 413개의 응답  ‘디지털열람실’이 

253명(6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트북이용실’이 44명(10.7%), ‘세미나실’이 

43명(10.4%), ‘미디어자료이용실’이 40명(9.6%) 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복합상 ’ 9명(2.2%), ‘ 시실’ 6명(1.5%), ‘미디어편집실’ 5명(1.2%), ‘ 상‧

음향 스튜디오’와 ‘다국어정보실’이 각각 3명(0.7%), ‘UCC 스튜디오’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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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으로 나타났으며 ‘IPTV’를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가 1명(0.2%)으로 가장 

었다. 반면 응답 에서 4명(1.0%)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하 다. 자주 

이용하는 정보 장 공간/시설에 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디지털열람실’의 비율

이 다른 공간/시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디지털열람실 253  61.3

시실   6   1.5

노트북이용실  44  10.7

다국어정보실   3   0.7

상‧음향 스튜디오   3   0.7

UCC 스튜디오   2   0.5

미디어편집실   5   1.2

미디어자료이용실  40   9.6

복합상   9   2.2

IPTV   1   0.2

세미나실  43  10.4

해당사항 없음   4   1.0

합계 413 100.0

<표 4-17>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

(5) 가장 필요한 공간/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용자로부터 다양하고 직 인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앞의 문항에서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시설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에 하여 

‘그 게 생각하는 이유’에 한 서술형 문항을 제시하 다. 그 결과 앞의 문항에서 

11개 공간/시설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디지털열람실’ 에 해서는 ‘열린 

공간이라 필요함’, ‘가장 이용하기 편리함’, ‘넓은 공간/많은 PC’, ‘3면 컴퓨터를 

이용하기 함’, ‘조용함/분 기가 좋음’, ‘여가/재미를 해 좋은 공간’, ‘원문, 

논문, 학술 DB 검색을 해’, ‘eBook 이용을 해 필요’, ‘자료조사, 검색을 해 

필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해 필요’, ‘강의시청을 해 필요’, ‘인쇄를 할 수 

있어서 필요’, ‘개인 공부/연구를 하기 해 필요’, ‘취업 비를 하기 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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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업무/문서작업을 해 필요’, ‘양질의 자료, 쉽게 이용할 수 있음’ 등이

라고 서술하 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노트북이용실’에 하여 그 게 생각하는 

이유에 해서는 ‘인터넷 강의를 듣기에 좋은 공간’, ‘개인과제, 공부하기 좋은 

공간’, ‘취업 비를 하기 해 이용’, ‘넓고 쾌 /편리성이 있음’, ‘조용함’, ‘노트북 

이용을 하기 해 필요’, ‘시간제한 없어서 좋음’, ‘자료 근 용이함’ 등이라고 

서술하 다.

  ‘세미나실’에 해 가장 필요한 공간/시설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그룹 스터

디를 하기 해 필요’, ‘세미나/회의를 하기 해 필요’, ‘강의를 듣기 해 필요’, 

‘쾌 해서 이용하기에 편리함’, ‘시설/환경이 좋음’, ‘무료라 이용’, ‘교통이 편리해

서 이용’ 등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미디어자료실’에 한 가장 필요한 공간/시설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기고, 

논문 집필을 하기 해 필요’, ‘ 화보기에 좋은 시설’, ‘미디어자료 이용을 해 

필요’, ‘자료가 다양/고 자료 많음’,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등이라고 서술하

다.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시설 , 그 밖의 다른 공간/시설에 해서는 

‘복합상 ’ 에 해 가장 필요한 공간/시설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편하게 미

디어 감상하기에 좋음’, ‘고 자료가 있어서 좋음’이라고 서술하 고, ‘미디어편

집실’에 해서는 ‘ 상편집을 하기 해 필요’라는 이유를, ‘ 상‧음향 스튜디

오’에 해서는 ‘아나운서가 되기 한 연습을 해 필요’라는 이유를, ‘다국어

정보실’은 ‘넓은 공간이 좋음’, ‘언어수련에 좋음’이라고 나타내었다. 11개의 공

간/시설 , 가장 은 이용자가 가장 필요한 공간/시설이라고 응답한 ‘IPTV’

에 해서는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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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이유

디지털열람실

․열린 공간이라 필요함

․가장 이용하기 편리함

․넓은 공간/많은 pc

․3면 컴퓨터를 이용하기 함

․조용함/분 기가 좋음

․여가/재미를 해 좋은 공간

․원문, 논문, 학술 DB 검색을 해

․e-Book 이용을 해 필요

․자료조사, 검색을 해 필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해 필요

․강의시청을 해 필요

․인쇄를 할 수 있어서 필요

․개인 공부/연구를 하기 해 필요

․취업 비를 하기 해 좋은 공간

․업무/문서작업을 해 필요

․양질의 자료, 쉽게 이용할 수 있음

노트북이용실

․인터넷 강의를 듣기에 좋은 공간

․개인과제, 공부하기 좋은 공간

․취업 비를 하기 해 이용

․넓고 쾌 /편리함

․조용함

․노트북 이용을 하기 해 필요

․시간제한 없어서 좋음

․자료 근 용이함

세미나실

․그룹 스터디를 하기 해 필요

․세미나/회의를 하기 해 필요

․강의를 듣기 해 필요

․쾌 해서 이용하기에 편리함

․시설/환경이 좋음

․무료라 이용

․교통이 편리해서 이용

복합상
․편하게 미디어 감상하기에 좋음

․고 자료가 있어서 좋음

미디어편집실 ․ 상편집을 하기 해 필요

미디어자료이용실

․기고, 논문 집필을 하기 해 필요

․ 화보기에 좋은 시설

․미디어자료 이용을 해 필요

․자료가 다양/고 자료 많음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상․음향․UCC 

스튜디오
․아나운서가 되기 한 연습을 해 필요

다국어정보실
․넓은 공간이 좋음

․언어수련에 좋음

맞춤형TV

시청실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표 4-18>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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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

명(수) 백분율(%)

디지털열람실  80  21.7

시실  14   3.8

노트북이용실  34   9.2

다국어정보실  10   2.7

상‧음향 스튜디오   8   2.2

UCC 스튜디오   2   0.5

미디어편집실   6   1.6

미디어자료이용실  19   5.1

복합상  16   4.3

IPTV   8   2.2

세미나실  37  10.0

해당사항 없음 135  36.6

합계 369 100.0

<표 4-19>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

  NDL 정보 장의 공간/시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에 한 질문

에 하여 총 369명의 응답자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해당사항 없음’ 135명

(36.6%)이라고 응답하여 개선이 필요한 공간이 없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아 개선에 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지털열람실’ 

80명(21.7%), ‘세미나실’ 37명(10.0%), ‘노트북이용실’ 34명(9.2%), ‘미디어자료

이용실’ 19명(%), ‘복합상 ’ 16명(4.3%), ‘ 시실’ 14명(3.8%), ‘다국어정보실’ 

10명(2.7%), ‘ 상‧음향 스튜디오’ 와 'IPTV'가 각각 8명(2.2%), ‘미디어편집실’ 

6명(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UCC 스튜디오’가 2명(0.5%)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 NDL 정보 장의 공간/시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에 

한 응답의 비율은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의 응답 비율과 비슷한 양

상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시설 일수록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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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NDL 정보 장의 공간/시설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간/시

설에 한 다양하고 직 인 의견을 수렵하기 하여 앞의 문항의 ‘가장 개

선이 필요한 공간/시설’에 하여 ‘그 게 생각하는 이유’에 한 서술형 문항

을 제시하 다.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해당사항 없음’에 한 이유로는 ‘각 

시설 인지하지 못함’, ‘다른 공간에 한 안내필요’, ‘시설 내 핸드폰 통화 규제 

필요’ 등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용자가 응답한 ‘디지털열람

실’에 해서는 ‘공간이 좁음’, ‘좌석 수/컴퓨터의 수가 부족’, ‘컴퓨터(인터넷)가 

매우 느림’, ‘컴퓨터 교체  포맷 필요’, ‘청결/쾌 하지 않음’, ‘여름에 온도가 

매우 높음’, ‘ 약시스템이 불편함’, ‘이용안내가 부족’, ‘원문DB 부족’, ‘자료복

사가 안 되는 것이 많음’, ‘야간 개방이 필요함’ 등의 의견을 서술하 다. ‘노트

북이용실’에 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간/좌석수가 매우 부족’, ‘외

부 온도의 향을 많이 받음’, ‘구석 공간의 활용이 필요( 기 코드 설치)’, ‘조

명이 어두움’, ‘쾌 하지 않음’, ‘소음이 심함’, ‘각 책상에 높은 칸막이 필요’ 등

이라고 서술하 다. ‘세미나실’에 한 의견으로는 ‘방음문제(밖으로 소음이 다 

들림)’, ‘인원수 제한(작은방이 더 필요)’, ‘공간/수가 무 부족함’, ‘청결하지 

않음’, ‘여름에 온도가 무 높음’, ‘조명이 무 어두움’, ‘이용 시간 연장 필요’, 

‘이용/ 약 차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술하 다. ‘미디어

자료이용실’에 한 의견으로는 ‘공간이 불편함’, ‘기기가 노화됨’, ‘ 화보기에 

조명이 무 밝음’, ‘최신자료가 다양하게 없음’, ‘디지털열람실과 복기능 함’, 

‘이용 안내 필요’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술하 다. NDL 정보 장 

11개 공간/시설에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의견으로는, ‘

시실’에 해서는 ‘ 에 안 들어오는 구조’, ‘ 시가 자주 없음’, ‘홍보가 필요함’ 

등의 이유를, ‘다국어정보실’은 ‘다국어 이용 목 으로 사용 안 됨’, ‘공간인지 

안 됨/있는지도 몰랐음’, ‘이용방법을 모름’, ‘활용도 낮음’, ‘다양한 언어 없음’ 

등의 이유를, ‘ 상‧음향 스튜디오’에 해서는 ‘쾌 하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

음’, ‘ 상자료 이용이 어려움’, ‘시설이 노후함’, ‘방음장치 필요’, ‘이용도 낮음’, 

‘직원 불친 ’등의 이유를, 그리고 ‘IPTV'에 한 의견으로는 ’이용하기에 불편

함’, ‘이용도 낮음’ 등의 이유를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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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이유

디지털열람실

․공간이 좁음

․좌석 수/컴퓨터의 수가 부족

․컴퓨터(인터넷)가 매우 느림

․컴퓨터 교체  포맷 필요

․청결하지 않음

․쾌 하지 않음

․여름에 온도가 매우 높음

․ 약시스템이 불편함

․이용안내가 부족

․원문DB 부족

․자료복사가 안 되는 것이 많음

․야간 개방이 필요함

시실

․ 에 안 들어오는 구조

․ 시가 자주 없음

․홍보가 필요함

노트북이용실

․공간/좌석수가 매우 부족

․외부 온도의 향을 많이 받음

․구석 공간의 활용이 필요(코드 설치)

․조명이 어두움

․쾌 하지 않음

․소음이 심함

․각 책상에 높은 칸막이 필요

다국어정보실

․다국어 이용 목 으로 사용 안됨

․공간인지 안됨/있는지도 몰랐음

․이용방법을 모름

․활용도 낮음

․다양한 언어 없음

상‧음향

스튜디오

․쾌 하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음

․ 상자료 이용이 어려움

․시설이 노후됨

․방음장치 필요

․이용도 낮음

․직원 불친

․이용제약 무 많음

미디어편집실

․모든 PC에 인터넷 필요

․속도가 느림

․이용 안내 필요

미디어자료

이용실

․공간이 불편함

․기기가 노화됨

․ 화보기에 조명이 무 밝음

․최신자료가 다양하게 없음

․디지털열람실과 복기능 함

․이용 안내 필요

복합상

․독립  공간으로 갈 필요 있음

․ 무 조용한 공간이라 화보기에 어려움

․이용하기에 시설이 불편함

․2인용이 더욱 필요함

․이용시간 연장 필요

․음향시설 개선 필요

<표 4-20>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시설에 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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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시설 만족도 및 개선사항

1) 반 인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성

  NDL 정보 장의 만족도  성을 평가를 해 반 인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를 총 7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한 만족도  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측정방법은 5  척도를 갖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1-매우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 <표 4-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NDL 정보 장의 반 인 만족도  성에 하여 설문 응답자는 체로 

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7개의 공간/시설에 한 항목의 

모든 평균 수가 3.0이 넘게 나타났다. 이  ‘공간 환경의 쾌   청결성’의 평

균 수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의 편리성  성(4.18)’, ‘ 체 인 

공간구성의 성(4.13)’, ‘ 반  공간/시설의 만족도(4.02)’, ‘공간 내 안내 표지

의 명확도(3.73)’, ‘컴퓨터  기기의 수의 성(3.60)’, ‘컴퓨터  기기의 성능

(속도) 등 장비 리의 성(3.39)’의 순으로 평가하 다.

맞춤형TV

시청실

․이용하기에 불편함

․이용도 낮음

세미나실

․방음문제(밖으로 소음이 다 들림)

․인원수 제한(작은방이 더 필요)

․공간/수가 무 부족함

․청결하지 않음

․여름에 온도가 무 높음

․조명이 무 어두움

․이용 시간 연장 필요

․이용/ 약 차 어려움

해당사항 없음

․각 시설 인지하지 못함

․다른 공간에 한 안내필요

․시설 내 핸드폰 통화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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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N 평균(표 편차) 수

체 인 공간구성이 하다 370 4.13( .74) 82.6

공간의 환경이 쾌 하고 청결하다 369 4.32( .68) 86.4

시설이 편리하고 하다( : 책상, 의자, 조명 등) 369 4.18( .80) 83.6

컴퓨터  기기의 성능(속도) 등 장비 리가 하다 371 3.39(1.16) 67.8

컴퓨터  기기의 수가 하다( : 열람석 수) 370 3.60( .98) 72

공간 내 안내 표지가 이해하기 쉽다(명확도) 366 3.73( .95) 74.6

공간/시설은 반 으로 만족스럽다 370 4.02( .76) 80.4

* 리커트 5  척도: 1-매우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

<표 4-21> 전반적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적절성 

(1) 체 인 공간구성의 성

  NDL 정보 장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개선사항에 한 평가  ‘ 체

인 공간구성의 성’에 한 총 370명의 응답자  201명(54.3%)이 ‘그

다’고 응답하 고, ‘매우 그 다’ 115명(31.1)%, ‘보통이다’ 43명(11.6%), ‘그 지 

않다’ 10명(2.7%), ‘매우 그 지 않다’ 1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는 체로 NDL 정보 장의 체 인 공간구성이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115  31.1 

그 다  201  54.3

보통이다  43  11.6

그 지 않다  10   2.7

매우 그 지 않다   1   0.3

합계 370 100.0

<표 4-22> 전체적 공간구성의 적절성 

<그림 4-9> 전체적인 공간구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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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환경의 쾌   청결성

NDL 정보 장의 ‘공간 환경의 쾌   청결성’에 한 문항에 하여 총 

369명의 응답자  174명(47.2%)이 ‘그 다’고 응답하 고, ‘매우 그 다’ 159명

(43.1%), ‘보통이다’ 31명(8.4%), ‘그 지 않다’ 5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 환경의 쾌   청결성’의 평균 수는 4.32로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11개 공간에 한 만족도 평가  평균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159  43.1 

그 다  174  47.2

보통이다   31   8.4

그 지 않다   5   1.3

매우 그 지 않다   0   0.0

합계 369 100.0

<표 4-23> 공간 환경의 쾌적 및 

청결성 

<그림 4-10> 공간 환경의 쾌적 및 청결성

(3) 시설의 편리성  성 

  NDL 정보 장 내 책상, 의자, 조명 등과 같은 ‘시설의 편리성  성’에 

한 항목에 하여 총 369명의 응답자  178명(48.2%)이 ‘그 다’, 137명

(37.1%)이 ‘매우 그 다’, 41명(11.1%)이 ‘보통이다’, 10명(2.7%)이 ‘그 지 않다’ 와 

3명(0.9%)이 ‘매우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부분의 응답자들이 정보 장 

내 시설의 편리성  성에 하여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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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137  37.1 

그 다  178  48.2

보통이다   41  11.1

그 지 않다   10   2.7

매우 그 지 않다   3   0.9

합계 369 100.0

<표 4-24> 시설의 편리성 및 적절성

<그림 4-11> 시설의 편리성 및 적절성

(4) 컴퓨터  기기의 성능(속도) 등 장비 리의 성 

NDL 정보 장 내 ‘컴퓨터  기기의 성능(속도) 등 장비 리의 성’에 

련하여 총 371명의 응답자  110명(29.6%)이 ‘그 다’, 100명(27.0%)이 ‘보통

이다’, 73명(19.7%)이 ‘매우 그 다’, 66명(17.8%)이 ‘그 지 않다’, 22명(5.9%)이 

‘매우 그 지 않다’고 답하여 많은 응답자들이 정보 장 내 컴퓨터  기기의 

성능(속도) 등 장비 리에 하여 보통이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73  19.7 

그 다  110  29.6

보통이다  100  27.0

그 지 않다  66  17.8

매우 그 지 않다  22   5.9

합계 371 100.0

<표 4-25> 장비 관리의 적절성

<그림 4-12> 장비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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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컴퓨터  기기의 수의 성

  NDL 정보 장 내 ‘컴퓨터  기기의 수 (열람석 수)에 한 성’과 련

하여 총 370명의 응답자  130명(35.1%)이 ‘그 다’, 122명(33.0%)이 ‘보통이다’, 

72명(19.5%)이 ‘매우 그 다’, 39명(10.5%)이 ‘그 지 않다’, 7명(1.9%)이 ‘매우 

그 지 않다’로 평가하 다. 따라서 컴퓨터  기기의 수(열람석 수)에 하여 

이용자들은 체 으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72  19.5

그 다 130  35.1

보통이다 122  33.0

그 지 않다  39  10.5

매우 그 지 않다   7   1.9

합계 370 100.0

<표 4-26> 컴퓨터 및 기기 수의 적절성

<그림 4-13> 컴퓨터 및 기기 수의 적절성

(6) 공간 내 안내 표지 의 명확도

  NDL 정보 장 ‘공간 내 안내 표지 의 명확도’에 하여 총 366명의 응답자 

 139명(38.0%)이 ‘그 다’, 101명(27.6%)이 ‘보통이다’, 85명(23.2%)이 ‘매우 

그 다’, 40명(10.9%)이 ‘그 지 않다’, 1명(0.3%) ‘매우 그 지 않다’ 순으로 평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이용자들이 ’정보 장 공간 내 안내 표지 의 

명확도’를 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다른 기능에 비해서는 평균 수가 3.60

으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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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85 23.2

그 다 139 38.0

보통이다 101 27.6

그 지 않다  40 10.9

매우 그 지 않다  1  0.3

합계 366 100.0

<표 4-27> 안내 표지판의 이해도

<그림 4-14> 안내 표지판의 이해도

(7) 공간/시설에 한 반  만족도 

  NDL 정보 장의 공간/시설에 한 반  만족도에 하여 총 370명의 응답자 

 198명(53.5%)이 ‘그 다’, 97명(26.2%)이 ‘매우 그 다’, 63명(17.0%)이 ‘보통

이다’, 11명(3.0%)이 ‘그 지 않다’, 1명(0.3%)이 ‘매우 그 지 않다’고 평가하 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정보 장의 반 인 공간/시설에 하여 체 으로 만족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97 26.2

그 다 198 53.5

보통이다  63 17.0

그 지 않다  11  3.0

매우 그 지 않다   1  0.3

합계 370 100.0

<표 4-28> 공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그림 4-15> 공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 정보 장 층별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NDL 정보 장의 각 층별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해 총 12개 공간/

시설을 구분하여 각각에 한 만족도  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측정방법은 5  

척도를 갖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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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 <표4-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NDL 정보 장의 12개 공간/시설의 반

인 만족도  성에 하여 설문 응답자는 체로 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디지털열람실’의 ‘  치의 성’의 평균 수가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밖의 12개 공간/시설의 만족도에 한 모든 평균 수가 3.0이 넘게 나타났다. 

문 항 세부내용 N 평균(표 편차) 수

물품보 소 (지하3층)
 장소 배치의 성 369 3.73(.97) 74.6

 물품 보  규정의 성 364 3.79(.88) 75.8

이용증 발 데스크 (지하3층)
 장소 배치의 성 370 3.82(.93) 76.4

 이용규정 (이용증 발 ) 362 3.93(.85) 78.6

정보안내데스크 (지하2층)
 근의 편리성 371 3.96(.76) 79.2

 담당직원 배치의 합성 364 3.85(.85) 77

노트북이용실

  치의 성 317 3.81(.78) 76.2

 좌석  간격의 성 등 317 3.49(.95) 69.8

 쾌 성 (소음) 317 3.55(.95) 71

디지털열람실

  치의 성 362 4.16(.67) 83.2

 약 차  패 티 등 360 3.93(.85) 78.6

 좌석  간격의 성 등 360 3.96(.85) 79.2

 쾌 성/편리성 353 4.00(.87) 80

세미나실

  치의 성 276 3.59(.90) 71.8

 약 차  패 티 등 270 3.46(.89) 69.2

 약 인원 272 3.43(.90) 68.6

 쾌 성/편리성 269 3.62(.91) 72.4

복합상

  치의 성 265 3.71(.89) 74.2

 공간의 필요성 (공간 존속 여부) 266 3.64(.91) 72.8

 쾌 성/편리성 267 3.72(.89) 74.4

맞춤형TV시청실(IPTV)

  치의 성 249 3.57(.85) 71.4

 공간의 필요성 (공간 존속 여부) 250 3.46(.89) 69.2

 쾌 성/편리성 251 3.57(.84) 71.4

미디어자료이용실

  치의 성 287 3.99(.75) 79.8

 기기의 성 (최신성, 문성) 285 3.72(.92) 74.4

 좌석  간격의 성 등 286 3.89(.81) 77.8

 쾌 성/편리성 283 3.84(.91) 76.8

미디어편집실

  치의 성 245 3.74(.77) 74.8

 기기의 성 (최신성, 문성) 247 3.64(.87) 72.8

 좌석  간격의 성 등 244 3.70(.75) 74

 쾌 성/편리성 239 3.75(.76) 75

스튜디오

( 상‧음향‧UCC 스튜디오)

  치의 성 227 3.62(.81) 72.4

 공간의 필요성 (공간 존속 여부) 225 3.62(.86) 72.4

 기기의 성 (최신성, 문성) 224 3.52(.90) 70.4

 쾌 성/편리성 224 3.67(.85) 73.4

다국어정보실
  치의 성 230 3.51(.88) 70.2

공간의 필요성 (공간 존속 여부) 230 3.47(.93) 69.4

* 리커트 5  척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표 4-29> 정보광장 층별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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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3층  지하2층의 안내  보  시설에 한 만족도

➀ 물품보 소 장소 배치의 성

 

  NDL 정보 장 지하 3층의 ‘물품보 소 장소 배치의 성’에 하여 총 

369명의 응답자  167명(45.3%)이 ‘만족’, 82명(22.2%)이 ‘보통’, 77명(20.9%)이 

‘매우 만족’, 34명(9.2%)이 ‘불만족’, 9명(2.4%)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체 으로 이용자들은 물품보 소 장소 배치의 성에 하여 만족한다고 

평가하 지만, 체 응답자의 3분의 1인 약 34%는 보통 는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77 20.9

만족 167 45.3

보통  82 22.2

불만족  34  9.2

매우 불만족   9  2.4

합계 369 100.0

  <표 4-30> 물품보관소 장소 배치의 

적절성

<그림 4-16> 물품보관소 장소 배치의 적절성

② 물품보 소 물품 보  규정의 성

 

  NDL 정보 장 지하3층의 ‘물품보 소 물품 보  규정의 성’에 하여 

총 364명의 응답자  172명(47.3%)이 ‘만족’, 91명(25.0%)이 ‘보통’, 74명(20.3%)이 

‘매우 만족’, 22명(6.0%)이 ‘불만족’, 5명(1.4%)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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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74 20.3

만족 172 47.3

보통  91 25.0

불만족  22  6.0

매우 불만족   5  1.4

합계 364 100.0

   <표 4-31> 물품보관소 물품 보관 

규정의 적절성

<그림 4-17> 물품보관소 물품 보관 규정의 적절성

③ 이용증 발 데스크 장소 배치의 성

  NDL 정보 장 지하3층의 ‘이용증 발 데스크 장소 배치의 성’에 하여 

총 370명의 응답자  162명(43.8%)이 ‘만족’, 89명(24.1%)이 ‘매우 만족’, 87명(23.5%)이 

‘보통’, 27명(7.3%)이 ‘불만족’, 5명(1.3%)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89 24.1

만족 162 43.8

보통  87 23.5

불만족  27  7.3

매우 불만족   5  1.3

합계 370 100.0

  <표 4-32> 이용증 발급데스크 장소 

배치의 적절성

     <그림 4-18> 이용증 발급데스크 장소 

배치의 적절성

④ 이용증 발 데스크 이용규정의 성

  NDL 정보 장 지하3층의 ‘이용증 발 데스크 이용규정(이용증 발 )의 

성’에 하여 총 362명의 응답자  168명(46.4%)이 ‘만족’, 94명(26.0%)이 

‘매우 만족’, 82명(22.7%)이 ‘보통’, 15명(4.1%)이 ‘불만족’, 3명(0.8%)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체 으로 이용자들은 이용증 발 데스크 (지하3층)의 

이용규정에 하여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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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94  26.0

만족 168  46.4

보통  82  22.7

불만족  15   4.1

매우 불만족   3   0.8

합계 362 100.0

    <표 4-33> 이용증 발급데스크 

이용규정의 적절성

    <그림 4-19> 이용증 발급데스크 이용규정의 

적절성

⑤ 정보안내데스크 근의 편리성

  NDL 정보 장 지하2층의 ‘정보안내데스크 근의 편리성’에 하여 총 371명의 

총 371명의 응답자  185명(49.9%)이 ‘만족’, 90명(24.3%)이 ‘매우 만족’, 88명

(23.7%)이 ‘보통’, 7명(1.9%)이 ‘불만족’, 1명(0.2%)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체 으로 이용자들은 정보안내데스크(지하2층)의 근의 편리성에 

하여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90  24.3

만족 185  49.9

보통  88  23.7

불만족   7   1.9

매우 불만족   1   0.2

합계 371 100.0

  <표 4-34> 정보안내데스크 접근의 

편리성

<그림 4-20> 정보안내데스크 접근의 편리성

⑥ 정보안내데스크 담당직원 배치의 합성

  NDL 정보 장 지하2층의 ‘정보안내데스크 담당직원 배치의 합성’에 하여 

총 364명의 응답자  160명(44.0%)이 ‘만족’, 103명(28.3%)이 ‘보통’, 85명(23.4%)이 

‘매우 만족’, 13명(3.6%)이 ‘불만족’, 3명(0.7%)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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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이용자들은 정보안내데스크 담당직원 배치의 합성에 하여 만족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85  23.4

만족 160  44.0

보통 103  28.3

불만족  13   3.6

매우 불만족   3   0.7

합계 364 100.0

 <표 4-35> 정보안내데스크 담당직원 

배치의 적합성

    <그림 4-21> 정보안내데스크 담당직원  

배치의 적합성

(2) 지하3층과 지하2층 사이의 노트북이용실에 한 만족도

① 노트북이용실 재 치의 성

  NDL 정보 장 ‘노트북이용실 재 치의 성’에 하여 총 317명의 응답

자  147명(46.4%)이 ‘만족’, 100명(31.5%)이 ‘보통’, 60명(18.9%)이 ‘매우 만족’, 9

명(2.8%)이 ‘불만족’, 1명(0.4%)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체 으로 이

용자들은 노트북이용실 재 치의 성에 하여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60  18.9

만족 147  46.4

보통 100  31.5

불만족   9   2.8

매우 불만족   1   0.4

합계 317 100.0

   <표 4-36> 노트북이용실 현재 

위치의 적절성

<그림 4-22> 노트북이용실 현재 위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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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트북이용실 좌석  간격의 성 

  NDL 정보 장 ‘노트북이용실의 좌석  간격의 성’에 하여 총 317명의 

응답자  121명(38.2%)이 ‘보통’, 104명(33.4%)이 ‘만족’, 48명(15.1%)이 ‘매우 

만족’, 36명(11.4%)이 ‘불만족’, 6명(1.9%)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체 으로 이용자들은 노트북이용실의 좌석  간격의 성에 하여 만족

한다고 평가하 지만, 응답자의 평균이 3.49로 체 으로 낮게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48   15.1

만족 106   33.4

보통 121   38.2

불만족  36   11.4

매우 불만족   6   1.9

합계 317  100.0

  <표 4-37> 노트북이용실 좌석 및 

간격의 적절성

  <그림 4-23> 노트북이용실 좌석 및 간격의 

적절성

③ 노트북이용실 쾌 성(소음)

  NDL 정보 장 ‘노트북이용실의 쾌 성(소음)’에 하여 총 317명의 응답자 

120명(37.9%)이 ‘보통’, 100명(31.5%)이 ‘만족’, 58명(18.3%)이 ‘매우 만족’, 36명

(11.4%)이 ‘불만족’, 3명(0.9%)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58  18.3

만족 100  31.5

보통 120  37.9

불만족 36  11.4

매우 불만족 3   0.9

합계 317 100.0

<표 4-38> 노트북이용실 쾌적성(소음)

<그림 4-24> 노트북이용실 쾌적성(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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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2층 디지털열람실, 세미나실, 복합상  등에 한 만족도 

① 디지털열람실의 재 치의 성

  NDL 정보 장 ‘디지털열람실의 재 치의 성’에 하여 총 362명의 응답자 

 200명(55.2%)이 ‘만족’, 112명(30.9%)이 ‘매우 만족’, 47명(13.0%)이 ‘보통’, 3명

(0.9%)이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디지털열람실 재 치의 

성에 하여 평균 4.19로 체 으로 높게 만족도가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112  30.9

만족  200  55.2

보통   47  13.0

불만족   3   0.9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362 100.0

   <표 4-39> 디지털열람실의 현재 

위치의 적절성

<그림 4-25> 디지털열람실의 현재 위치의 적절성

② 디지털열람실 약 차  패 티 등의 성

  NDL 정보 장의 ‘디지털열람실 약 차  패 티 등의 성’에 하여 총 

360명의 응답자  166명(46.1%)이 ‘만족’, 94명(26.1%)이 ‘매우 만족’, 80명(22.2%)이 

‘보통’, 19명(5.3%)이 ‘불만족’, 1명(.3%)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94   26.1

만족  166   46.1

보통   80   22.2

불만족   19   5.3

매우 불만족    1   0.3

합계 360 100.0

<표 4-40> 디지털열람실 예약 절차 

및 패널티 등의 적절성

<그림 4-26> 디지털열람실 예약 절차 및  

패널티 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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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지털열람실 좌석  간격 등의 성

  NDL 정보 장의 ‘디지털열람실 좌석  간격 등의 성’ 하여 총 360명의 

응답자  168명(46.7%)이 ‘만족’, 99명(27.5%)이 ‘매우 만족’, 76명(21.1%)이 

‘보통’, 14명(3.9%)이 ‘불만족’, 3명(0.8%)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체 으로 이용자들은 디지털열람실 좌석  간격 등에 하여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99   27.5

만족 168   46.7

보통  76   21.1

불만족  14   3.9

매우 불만족   3   0.8

합계 360 100.0

   <표 4-41> 디지털열람실 좌석 및 

간격 등의 적절성

<그림 4-27> 디지털열람실 좌석 및 간격 등의 적절성

④ 디지털열람실의 쾌 성/편리성

  NDL 정보 장의 ‘디지털열람실의 쾌 성/편리성’에 하여 총 353명의 응답자 

 155명(43.9%)이 ‘만족’, 109명(30.9%)이 ‘매우 만족’, 72명(20.4%)이 ‘보통’, 14명

(4.0%)이 ‘불만족’, 3명(1.8%)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109  30.9

만족 155  43.9

보통  72  20.4

불만족  14   4.0

매우 불만족   3   0.8

합계 353 100.0

 <표 4-42> 디지털열람실의 쾌적성/ 

편리성

<그림 4-28> 디지털열람실의 쾌적성/편리성



144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⑤ 세미나실  치의 성

  NDL 정보 장의 ‘세미나실  치의 성’에 하여 총 276명의 응답자  

103명(37.3%)이 ‘보통’, 102명(37.0%)이 ‘만족’, 45명(16.3%)이 ‘매우 만족’, 22명

(8.0%)이 ‘불만족’, 4명(1.4%)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45  16.3

만족 102  37.0

보통 103  37.3

불만족  22   8.0

매우 불만족   4   1.4

합계 276 100.0

<표 4-43> 세미나실 현 위치의 적절성

<그림 4-29> 세미나실 현 위치의 적절성

⑥ 세미나실 약 차  패 티 등의 성

  NDL 정보 장의 ‘세미나실 약 차  패 티 등의 성’에 하여 총 

270명의 응답자  116명(43.0%)이 ‘보통’, 92명(34.1%)이 ‘만족’, 33명(12.2%)이 

‘매우 만족’, 24명(8.9%)이 ‘불만족’, 5명(1.8%)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

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3  12.2

만족  92  34.1

보통 116 43.0

불만족  24  8.9

매우 불만족   5  1.8

합계 270 100.0

   <표 4-44> 세미나실 예약 절차 및 

패널티 등의 적절성

<그림 4-30> 세미나실 예약 절차 및 패널티 

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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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미나실 약 인원의 성

  NDL 정보 장의 ‘세미나실 약 인원의 성’에 하여 총 272명의 응답자 

 111명(40.8%)이 ‘보통’, 94명(34.6%)이 ‘만족’, 32명(11.8%)이 ‘매우 만족’, 30명

(11.0%)이 ‘불만족’, 5명(1.8%)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2  11.8

만족  94  34.6

보통 111  40.8

불만족  30  11.0

매우 불만족   5   1.8

합계 272 100.0

   <표 4-45> 세미나실 예약 인원의 

적절성

<그림 4-31> 세미나실 예약 인원의 적절성

⑧ 세미나실의 쾌 성  편리성

  NDL 정보 장의 ‘세미나실의 쾌 성  편리성’에 하여 총 269명의 응답자 

 105명(39.0%)이 ‘보통’, 92명(34.2%)이 ‘만족’, 50명(18.6%)이 ‘매우 만족’, 18명

(6.7%)이 ‘불만족’, 4명(1.5%)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체 으로 

이용자들은 세미나실의 쾌 성/편리성에 하여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50  18.6

만족  92  34.2

보통 105  39.0

불만족  18   6.7

매우 불만족   4   1.5

합계 269 100.0

<표 4-46> 세미나실 쾌적성/편리성

<그림 4-32> 세미나실 쾌적성/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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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복합상  재 치의 성 

  NDL 정보 장의 ‘복합상  재 치의 성’에 하여 총 265명의 

응답자  100명(37.7%)이 ‘만족’, 91명(34.3%)이 ‘보통’, 55명(20.8%)이 ‘매우 

만족’, 17명(6.4%)이 ‘불만족’, 2명(0.8%)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55  20.8

만족 100  37.7

보통  91  34.3

불만족  17   6.4

매우 불만족   2   0.8

합계 265 100.0

<표 4-47> 복합상영관 현재 위치의 적절성

<그림 4-33> 복합상영관 현재 위치의 적절성

⑩ 복합상  공간의 필요성 

  NDL 정보 장의 ‘복합상 의 공간의 필요성’에 하여 총 252명의 응답자  

91명(34.2%)이 ‘만족’, 87명(23.5%)이 ‘보통’, 52명(19.5%)이 ‘매우 만족’, 19명(7.1%)이 

‘불만족’, 3명(1.2%)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52 19.5

만족  91 34.2

보통  87 23.5

불만족  19  7.1

매우 불만족   3  1.2

합계 252 100.0

<표 4-48> 복합상영관 공간의 필요성

<그림 4-34> 복합상영관 공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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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복합상 의 쾌 성/편리성

  NDL 정보 장의 ‘복합상 의 쾌 성/편리성’에 하여 총 267명의 응답자 

 100명(37.5%)이 ‘만족’, 97명(36.3%)이 ‘보통’, 55명(20.6%)이 ‘매우 만족’, 11명

(4.1%)이 ‘불만족’, 4명(1.5%)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55 20.6

만족 100 37.5

보통  97 36.3

불만족  11  4.1

매우 불만족   4  1.5

합계 267 100.0

<표 4-49> 복합상영관의 쾌적성/편리성

<그림 4-35> 복합상영관의 쾌적성/편리성

⑫ 맞춤형TV시청실(IPTV) 재 치의 성

  NDL 정보 장의 ‘맞춤형TV시청실(IPTV) 재 치의 성’에 하여 총 

249명의 응답자  113명(45.4%)이 ‘보통’, 78명(31.3%)이 ‘만족’, 41명(16.5%)

이 ‘매우 만족’, 16명(6.4%)이 ‘불만족’, 1명(0.4%)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

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41 16.5

만족  78 31.3

보통 113 45.4

불만족  16  6.4

매우 불만족   1  0.4

합계 249 100.0

  <표 4-50> 맞춤형TV시청실(IPTV) 

현재 위치의 적절성

<그림 4-36> 맞춤형TV시청실(IPTV) 현재 

위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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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맞춤형TV시청실(IPTV) 공간의 필요성

  NDL 정보 장의 ‘맞춤형TV시청실(IPTV)’ 공간의 필요성에 하여 총 250명의 

응답자  115명(46.0%)이 ‘보통’, 74명(29.6%)이 ‘만족’, 35명(14.0%)이 ‘매우 만족’, 

23명(9.2%)이 ‘불만족’, 3명(1.2%)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5 14.0

만족  74 29.6

보통 115 46.0

불만족  23  9.2

매우 불만족   3  1.2

합계 250 100.0

  <표 4-51> 맞춤형TV시청실(IPTV) 

공간의 필요성

<그림 4-37> 맞춤형TV시청실(IPTV) 공간의 필요성

⑭ 맞춤형TV시청실(IPTV)의 쾌 성/편리성

  NDL 정보 장의 ‘맞춤형TV시청실(IPTV)의 쾌 성/편리성’에 하여 총 251명의 

응답자  109명(43.4%)이 ‘보통’, 88명(35.1%)이 ‘만족’, 37명(14.7%)이 ‘매우 만족’, 

15명(6.0%)이 ‘불만족’, 2명(0.8%)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7 14.7

만족  88 35.1

보통 109 43.4

불만족 15  6.0

매우 불만족  2  0.8

합계 251 100.0

 <표 4-52> 맞춤형TV시청실(IPTV)의 

쾌적성/편리성

<그림 4-38> 맞춤형TV시청실(IPTV)의 

쾌적성/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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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2층 미디어센터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① 미디어자료이용실 재 치의 성

  NDL 정보 장의 ‘미디어자료이용실의 재 치의 성’에 하여 총 287명

의 응답자  134명(46.7%)이 ‘만족’, 76명(26.5%)이 ‘매우 만족’, 75명(26.1%)이 ‘보

통’, 2명(0.7%)이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미디어자료이용실 

재 치의 성에 하여 평균 3.99로 체 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76  26.5

만족 134  46.7

보통  75  26.1

불만족   2   0.7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287 100.0

  <표 4-53> 미디어자료이용실 현재 

위치의 적절성

<그림 4-39> 미디어자료이용실 현재 위치의 적절성

② 미디어자료이용실 기기의 성 

  NDL 정보 장의 ‘미디어자료이용실 기기의 성(최신성, 문성)’에 하여 

총 285명의 응답자  109명(38.2%)이 ‘만족’, 96명(33.7%)이 ‘보통’, 61명(21.4%)이 

‘매우 만족’, 13명(4.6%)이 ‘불만족’, 6명(2.1%)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61 21.4

만족 109 38.2

보통  96 33.7

불만족  13  4.6

매우 불만족   6  2.1

합계 285 100.0

<표 4-54> 미디어자료이용실 기기의 적절성 

<그림 4-40> 미디어자료이용실 기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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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디어자료이용실 좌석  간격 등의 성

  NDL 정보 장의 ‘미디어자료이용실’ 좌석  간격 등의 성’에 하여 총 

286명의 응답자  122명(42.7%)이 ‘만족’, 87명(30.4%)이 ‘보통’, 70명(24.5%)이 

‘매우 만족’, 6명(2.1%)이 ‘불만족’, 1명(0.3%)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체 으로 이용자들은 미디어자료이용실 좌석  간격 등에 하여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70 24.5

만족 122 42.7

보통  87 30.4

불만족   6  2.1

매우 불만족   1  0.3

합계 286 100.0

 <표 4-55> 미디어자료이용실 좌석 및 

간격 등의 적절성

<그림 4-41> 미디어자료이용실 좌석 및 간격 

등의 적절성

④ 미디어자료이용실의 쾌 성/편리성

  NDL 정보 장의 ‘미디어자료이용실의 쾌 성/편리성’에 하여 총 283명의 

응답자  112명(39.6%)이 ‘만족’, 82명(29.0%)이 ‘보통’, 73명(25.8%)이 ‘매우 만족’, 

12명(4.2%)이 ‘불만족’, 4명(1.4%)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73 25.8

만족 112 39.6

보통 82 29.0

불만족 12  4.2

매우 불만족  4  1.4

합계 283 100.0

<표 4-56> 미디어자료이용실의 쾌적성/ 

편리성

<그림 4-42> 미디어자료이용실의 쾌적성/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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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디어편집실의 재 치의 성

  NDL 정보 장의 ‘미디어편집실의 재 치의 성’에 하여 총 245명의 

응답자  105명(42.9%)이 ‘만족’, 94명(38.4%)이 ‘보통’, 41명(16.7%)이 ‘매우 

만족’, 4명(1.6%)이 ‘불만족’, 1명(0.4%)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부분(약 98%)의 이용자는 정보 장의 미디어편집실 재 치에 하여 

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41 16.7

만족 105 42.9

보통  94 38.4

불만족   4  1.6

매우 불만족   1  0.4

합계 245 100.0

<표 4-57> 미디어편집실 현재 위치의 

적절성 

<그림 4-43> 미디어편집실 현재 위치의 적절성

 

⑥ 미디어편집실 기기의 성

  NDL 정보 장의 ‘미디어편집실 기기의 성(최신성, 문성)’에 하여 총 

247명의 응답자  ‘보통’ 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각각 95명(38.5%)이, 

47명(16.6%)이 ‘매우 만족’, 12명(4.9%)이 ‘불만족’, 4명(1.5%)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41 16.6

만족 95 38.5

보통 95 38.5

불만족 12  4.9

매우 불만족  4  1.5

합계 247 100.0

   <표 4-58> 미디어편집실 기기의 

적절성

<그림 4-44> 미디어편집실 기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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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미디어편집실 좌석  간격의 성

  NDL 정보 장의 ‘미디어편집실 좌석  간격의 성’에 하여 총 244명의 

응답자  105명(43.0%)이 ‘보통’, 96명(39.3%)이 ‘만족’, 39명(16.0%)이 ‘매우 만족’, 

4명(1.7%)이라고 평가하 다. 다수(약 98%)의 이용자는 미디어편집실의 좌석  

간격이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9 16.0

만족  96 39.3

보통 105 43.0

불만족   4  1.7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244 100.0

 <표 4-59> 미디어편집실 좌석 및 

간격의 적절성

<그림 4-45> 미디어편집실 좌석 및 간격의 적절성

⑧ 미디어편집실의 쾌 성/편리성

  NDL 정보 장의 ‘미디어편집실의 쾌 성/편리성’에 하여 총 239명의 응답자 

 97명(40.6%)이 ‘보통’, 95명(39.7%)이 ‘만족’, 44명(18.4%)이 ‘매우 만족’, 3명

(1.3%)이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체 으로 이용자들은 미디어편집실의 

쾌 성/편리성에 하여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44 18.4

만족  95 39.7

보통  97 40.6

불만족   3  1.3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239 100.0

<표 4-60> 미디어편집실의 쾌적성/ 

편리성

<그림 4-46> 미디어편집실의 쾌적성/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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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스튜디오( 상‧음향‧UCC) 재 치의 성 

  NDL 정보 장의 ‘스튜디오( 상‧음향‧UCC)의 재 치의 성’ 에 하여 

총 227명의 응답자  98명(43.2%)이 ‘보통’, 86명(37.9%)이 ‘만족’, 33명(14.5%)

이 ‘매우 만족’, 8명(3.5%)이 ‘불만족’, 2명(0.9%)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3 14.5

만족  86 37.9

보통  98 43.2

불만족   8  3.5

매우 불만족   2  0.9

합계 227 100.0

<표 4-61> 스튜디오(영상 ‧ 음향 ‧ UCC) 
현재 위치의 적절성 

<그림 4-47> 스튜디오(영상 ‧ 음향 ‧ UCC) 현재 

위치의 적절성

⑩ 스튜디오( 상‧음향‧UCC) 공간의 필요성 

  NDL 정보 장의 ‘스튜디오( 상‧음향‧UCC) 공간의 필요성’ 에 하여 총 225명의 

응답자  94명(41.8%)이 ‘보통’, 81명(36.0%)이 ‘만족’, 37명(16.4%)이 ‘매우 만족’, 

10명(4.4%)이 ‘불만족’, 3명(1.4%)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7 16.4

만족  81 36.0

보통  94 41.8

불만족  10  4.4

매우 불만족   3  1.4

합계 225 100.0

<표 4-62> 스튜디오(영상 ‧ 음향 ‧ UCC) 
공간의 필요성 

<그림 4-48> 스튜디오(영상 ‧ 음향 ‧ UCC) 
공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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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스튜디오( 상‧음향‧UCC) 기기의 성

  NDL 정보 장의 ‘스튜디오( 상‧음향‧UCC) 기기의 성’에 하여 총 224명의 

응답자  100명(44.6%)이 '보통’, 72명(32.1%)이 ‘만족’, 34명(15.2%)이 ‘매우 

만족’, 13명(5.8%)이 ‘불만족’, 5명(2.3%)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4 15.2

만족  72 32.1

보통 100 44.6

불만족  13  5.8

매우 불만족   5  2.3

합계 224 100.0

<표 4-63> 스튜디오(영상 ‧ 음향 ‧ UCC) 
기기의 적절성

<그림 4-49> 스튜디오(영상 ‧ 음향 ‧ UCC) 
기기의 적절성

⑫ 스튜디오( 상‧음향‧UCC)의 쾌 성/편리성

  NDL 정보 장 ‘스튜디오( 상‧음향‧UCC)의 쾌 성/편리성’에 하여 총 224명의 

응답자  93명(41.5%)이 '보통’, 82명(36.6%)이 ‘만족’, 40명(17.9%)이 ‘매우 

만족’, 6명(2.7%)이 ‘불만족’, 3명(1.3%)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40 17.9

만족  82 36.6

보통  93 41.5

불만족   6  2.7

매우 불만족   3  1.3

합계 224 100.0

<표 4-64> 스튜디오(영상 ‧ 음향 ‧ UCC)의
쾌적성/편리성

<그림 4-50> 스튜디오(영상 ‧ 음향 ‧ UCC)의
쾌적성/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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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다국어정보실 재 치의 성

  NDL 정보 장의 ‘다국어정보실의 재 치의 성’에 하여 총 230명의 

응답자  110명(47.8%)이 ‘보통’, 66명(28.7%)이 ‘만족’, 36명(15.7%)이 ‘매우 

만족’, 15명(6.5%)이 ‘불만족’, 3명(1.3%)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6 15.7

만족  66 28.7

보통 110 47.8

불만족  15  6.5

매우 불만족   3  1.3

합계 230 100.0

 <표 4-65> 다국어정보실 현재 위치의 

적절성

<그림 4-51> 다국어정보실의 현재 위치의 적절성

 

⑭ 다국어정보실 공간의 필요성

  NDL 정보 장의 ‘다국어정보실 공간의 필요성’에 하여 총 230명의 응답자  

110명(47.8%)이 ‘보통’, 59명(25.7%)이 ‘만족’, 38명(16.5%)이 ‘매우 만족’, 18명(7.8%)

이 ‘불만족’, 5명(2.2%)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38 16.5

만족  59 25.7

보통 110 47.8

불만족  18  7.8

매우 불만족   5  2.2

합계 230 100.0

<표 4-66> 다국어정보실 공간의 필요성

<그림 4-52> 다국어정보실 공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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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시설에 한 개선사항  의견

 

  이용자로부터 다양하고 직 인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NDL 정보 장의 

공간  시설에 한 개선사항이나 의견을 묻는 서술형 문항을 제시하 다. 

조사결과 각각의 공간  시설에 한 이용자의 개선사항이나 의견은 다음 

<표 4-67>의 내용과 같다. 

  지하 2층 는 지하 3층의 ‘안내  보 시설’에 한 개선사항 는 의견

으로는, ‘물품보 소’에 해서는 ‘물품보 함과 이용증발 실 치 불편’으로 

지하2층에 배치되었으면 하는 의견과, ‘디지털열람실과 근거리에 치 요망’, 

‘물품보 함 복도 공간 소’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용증 발 데스크’에 한 

의견으로는 ‘이용증 발 실 치의 문제’, ‘시설사용 로세스의 불편(이용증 

발  필수, 일일이용증)’ 등의 개선사항이 있었다. 한 ‘정보안내데스크’ 에 한 

의견은 ‘시설 치에 한 안내 필요’, ‘도서  출입구에 안내표시 개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하 3층과 지하 2층사이의 ‘노트북이용실’에 한 개선사항 는 의견으로는 

‘노트북이용 좌석 수의 확 ’, ‘노트북이용 가능 시간의 증 ’, ‘WIFI 속 불안정’, 

‘노트북이용 공간 좌석을 간격 넓게 하여 편리성 증진’, ‘소음 발생에 따른 규제 

 방음처리 필요’ 등의 개선사항에 한 의견이 있었다.

  지하 2층 공간  시설에 한 개선사항 는 의견으로는 ‘스캐 , 복사기, 

팩스, 컬러 린터 등의 기기 구비’ ‘ 린터  좌석 소음 문제’, ‘각 좌석에 

콘센트 구비(스마트폰 충 용)’, ‘디지털열람실 이용시간의 연장’, ‘컴퓨터 성능 

개선’, ‘사양 업그 이드(속도 하)’, ‘칸막이 높이 조정( 재보다 높게)’, ‘열람실 

좌석 간격이 무 가까움’, ‘개인 책 반입 허용’ 등의 개선사항에 한 의견이 

있었다. ‘세미나실’에 해서는 ‘휴 화 사용 시 소음 문제’, ‘세미나실 내부 

소리가 외부로 나오는 문제’, ‘방음시설 미비’, ‘세미나실 공간 확충’, ‘세미나실 

내 에어컨 설치. 냉방문제’, ‘이용규정( 약인원 3-4명으로 축소, 패 티 불만)’, 

‘조명이 어두움’, ‘개인 책 반입 허용’ 등의 개선사항에 한 의견이 있었다. ‘복

합상 ’에 해서는 ‘필요한 공간이나 공간 규모가 무 큼’, ‘2인실의 증설 

필요’, ‘운 규정의 변경; 월요일 휴 , 운 시간 확 (6시 이후)’, ‘이용규제: 약 

없이 복합상 에서 취침하는 이용자’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 ‘맞춤형TV시청실

(IPTV)’에 해서는 ‘ 성방송의 제공’, ‘공간을 많이 차지함’, ‘이용도가 낮으므로 

다른 시설로 환 요망’, ‘등받이 필요’ 등에 한 개선사항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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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개선사항

물품보 소

물품보 함과 이용증발 실 치 불편(지하2층에 배치)

디지털열람실과 근거리에 치 요망

물품보 함 복도 공간 소

이용증 발 데스크
이용증발 실 치 문제

시설사용 로세스 불편(이용증 발  필수, 일일이용증)

정보안내데스크
이용안내 - 시설 치에 한 안내 필요

입구에 안내 표시 개선 필요

노트북 이용실

노트북이용 좌석수 확  요망

노트북이용 가능 시간 증  요망

WIFI 속 불안정

노트북이용공간 좌석 간격 넓게 하여 편리성 증진

소음 발생에 따른 규제  방음처리 필요

<표 4-67> 공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 및 의견

  지하 2층 미디어센터 공간  시설에 한 이용자들의 개선사항  의견은 

‘미디어자료이용실’에 해서는 ‘컴퓨터 성능 개선(속도 하)’, ‘쾌 한 감상을 

해 조명 밝기 감소’, ‘미디어자료이용 공간 확장 요망’, ‘좌석 수 증 ’, ‘자료의 

최신성, 다양성 확 , 자료 확충’, ‘의자 불편’, ‘미디어센터와 복합상  공간 

근 하게 재배치’, ‘헤드폰 기능 낙후’, ‘DVD 출 자동화기기 확 ’, ‘이용시간 

증  요망’, ‘최신 미디어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미디어센터 홍보  근성 

부족’, ‘미디어자료 검색시스템, 약시스템 불편’, ‘1일 이용 가능한 미디어자료 

수량 증 ’ 등의 응답이 있었으며, ‘미디어편집실’에 해서는 ‘컴퓨터 성능 개선’, 

‘편집실 좌석은 조명 밝게 개선’, ‘편집실 좌석 확 ’ 등의 응답이 있었다. ‘ 상

‧음향‧UCC 스튜디오’에 한 개선사항  의견으로는 ‘ 상‧음향 스튜디오 기기 

사용방법 안내 필요’, ‘스튜디오 매뉴얼  기기 사용 불편’, ‘스튜디오 최신 장비 

교체 필요’, ‘스튜디오 이용 제약사항이 많음’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응답자의 

‘다국어정보실’에 한 개선사항이나 의견은 ‘이용도 낮음’, ‘컴퓨터 속도 느림’, 

‘홍보 강화 필요’, ‘헤드셋 설치 필요’, ‘장소가 소하고 어두움’, ‘공간 유용성 

낮으므로 다른 용도로 환 필요’,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많이 사용함’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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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열람실

스캐 , 복사기, 팩스 , 컬러 린터 구비

린터  좌석 소음 문제

각 좌석에 콘센트 구비(스마트폰 충 용)

디지털열람실 이용시간 연장

컴퓨터 성능 개선, 사양 업그 이드 (속도 하)

칸막이 높이 조정( 재보다 높게)

열람실 좌석 간격이 무 가까움

개인 책 반입 허용

세미나실

휴 화 사용 시 소음

세미나실 내부 소리가 외부로 나옴

방음시설 미비

세미나실 공간 확충

세미나실 내 에어컨 설치. 냉방문제

이용규정( 약인원3-4명으로 축소, 패 티 불만)

조명 어두움

개인 책 반입 허용

복합상

필요하나 공간 규모가 무 큼

2인실 증설

운 규정; 월요일 휴 , 운 시간 확 (6시 이후)

이용규제: 약 없이 복합상 에서 취침하는 이용자

맞춤형TV시청실

성방송 제공

공간을 많이 차지

이용도가 낮으므로 다른 시설로 환 요망 

등받이 필요

미디어자료이용실

컴퓨터 성능 개선 (속도 하)

쾌 한 감상을 해 조명 밝기 감소

미디어자료이용 공간 확장 요망, 좌석 수 증

자료의 최신성, 다양성 확 , 자료 확충

의자 불편

미디어센터와 복합상  공간 근 하게 재배치

헤드폰 기능 낙후

DVD 출 자동화기기 확

이용시간 증  요망

최신 미디어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미디어센터 홍보  근성 부족

미디어자료 검색시스템, 약시스템 불편

1일 이용 가능한 미디어자료 수량 증

디지털편집실

컴퓨터 성능 개선

편집실 좌석은 조명 밝게 개선

편집실 좌석 확

스튜디오

상‧음향 스튜디오 기기 사용방법 안내 필요

스튜디오 매뉴얼  기기 사용 불편

스튜디오 최신 장비 교체 필요

스튜디오 이용 제약사항이 많음

다국어정보실

이용도 낮음

컴퓨터 속도 느림

홍보 강화 필요

헤드셋 설치 필요

장소가 소하고 어두움

공간 유용성 낮으므로 다른 용도로 환 필요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많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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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환경)

컴퓨터 성능 개선 필요 (느린 속도, 인터넷 에러)

기기 노후화

소음문제 (세미나실 방음, 화통화 등)

미디어센터 치 등 시설 안내 Sign 개선

각 실의 기능  사용법에 한 안내/이용자교육 필요

이용률이 낮은 공간, 불필요한 공간 많음

공기 청정  실내 환기 필요

휴식공간  간단한 식음료 공간 

화장실( 소, 장애인 화장실에 가방걸이 설치)

공통 

(콘텐츠/서비스)

자자료 확충(최신 화 DVD 등)

로그램 부족

검색 편리성 강화

약시간 안내 부족, 복잡한 약 차

약사항 문자서비스 발송 요망

직원의 친 도 증진

공통 

(운 규정)

개인책 반입 규제

18시 이후도 이용시간 연장

패 티 등 이용규제 심함

개 시간 연장 (18시 이후)

장기 이용자에 한 인센티  희망

  

  응답자들은 정보 장의 특정한 공간  시설에 한 개선사항이나 의견 외에 

공간  시설의 반 이고 공통 인 환경, 콘텐츠  서비스, 운 규정 등에 

해서도 서술을 하 다. 정보 장 반의 공간  시설의 ‘환경’에 한 의견

으로는 ‘컴퓨터 성능 개선 필요(느린 속도, 인터넷 에러)’, ‘기기 노후화’, ‘소음

문제(세미나실 방음, 화통화 등)’, ‘미디어센터 치 등 시설 안내표시 개선’, 

‘각 실의 기능  사용법에 한 안내/이용자교육 필요’, ‘이용률이 낮은 공간, 

불필요한 공간 많음’, ‘공기 청정  실내 환기 필요’, ‘휴식공간  간단한 식

음료 공간’, ‘화장실( 소, 장애인 화장실에 가방걸이 설치)’ 등에 한 개선

사항을 서술하 다. 그리고 정보 장 반의 공간  시설의 ‘콘텐츠  서비

스’에 해서는 ‘ 자자료 확충(최신 화 DVD 등)’, ‘ 로그램 부족’, ‘검색 

편리성 강화’, ‘ 약시간 안내 부족, 복잡한 약 차’, ‘ 약사항 문자서비스 

발송 요망’, ‘직원의 친 도 증진’ 등의 개선사항에 한 의견이 있었다. 한 

정보 장 반의 공간  시설의 ‘운 규정’에 한 의견으로는 ‘개인 책 반입 

규제의 개선’, ‘18시 이후도 이용시간 연장’, ‘패 티 등 이용규제 심함’, ‘개 시간 

연장(18시 이후)’, ‘장기 이용자에 한 인센티  희망’ 등의 개선사항에 한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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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도서 에서 향후 추가로 제공되길 바라는 공간/시설

  NDL 정보 장의 공간  시설에 하여 개선사항이나 의견 외에 향후 추가로 

제공되기 바라는 이용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하여 응답자가 서술한 내용은 

다음 <표 4-68>과 같다. 

  향후 추가로 제공되기 바라는 정보 장의 공간  시설에 한 의견은 

‘핸드폰 통화 공간( 화 소음에 따른 방음문제 해결을 한 핸드폰 통화 공간)’, 

‘디지털열람실 확 ( 형모니터 좌석 증 , 디지털열람실 좌석 증 , 목 별 

디지털열람실 분류 [인터넷 강의, 문서 작업 등])’, ‘노트북이용실 확 (개인 

노트북 이용 공간 확 , 쾌 성 보강, 조용한 열람환경공간으로 이동), ’세미나실 

확 (세미나실 공간 확충, 소규모[2-3인이나 4인 이하]그룹을 한 스터디 공간 

확 , 세미나실 이용인원 수를 소인원[2-3인]도 가능하도록 변경), ‘어학실 

개설(어학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 외국어 리스닝 가능한 오디오 공간, 

외국어 청취 가능 TV공간)’, ‘복합상  확 (복합상  증 , 소인원[2-4인] 

멀티미디어 열람 공간)’, ‘디지털 기기 추가(스캐  문 공간 설치, 팩스 송수신, 

3D 린터)’, ‘스튜디오(UCC 스튜디오 확충, 음악감상실)’, ‘휴식공간(휴식공간, 

편한 의자, 소 , 매   음료자 기)’, ‘신매체/모바일 시설(다양한 신규 매체 

시설, 자책 용공간  E-book 단말기 여, IT 련 최신 기술, 동향 정보 

제공, 기기 여)’, ‘컴퓨터 성능 개선’, ‘운  규정(개인 책 반입 가능한 개인 

공부 공간, 야간도서  운 , 지하1층 출입구에 이용카드 반납기 설치, 이용시간 

확 )’, ‘서비스/직원(신속한 기기 고장 처리, 약시스템 개선, 이용자 교육, 

정보활용 교육 실시, 직원의 업무 효율화, 친 교육, 주제 문 사서 배치와 

문화된 교육, 인문학 강의 등 공개 강의 확 )’, ‘콘텐츠(콘텐츠 확충, 검색 

복잡성. 자료 최신성, 디 러리 검색 시스템에서 소장 치에 따라 카테고리 구

분하여 검색, E-book 자료 확 , 지도책 구비, 학술DB 확충  이용자 안내)’, 

‘기타(휴 폰 충 시설, 식당 개선, 방석과 책 받침 , 어린이 놀이방, 정수기 

보충, 흡연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한 ‘ 재시설에 만족’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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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추가 제공 희망 공간/시설

핸드폰 통화 공간 화 소음에 따른 방음문제 해결을 한 핸드폰 통화 공간

디지털열람실 확

형모니터 좌석 증

디지털열람실 좌석 증

목 별 디지털열람실 분류 (인터넷 강의, 문서 작업 등)

노트북이용실 확

개인 노트북 이용 공간 확

쾌 성 보강

조용한 열람환경공간으로 이동

세미나실 확

세미나실 공간 확충

소규모(2-3인이나 4인 이하) 그룹을 한 스터디공간 확

세미나실 이용인원 수를 소인원(2-3인)도 가능하도록 변경

어학실 개설

어학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

외국어 리스닝 가능한 오디오 공간

외국어 청취 가능 TV공간

복합상  확
복합상  증

소인원(2-4인) 멀티미디어 열람 공간

디지털 기기 추가
스캐  문 공간 설치

팩스 송수신  3D 린터

스튜디오
UCC 스튜디오 확충

음악감상실

휴식공간

휴식공간(휴게실)

편한 의자, 소

매   음료자 기

신매체/모바일 시설

다양한 신규 매체 시설  기기 여

자책 용공간  E-book 단말기 여

IT 련 최신 기술, 동향 정보 제공

컴퓨터 성능 개선 컴퓨터 성능 개선

운 규정

개인 책 반입 가능한 개인 공부 공간

야간도서  운

지하1층 출입구에 이용카드 반납기 설치

이용시간 확

서비스/직원

신속한 기기 고장 처리

약시스템 개선

이용자 교육, 정보활용 교육 실시

직원의 업무 효율화, 친 교육 

주제 문 사서 배치와 문화된 교육

인문학 강의 등 공개 강의 확

콘텐츠

콘텐츠 확충

검색 복잡성. 자료 최신성

디 러리 검색 시스템에서 소장 치에 따라 카테고리 구분하여 검색

E-book 자료 확

지도책 구비

학술DB 확충  이용자 안내

만족 재 공간/시설에 만족

기타 

휴 폰 충 시설

식당 개선

방석과 책받침

어린이 놀이방

정수기 보충

흡연실

<표 4-68> 추가 제공 희망 공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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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시스템 만족도 및 개선사항

1) 서비스/시스템에 한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만족도  성 평가를 해 반 인 서비스  시스템에 

한 만족도  성을 총 6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에 한 만족도  

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측정방법은 5  척도를 갖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

(1-매우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 

  <표 4-69>에 나타난 바와 같이 NDL 정보 장의 반 인 서비스  시스템에 

한 만족도  성에 한 설문 응답자는 체 으로 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6개의 서비스  시스템에 한 항목의 모든 평균

수가 3.0이 넘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 378명의 유효 응답자  약 20%만이 반

인 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 항목에 응답하여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 다.

문 항 명(수) 평균(표 편차) 수

직원의 문성  업무처리의 성 75  3.92(.85) 78,4

이용자에 한 직원 서비스의 친 성 75  3.97(.90) 79.4

기기  자료의 사용방법에 한 안내서비스의 충분성 75 3.72(1.03) 74.4

교육/문화 로그램의 합성 74  3.61(.95) 72.8

디 러리(검색) 속  이용의 편리성(속도, 메뉴구성 등)  75 3.45(1.20) 69.0

서비스/시스템의 반  만족성 75  3.89(.92) 77.8

<표 4-69>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 직원의 문성  업무처리의 성

  NDL 정보 장의 ‘직원의 문성  업무처리의 성’에 하여 총 75명의 

응답자  38명(50.7%)이 ‘그 다’, 18명(24.0%)이 ‘매우 그 다’, 15명(20.0%)이 

‘보통이다’, 3명(4.0%)이 ‘그 지 않다’, 1명(1.3%)이 ‘매우 그 지 않다’ 순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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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18 24.0

그 다 38 50.7

보통이다 15 20.0

그 지 않다  3  4.0

매우 그 지 않다  1  1.3

합계 75 100.0

  <표 4-70> 직원의 전문성 및 

업무처리의 적절성 

<그림 4-53> 직원의 전문성 및 업무처리의 적절성

 

 

(2) 이용자에 한 직원 서비스의 친 성

  NDL 정보 장의 ‘이용자에 한 직원 서비스의 친 성’에 해 총 75명의 

응답자  34명(45.3%)이 ‘그 다’, 22명(29.3%)이 ‘매우 그 다’, 16명(21.3%)

이 ‘보통이다’, 2명(2.8%)이 ‘매우 그 지 않다’, 1명(1.3%)이 ‘그 지 않다’ 순

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22 29.3

그 다 34 45.3

보통이다 16 21.3

그 지 않다  1  1.3

매우 그 지 않다  2  2.8

합계 75 100.0

   <표 4-71> 이용자에 대한 직원 

서비스의 친절성

<그림 4-54> 이용자에 대한 직원 서비스의 친절성

(3) 기기  자료의 사용방법에 한 안내서비스의 충분성 

  NDL 정보 장의 ‘기기  자료의 사용방법에 한 안내서비스의 충분성’에 

해 총 75명의 응답자  24명(32.0%)이 ‘그 다’, 23명(30.7%)이 ‘보통이다’, 20명

(26.7%)이 ‘매우 그 다’, 6명(8.0%)이 ‘그 지 않다’ 그리고 2명(2.6%)이 ‘매우 

그 지 않다’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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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20 26.7

그 다 24 32.0

보통이다 23 30.7

그 지 않다  6  8.0

매우 그 지 않다  2  2.6

합계 75 100.0

<표 4-72> 기기 및 자료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서비스의 충분성 

<그림 4-55> 기기 및 자료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서비스의 충분성 

(4) 교육/문화 로그램의 합성

  NDL 정보 장의 ‘교육/문화 로그램의 합성’에 하여 총 74명의 응답자  

32명(43.2%)이 ‘보통이다’, 20명(27.0%)이 ‘그 다’, 16명(21.6%)이 ‘매우 그 다’, 

5명(6.8%)이 ‘그 지 않다’, 1명(1.4%)이 ‘매우 그 지 않다’ 순으로 응답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16 21.6

그 다 20 27.0

보통이다 32 43.2

그 지 않다  5  6.8

매우 그 지 않다  1  1.4

합계 74 100.0

<표 4-73>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적합성

<그림 4-56>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적합성

 

(5) 디 러리(검색) 속  이용의 편리성

  NDL 정보 장의 ‘디 러리(검색) 속  이용의 편리성(속도, 메뉴구성 등)’

에 하여 총 75명의 응답자  28명(37.3%)이 ‘그 다’, 15명(20.0%)이 ‘매우 

그 다’, 14명(18.7%)이 ‘그 지 않다’, 13명(17.3%)이 ‘그 지 않다’, 5명(6.7%)이 

‘매우 그 지 않다’ 순으로 평가하 다. 이에 한 평균 수는 3.45로 다른 서비

스/시스템에 한 만족도 항목에 비해 평균 수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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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15 20.0

그 다 28 37.3

보통이다 13 17.3

그 지 않다 14 18.7

매우 그 지 않다  5  6.7

합계 75 100.0

<표 4-74> 디브러리(검색) 접속 및 

이용의 편리성

<그림 4-57> 디브러리(검색) 접속 및 이용의 편리성

(6) 서비스/시스템의 반  만족성

  NDL 정보 장의 ‘서비스/시스템의 반  만족성’에 하여 총 75명의 응답자 

 33명(44.0%)이 ‘그 다’, 20명(26.7%)이 ‘매우 그 다’, 18명(24.0%)이 ‘보통

이다’, 각각 2명(2.7%)이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20 26.6

그 다 33 44.0

보통이다 18 24.0

그 지 않다  2  2.7

매우 그 지 않다  2  2.7

합계 75 100.0

<표 4-75> 서비스/시스템의 전반적 만족성

<그림 4-58> 서비스/시스템의 전반적 만족성

 

2)  정보 장의 서비스/시스템에 한 개선사항

  NDL 정보 장의 서비스  시스템애 한 개선사항에 한 이용자의 의견

을 묻는 질문에 다음 <표 4-76>과 같은 내용의 응답을 서술하 다.

  ‘디 러리(검색)’에 해서는 ‘디 러리 속  검색속도의 향상’, 검색시스

템 단순화, 검색엔진 개선‘, ’인터페이스가 불편‘, ’검색기능 개선(제한검색 는 

상세검색)‘, ’모바일 디 러리 자료검색 개선‘, ’미리보기 제공(연  검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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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에 한 의견을 서술하 다.

  ‘컴퓨터  기기의 성능개선’ 에 해서는 ‘컴퓨터 성능. 인터넷 속도 개선’, 

‘운 체계(OS) 업그 이드’, ‘기기의 사양 업그 이드’, ‘정기 인 시스템교체, 

정비가 필요’, ‘헤드셋, 마우스 등 성능 개선’, ‘스캐 , 제본(스 링) 기기 도

입’, ‘ 형화면 공간/기기 확 ’, ‘SW나 기타 하드웨어 고장 처리’, ‘스마트폰 

활용시 와이 이망 구축 는 정비가 필요’ 등의 개선사항에 한 의견을 서

술하 다.

  ‘자료  콘텐츠’ 에 해서는 ‘자료의 최신성 확보’, ‘다양한 DB 무료 제공’, 

‘ 자책 서비스 확 ’, ‘콘텐츠의 확충과 다양화’ 등의 개선사항에 한 의견이 

있었고, ‘안내(기기 사용법  안내사항)’ 에 한 의견으로는 ‘기기  자료 

사용 방법 안내 필요’, ‘나이든 사용자들을 해 직 이고 친 한 안내 필

요’, ‘오류 발생시 한 안내 필요’, ‘스튜디오 활용에 한 동 상 안내 필

요’, ‘컴퓨터 좌석 용도에 한 안내’, ‘처음 오는 이용자를 한 구체  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서술하 다. 한 ‘교육  강좌 로그램’에 해서는 ‘다양

한 콘텐츠 개발 필요’, ‘다양한 문  강좌가 필요’, ‘교육/문화 로그램의 청

강자 최 인원 확 ’ 등의 의견이 있었고, ‘ 약 시스템’에 해서는 ‘ 약 

로그램 개선 필요’, ‘ 약 화면의 크기 확  필요’, ‘정보 장에서 당일 도서

약 가능하도록 개선’, ‘ 약 차 어려움’, ‘국립 앙도서  로비에서도 디지털

열람실 약 가능 희망’, ‘시설 이용 후 12시가 넘어야 다시 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불편’ 등의 의견이 있었다.

  ‘운  규정’에 해서는 ‘음식물 반입 같은 규정 반자 처벌 강화’, ‘소음을 

내는 이용자에 한 강력한 규제’, ‘개 시간 연장(18시 이후에도 공간 개방)’, 

‘엘리베이터 2층사용 가능 희망’,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차단 불편’, ‘DVD이

용시간 확  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고, ‘직원의 문성, 친 성’에 한 의견

으로는 ‘일부 직원의 서비스가 불친 ’, ‘직원들의 친 하고 웃는 이용자 서비

스 필요’, ‘직원 친  교육 필요’, ‘일부 인턴  계약직 직원 서비스 제공에 

해 문성 부족’, ‘컴퓨터의 오작동에 한 처리 문성’ 등의 개선사항을 서술

하 다. 이외에 ‘출입’에 한 의견으로는 ‘출입 번거로움’, ‘디지털도서  주출

입구 출구시스템 통제’, ‘일일발 증 반납 불편’ 등의 응답과, ‘환경개선’ 에 

한 의견으로는 ‘헤드폰, 마우스, 키보드 등의 리(청결)’, ‘본 과 디지털도서

의 거리가 멀어 불편’, ‘칸막이 등 개인 이용공간 보장시설 보강 필요’ 등의 

응답을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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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사항

디 러리 검색

디 러리 속  검색속도의 향상

검색시스템 단순화, 검색엔진 개선

인터페이스가 불편

검색기능 개선(제한검색 는 상세검색)

모바일 디 러리 자료검색 개선

미리보기 제공(연  검색 등)

컴퓨터/기기 기능 개선

컴퓨터 성능. 인터넷 속도 개선

운 체계(OS) 업그 이드

기기의 사양 업그 이드

정기 인 시스템교체, 정비가 필요

헤드셋, 마우스 등 성능 개선

스캐 , 제본(스 링) 기기 도입

형화면 공간/기기 확

SW나 기타 하드웨어 고장 처리

스마트폰 활용시 와이 이망 구축 는 정비가 필요

자료/콘텐츠

자료의 최신성 확보

다양한 DB 무료 제공

자책 서비스 확

콘텐츠의 확충과 다양화 

안내

(기기/자료 사용법)

기기  자료 사용 방법 안내 필요

나이든 사용자들을 해 직 이고 친 한 안내 필요

오류 발생시 한 안내 필요

스튜디오 활용에 한 동 상 안내 필요

컴퓨터 좌석 용도에 한 안내

처음 오는 이용자를 한 구체  안내

교육/강좌 로그램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다양한 문  강좌가 필요

교육/문화 로그램의 청강자 최 인원 확

약시스템

약 로그램 개선 필요

약 화면의 크기 확  필요

정보 장에서 당일 도서 약 가능하도록 개선

약 차 어려움

국립 앙도서  로비에서도 디지털열람실 약 가능 희망

시설 이용 후 12시가 넘어야 다시 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불편

운 규정

음식물 반입 같은 규정 반자 처벌 강화

소음을 내는 이용자에 한 강력한 규제 

개 시간 연장(18시 이후에도 공간 개방)

엘리베이터 2층 사용 가능 희망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차단 불편

DVD이용시간 확  요청

직원

( 문성/친 )

일부 직원의 서비스가 불친

직원들의 친 하고 웃는 이용자 서비스 필요

직원 친  교육 필요

일부 인턴  계약직 직원 서비스 제공에 해 문성 부족

컴퓨터의 오작동에 한 처리 문성 

출입

출입 번거로움

디지털도서  주출입구 출구시스템 통제

일일발 증 반납 불편

환경개선(청결/편의)

헤드폰, 마우스, 키보드 등의 리(청결) 

본 과 디지털도서 의 거리가 멀어 불편

칸막이 등 개인이용공간 보장시설 보강 필요

<표 4-76> 정보광장의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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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콘텐츠 만족도 및 개선사항

1) 콘텐츠에 한 이용 경험  만족도

 

  NDL 정보 장의 콘텐츠에 한 이용 경험  만족도에 한 평가를 해 

디지털 콘텐츠에 한 항목을 총 7개의 소 항목인 1)원문 DB, 2) 자책/ 자

잡지, 3)WEB-DB, 4)일반 인터넷 정보, 5)디지털신문, 6) 상자료(DVD, 비디오

테이  등), 6)어학자료(카세트테이 , 음반 등)로 구분하 다.

문 항

이용경험 만족도

있다 없다 합계
명(수)

평균

(표 편차)
수

명(수) 백분율(%) 명(수) 백분율(%) 백분율(%)

원문 DB 83 33.7 163 66.3 246(100) 201 3.96(.78) 79.2

자책/ 자잡지   80 33.6 158 66.4 238(100) 206 3.83(.86) 76.6

WEB-DB      69 26.3 193 73.7 262(100) 170 3.83(.86) 76.6

일반 인터넷 정보 110 61.1 70 38.9 180(100) 293 3.99(.84) 79.8

디지털신문 81 35.2 149 64.8 230(100) 215 3.90(.83) 78

상자료

(DVD, 비디오테이 )  
76 31.4 166 68.6 242(100) 202 3.99(.91) 79.8

어학자료

(카세트테이 , 음반 등) 
50 18.1 226 81.9 276(100) 133 3.70(.90) 74

<표 4-77> 콘텐츠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경험률

  NDL 정보 장의 디지털 콘텐츠에 한 이용 경험률에 한 설문사항에 

한 결과는 <그림 4-59>와 같다. 정보 장의 디지털 콘텐츠  ‘일반 인터넷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 고, 그 외에는 50% 미만의 이용률을 보 다. 특히, 

어학자료(카세트테이 , 음반 등)은 18.1%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어 디지털 콘

텐츠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 다. 이 외에 WEB-DB의 이용률이 상 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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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33.6 26.3
61.1

35.2 31.4 18.1

66.3 66.4 73.7
38.9

64.8 68.6 81.9

있다 없다

<그림 4-59>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경험률

(2) 디지털 콘텐츠의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디지털 콘텐츠에 한 반 인 만족도에 한 조사를 하

다. 측정방법은 5  척도를 갖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1-매우 불만족, 2-불

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모든 항목이 평균 3.5 이상으로 설문응답자

는 반  정보 장의 디지털 콘텐츠에 하여 체로 정 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원문 DB에 한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디지털콘텐츠  ‘원문 DB’에 한 만족도에 하여 총 201명의 

응답자  98명(48.8%)이 ‘만족’, 50명(24.9%)이 ‘매우 만족’, 48명(23.9%)이 

‘보통’, 4명(2.0%)이 ‘불만족’ 1명(0.4%)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50 24.9

만족 98 48.8

보통 48 23.9

불만족  4  2.0

매우 불만족  1  0.4

합계 201 100.0

<표 4-78> 원문 DB에 대한 만족도 

<그림 4-60> 원문 DB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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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책/ 자잡지에 한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디지털콘텐츠  ‘ 자책/ 자잡지’에 한 만족도에 하여 

총 206명의 응답자  85명(41.3%)이 ‘만족’, 61명(29.6%)이 ‘보통’, 49명(23.8%)

이 ‘매우 만족’, 10명(4,9%)이 ‘불만족’, 1명(0.4%)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49 23.8

만족 85 41.3

보통 61 29.6

불만족 10  4.9

매우 불만족  1  0.4

합계 206 100.0

<표 4-79> 전자책/전자잡지에

     대한 만족도

<그림 4-61> 전자책/전자잡지에 대한 만족도

③ WEB DB에 한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디지털콘텐츠  ‘WEB DB’에 한 만족도에 하여 총 

170명의 응답자  65명(38.2%)이 ‘만족’, 55명(32.4%)이 ‘보통’, 42명(24.7%)이 

‘매우 만족’, 8명(4.7%)이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으며, ‘매우 불만족’은 응답자

가 없었다. 95% 이상의 응답자가 WEB DB에 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42 24.7

만족 65 38.2

보통 55 32.4

불만족  8  4.7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170 100.0

<표 4-80> WEB DB에 대한 만족도

<그림 4-62> WEB DB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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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 인터넷 정보에 한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디지털콘텐츠  ‘일반 인터넷 정보’에 한 만족도에 

하여 총 293명의 응답자  137명(46.8%)이 ‘만족’, 85명(29.0%)이 ‘매우 만족’, 

57명(19.5%)이 ‘보통’, 12명(4.1%)이 ‘불만족’, 2명(0.6%)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따라서 ‘일반 인터넷 정보’에 한 이용자들은 체 으로 높게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85 29.0

만족 137 46.8

보통  57 19.5

불만족  12  4.1

매우 불만족   2  0.6

합계 293 100.0

<표 4-81> 일반 인터넷 정보에 대한 

만족도  

<그림 4-63> 일반 인터넷 정보에 대한 만족도

⑤ 디지털 신문에 한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신문에 한 만족도에 하여 총 

215명의 응답자  93명(43.3%)이 ‘만족’, 59명(27.4%)이 ‘보통’, 55명(255%)이 

‘매우 만족’, 7명(3.3%)이 ‘불만족’, 1명(0.4%)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55 25.6

만족 93 43.3

보통 59 27.4

불만족  7  3.3

매우 불만족  1  0.4

합계 215 100.0

<표 4-82> 디지털 신문에 대한 만족도 

<그림 4-64> 디지털 신문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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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자료에 한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디지털콘텐츠  ‘ 상자료’에 한 만족도에 하여 총 202명의 

응답자  73명(36.1%)이 ‘만족’, 69명(34.2%)이 ‘매우 만족’, 49명(24.3%)이 

‘보통’, 10명(5.0%)이 ‘불만족’, 1명(0.4%)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69 34.2

만족  73 36.1

보통  49 24.3

불만족  10  5.0

매우 불만족   1  0.4

합계 202 100.0

<표 4-83> 영상자료에 대한 만족도

<그림 4-65> 영상자료에 대한 만족도

 

⑦ 어학자료에 한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디지털콘텐츠  ‘어학자료’에 한 만족도에 하여 총 133명의 

응답자  50명(37.6%)이 ‘만족’, 46명(34.6%)이 ‘보통’, 27명(20.3%)이 ‘매우 

만족’, 9명(6.8%)이 ‘불만족’, 1명(0.7%)이 ‘매우 불만족’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만족  27 20.3

만족  50 37.6

보통  46 34.6

불만족   9  6.8

매우 불만족   1  0.7

합계 133 100.0

<표 4-84> 어학자료에 대한 만족도 

<그림 4-66> 어학자료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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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콘텐츠의 반 인 만족도

  NDL 정보 장의 디지털 콘텐츠의 반 인 만족도 조사를 해 디지털 콘텐츠의 

최신성, 다양성, 충분성, 유익성  반  디지털 콘텐츠 만족도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 다. 측정방법은 5  척도를 갖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1-매우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 

  <표 4-85>에 나타난 바와 같이 NDL 정보 장의 디지털 콘텐츠의 반 인 만족도는 

체로 모두 평균 3.5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정 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에 한 평균 수가 3.81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문 항 명(수) 평균(표 편차) 수

디지털 콘텐츠의 최신성 335 3.75(.81) 75.0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 334 3.81(.81) 76.2

디지털 콘텐츠의 충분성 333 3.72(.89) 74.4

디지털 콘텐츠의 유익성 334 3.76(.81) 75.2

반  디지털 콘텐츠의 만족도 336 3.80(.79) 76.0

<표 4-85> 디지털 콘텐츠의 전반적인 만족도

① 디지털 콘텐츠의 최신성

  NDL 정보 장 ‘디지털 콘텐츠의 최신성’에 하여 총 335명의 응답자  

160명(47.8%)이 ‘그 다’, 102명(30.4%)이 ‘보통이다’, 56명(16.7%)이 ‘매우 그 다’, 

14명(4.2%)이 ‘그 지 않다’ 3명(0.9%)이 ‘매우 그 지 않다’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56 16.7

그 다 160 47.8

보통이다 102 30.4

그 지 않다  14  4.2

매우 그 지 않다   3  0.9

합계 335 100.0

<표 4-86> 디지털 콘텐츠의 최신성

<그림 4-67> 디지털 콘텐츠의 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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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

  NDL 정보 장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에 하여 총 334명의 응답자  

158명(47.3%)이 ‘그 다’, 93명(27.8%)이 ‘보통이다’, 65명(19.5%)이 ‘매우 그 다’, 

18명(5.4%)이 ‘그 지 않다’ 순으로 평가하 다. 그리고 ‘매우 그 지 않다’는 

한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65 19.5

그 다 158 47.3

보통이다  93 27.8

그 지 않다  18  5.4

매우 그 지 않다   0  0.0

합계 334 100.0

<표 4-87>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 

<그림 4-68>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

 

③ 디지털 콘텐츠의 충분성

  NDL 정보 장 ‘디지털 콘텐츠의 충분성’에 하여 총 333명의 응답자  

139명(41.7%)이 ‘그 다’, 101명(30.3%)이 ‘보통이다’, 65명(19.5%)이 ‘매우 그

다’, 26명(7.8%)이 ‘그 지 않다’ 2명(0.7%)이 ‘매우 그 지 않다’ 순으로 평가

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65 19.5

그 다 139 41.7

보통이다 101 30.3

그 지 않다  26  7.8

매우 그 지 않다   2  0.7

합계 333 100.0

<표 4-88> 디지털 콘텐츠의 충분성

<그림 4-69> 디지털 콘텐츠의 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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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지털 콘텐츠의 유익성

  NDL 정보 장 ‘디지털 콘텐츠의 유익성’에 하여 총 334명의 응답자  

158명(47.3%)이 ‘그 다’, 101명(30.2%)이 ‘보통이다’, 58명(17.4%)이 ‘매우 그

다’, 15명(4.5%)이 ‘그 지 않다’ 2명(0.6%)이 ‘매우 그 지 않다’ 순으로 평가

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58 17.4

그 다 158 47.3

보통이다 101 30.2

그 지 않다  15  4.5

매우 그 지 않다   2  0.6

합계 334 100.0

<표 4-89> 디지털 콘텐츠의 유익성

<그림 4-70> 디지털 콘텐츠의 유익성

⑤ 반  디지털 콘텐츠의 만족도

  NDL 정보 장 ‘ 반  디지털 콘텐츠의 만족도’에 하여 총 336명의 응답

자  168명(50.0%)이 ‘그 다’, 95명(28.3%)이 ‘보통이다’, 59명(17.6%)이 ‘매우 

그 다’, 12명(3.6%)이 ‘그 지 않다’ 2명(0.5%)이 ‘매우 그 지 않다’ 순으로 

평가하 다.

명(수) 백분율(%)

매우 그 다  59 17.6

그 다 168 50.0

보통이다  95 28.3

그 지 않다  12  3.6

매우 그 지 않다   2  0.5

합계 336 100.0

<표 4-90> 전반적 디지털 콘텐츠의 만족도

<그림 4-71> 전반적 디지털 콘텐츠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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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이 필요한 콘텐츠 

  NDL 정보 장의 콘텐츠에 한 이용자의 개선사항에 해서 응답자들은 

‘다양한 최신 해외DB 요망’, ‘자료 여 서비스’, ‘ 자책/잡지 확 (교양, 문학

집)’, ‘다양한/최신 자료 업데이트’, ‘국회도서 과 연결 필요’, ‘원문 목차 필요’, 

‘이용 방법 변경’, ‘원서를 체로 읽을 수 있는 큰 화면 필요’, ‘원문 획득

(PDF)/출력 요망’, ‘디지털 신문 에 3개월 이상 기사 볼 수 있도록 원함’, ‘콘

텐츠 안내 책자/가이드(이용순 , 추천메뉴) 필요’, ‘다양한 어학 콘텐츠 요망’, 

‘ 문성 있는 다양한 자료’, ‘문화/여가 콘텐츠 요망’, ‘취업 콘텐츠 요망’, ‘온라

인으로 외부 이용할 수 있기 바람’ 등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바. 정보광장의 전반적인 개선의견 및 제안

1) 국가 표도서 으로서 NDL의 개선의견  제안

  국가 표 도서 으로서 NDL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

는지 이용자의 구체 인 의견을 수렴하기 한 항목에 한 응답자의 의견은 크

게 1)구체 인 정보 장의 공간  시설에 한 의견과 2) 반 인 디지털도서

의 공간, 서비스  시스템, 콘텐츠의 변화에 한 의견으로 <표 4-91>과 같

이 구분되었다.

  첫째, 구체 인 정보 장의 공간  시설의 변화에 한 의견으로는 ‘물품보

소(물품보  번거로움, 물품보 소 장소 소)’, ‘노트북이용실(노트북 이용좌석 

확충  확 , 노트북 이용좌석 쪽에도 린터 설치)’, ‘디지털열람실(컴퓨터 

성능과 속도, 컴퓨터 수를 조  더 늘릴 필요, 인터넷 속도 개선, 형 모니터석 

확충, 좌석수 확 , 열람실, 개인 공부/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확충, 더 많은 

WEB-DB 근 필요, 노인 용석 마련,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이 더 편하고 크

고 새것으로 교체, 검색시스템 보완, 검색  약 SW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선 바람, 개인자리 평수를 넓히고 독서실 같은 칸막이, 약시스템 이용자 

맞춰진 편리한 방법(좌석마다 시간표시), PC사용  다른 좌석 추가 약이 가능, 

세계 각국 지 도서코 , 조명 밝기, 도서  투어 시 정숙, 좌석부족, 이른 

폐  시간, 어린이를 한 공간, 최신자료 업데이트, 신문 언론 등 유료 컨텐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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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정), 종이서 의 자화, 로그램을 다양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방향 콘텐츠 제공 등, 온라인상에서 활용도가 높았으면 ( 화, 다큐자료 스트

림), 도서의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 구비, 더 옛날 자료를 이용하기 편한 

환경, 다양한 콘텐츠, 희귀본, 어학학습용 콘텐츠 다양화 필요, 각종 업무용 양

식  사회생활에 필요한 표 양식 등의 제공, 노트북, 넷북도 여, 스마트폰 

어  다양하게 만들어서 e-book, 오디오북, 스마트폰으로 많은 도서를 열람)’, 

‘세미나실(세미나실 방음처리, 세미나실 기능과 사용, 약 방법 달해 주는 

코스 필요, 스터디룸 공간 확보(시간 3시간 제한  연장가능), 세분화하여 

은 인원 사용 가능, 세미나실 확 , 재 7명 최소인원을 이면 더 많은 사람

들이 이용가능. 세미나실 안에 선풍기 한 로는 부족, 홍보 필요, 세미나실 1

일 이용시간 확 )’, ‘복합상 (복합상  부스 추가제공, 복합 상 을 세

미나실로 교체)’, ‘맞춤형TV시청실(인터넷, 방송청취 가능 설비 보다 많이 구

비)’, ‘미디어자료 이용실(최신 상 된 화 DVD 많이 구비, 콘텐츠 더 다양하

게 구비, 애니메이션 자료 부족, 한국 애니메이션 구비, 장비의 최신화, 소 트웨

어 업데이트, 사서 직원 데스크 업무 필요, 더 다양한 미디어 매체(CD, DVD) 필요, 

좋은 화와 강의 기회 제공, DVD 옛날 자료들을 좀 더 구비, DVD 화 최

신화가 시 , DVD 보는 시간 늘림 3시간 30분. 컴퓨터 속도 향상)’, ‘스튜디오

(패쇄형 음악 감상실의 확층)’ 등의 구체 인 변화가 국가 표 도서 으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반 인 디지털도서 의 ‘공간’에 한 의견으로는, ‘흡연구역 분리, 

쉼터 휴게실 필요’, ‘화장실, 정수기 치를 알 수 있는 표지 (본  이동 통로)’, 

‘3D 린터도 설치하여 은 친구들의 근성을 용이’, ‘태양 발 설비 도입’, 

‘자료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동선’, ‘학생들의 독서, 여가 공간으로서도 제공’, 

‘ 반  정보기기의 업그 이드’, ‘장애인을 한 시설 보강’, ‘자 기설치, 미니룸 

설치’, ‘공기 청정기능’, ‘외부 근성’, ‘실내만큼이나 야외시설도 아름답게 가꾸

어지길’, ‘에스컬 이터 설치 공간을 바꿔서(없애서) 다른 활용도가 높은 새 역 

확충’, ‘식사메뉴 다양화’, ‘외부도서 읽을 수 있는 공간’, ‘시설개선, 더 많은 자리 

확충’, ‘교육/문화 사업 증 ’, ‘독립된 휴게실, 자 기’, ‘놀이방, 식당’, ‘노트북 

이용석 이외의 좌석에도 콘센트 설치 필요’, ‘문구를 팔던 곳 재설립’, ‘일회용 

정수기를 지하 3층 출입문 앞에도 설치’ 등의 의견과, 반 이고 공통 인 정

보 장의 ‘콘텐츠  서비스’에 해서는 ‘홍보 필요’, ‘다양한 콘텐츠’, ‘학술기

능강화, 컨퍼런스, 심포지엄 유치’, ‘직원들의 친 도  일처리 향상’, ‘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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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개선사항

공간  시설

물품보 소
물품보  번거로움

물품보 소 장소 소

노트북 이용실
노트북 이용좌석 확충  확

노트북 이용좌석 쪽에도 린터 설치

복합상
복합상  부스를 늘여주세요

복합 상 을 세미나실로 교체

맞춤형TV시청실 인터넷, 방송청취 가능 설비 보다 많이 구비

<표 4-91>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NDL의 개선의견 및 제안

직원 서비스’, ‘ 은 분들에게 유익한 로그램이 있었으면’, ‘이  자료도 DB

화 되어있기 바람’, ‘20 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 ‘ 자책/

잡지 콘텐츠 확충’, ‘월 단 의 문화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로그램 강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  고가 필요함’, ‘실버연령을 한 더 많은 

배려’, ‘버스킹 류의 이벤트’, ‘책 는 학문과 련된 '문화' 로그램’, ‘디지털

도서  이용에 한 교육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 정보 장의 반

인 ‘운  규정’에 한 의견으로는 ‘패 티(일인 이용시간 3시간. 10분 이상 사

용안하면 다른 자리나 다른 해결책)’, ‘책 반입 허용  개인공부 가능’, ‘ 녁

(6시 이후)에도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이용 차 좀 간단하게’, 

‘이용시간이 연장’, ‘주차시간이 길었으면’, ‘월요일도 개 했으면 좋겠음’, ‘시설

보호차원에서 AM8:30 입장하는데 그 시간 앞당김’, ‘환기’, ‘개인용품, 책 가지

고 반입’, ‘강남,북으로 서울에 2군데로 신축 운 ’, ‘간혹 소란을 피우는 사람

이 발생함’, ‘노숙자, 복장불량자들의 출입제한 필요’, ‘지하1층의 수면, 휴식 등

의 제한’ 등의 변화에 한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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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시설

디지털열람실

컴퓨터 성능과 속도, 컴퓨터 수를 조  더 늘릴 필요

인터넷 속도 개선

형 모니터석 확충

좌석수 확

열람실, 개인 공부/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확충

더 많은 web DB access 필요

노인 용석 마련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이 더 편하고 크고 새것으로 교체

검색시스템 보완

검색  약 SW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선 바람

개인자리 평수를 넓히고 독서실 같은 칸막이

약시스템 이용자 맞춰진 편리한 방법(좌석마다 시간표시)

PC사용  다른 좌석 추가 약이 가능

More resources in different languages, Access to interconnection with 

other libraries such as college libraries. 

dbpia 사용가능

세계 각국 지도서코 가 있으면

조명이 좀 더 밝았으면 

도서  투어 시 정숙, 좌석부족, 이른 폐  시간

어린이를 한 공간

최신자료업데이트, 신문 언론 등 유료 컨텐츠 무료 이용(기 정)

종이서 의 자화

로그램을 다양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방향 컨텐츠 제공 등

온라인상에서 활용도가 높았으면 ( 화, 다큐자료 스트림)

도서의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 구비

더 옛날 자료를 이용하기 편한 환경

다양한 콘텐츠, 휘귀본

어학학습용 콘텐츠 다양화 필요, 각종 업무용 양식    사회생활에 

필요한 표 양식 등이 제공

노트북, 넷북도 여, 스마트폰 어  다양하게 만들어서 e-book, 

오디오북, 스마트폰으로 많은 도서를 열람

세미나실

세미나실 방음처리

세미나실 기능과 사용, 약 방법 달해 주는 코스 필요

스터디룸 공간 확보(시간 3시간 제한  연장가능)

세분화하여 은 인원 사용 가능

세미나실 확

재 7명 최소인원을 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가능

세미나실 안에 선풍기 한 로는 부족

홍보 필요

세미나실 1일 이용시간 확

미디어자료이용실

최신 상 된 화 DVD 많이

콘텐츠 더 다양하게

애니메이션 자료 부족,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도 구비

장비의 최신화, 소 트웨어 업데이트, 사서 직원 데스크 업무 필요

더 다양한 미디어 매체(CD, DVD) 필요

좋은 화와 강의 기회가 있었으면

DVD 옛날자료들을 좀더 구비

DVD 화 최신화가 시

DVD 보는 시간 늘림 3시간 30분. 컴퓨터 속도 향상

스튜디오 폐쇄형 음악감상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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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공간/

서비스  

콘텐츠/운  

규정

공통 

(공간)

흡연구역 분리, 쉼터 휴게실 필요

화장실, 정수기 치를 알 수 있는 표지 (분  이동 통로)

3D 린터도 설치하여 은 친구들의 근성을 용이

태양 발 설비 도입

자료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동선

학생들의 독서, 여가 공간으로서도 제공되면 좋겠어요

반  정보기기의 업그 이드 

장애인을 한 시설 보강

자 기설치, 미니룸설치

공기 청정해주세요

외부 근성을 높 으면

실내만큼이나 야외시설도 아름답게 가꾸어지길

에스컬 이터 설치 공간을 바꿔서(없애서) 다른 활용도가 높은 새 

역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메뉴 다양화, 외부도서 읽을 수 있는 공간

시설개선, 더 많은 자리 확충, 교육/문화 사업 증

독립된 휴게실, 자 기

놀이방, 식당

노트북 이용석 이외의 좌석에도 콘센트 설치 필요 

문구를 팔던 곳도 다시 생겼으면 

일회용 정수기를 지하 3층 출입문 앞에도 설치

공통 

(콘텐츠/서비스)

홍보필요

다양한 콘텐츠

학술기능강화, 컨퍼런스, 심포지엄 유치

직원들의 친 도  일처리 향상

친 한 직원 서비스

은 분들에게 유익한 로그램이 있었으면 

이  자료도 DB화 되어있기 바람

20 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

자책/잡지 콘텐츠를 늘려주세요

월 단 의 문화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로그램 강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  고가 필요함

실버연령을 한 더 많은 배려 

버스킹 류의 이벤트

책 는 학문과 련된 '문화' 로그램

디지털도서  이용에 한 교육강화

공통 

(운 규정)

패 티는 강력하게 일인 이용시간 3시간. 10분이상 사용안하면 다

른 자리나 다른 해결책

책 반입 허용  개인공부 가능

녁(6시 이후)에도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이용 차 좀 간단하게

이용시간이 연장

주차시간이 길었으면

월요일도 개 했으면 좋겠음

시설보호차원에서 AM8:30 입장하는데 그 시간 앞당겨  

무 음식 냄새 나요

개인용품, 책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강남,북으로 서울에 2군데로 신축 운

간혹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발생함, 엄격한 조치가 필요

노숙자, 복장불량자들이 출입제한 필요

지하1층의 수면, 휴식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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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DL을 한 추가 인 제안이나 의견

  NDL 정보 장을 한 이용자의 기타 제안이나 의견에 한 내용은 다음 

<표 4-92>와 같다. 

  구체 인 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보 소(고장 난 사물함이 무 많

음, 물품보 실 락카[보 함]사이 간격이 좁아 드나들기 힘듦 가방에서 비닐백

으로 옮기는 자리도 무 좁음, 이용증 발 하는 곳의 치가 하지 않음)’, 

‘노트북이용실(노트북 용실이 더 늘어났으면, 노트북 이용공간을 로비에 더 

확충, 출입구 쪽에 노트북 이용공간을 만들어 따로 이용시간을 더 확충)’, ‘디

지털열람실(오래  자료의 경우 편집 불가능하므로 가능하게 바 길, 기본 매

뉴얼 좀 더 알기 쉽게 곳곳에 배치, 남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행 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문 배치. 다리 떠는거 입에서 소리, 냄새, 디지털 열람실 좌석 수 

증가, 열람시간(1회 3시간)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서  개  

시간도 오후 8시 정도 연장, 컴퓨터 사양 향상, 디지털 열람실 모니터 높이가 

좀 더 높았으면, 노트북 여 가능, 4시간 이용, 온도조 , 형모니터 혹은 3

 모니터에서는 작업만 할 수 있게, 서비스 질 개선(직원). 알바가 있는 것 

같음( 문성), 스캐 설치, 외국어 회화연습실부스설치, 칼라복사, 약시스템

의 개선, 약이 만석이 되었을 때는 언제 약 시간이 가능한지 알려주면 편

리, 원문db키워드 검색어 모두다 추출 가능하게, 인터넷 속도 향상 요망, 최신 

데이터베이스 구비, 모바일에서도 약 가능, 연간 열람증을 만들어서 스마트

폰 어 , 자 도서를 간단히 볼 수 있는 소형기기, 컴퓨터 성능  속도 개

선, 포토샵, 일러스트, 래시 등을 일반 PC에서 사용, 반 으로 라우  

최신 버  업데이트)’, ‘세미나실(소음 발생[방음시설  공간이동], 세미나실 

냉방개선, 책 들고 세미나실 출입, 세미나실 이동 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

록, 세미나실 확충  최  인원수 변경, 사용제한 완화, 세미나실 치가 

하지 않음)’, ‘복합상 의 치 변경’, ‘미디어자료이용실(오래된 자료나 개

인이 구하기 어려운 클래식, 가치있는 상자료, 음반, 무료 오디오북, 시각 장

애인들 듣는 오디오북, 최신비디오 요망, 최신 화 특히 화제 참가작들 구

비)’, ‘ 반 인 디지털도서 의 환경(에스컬 이터 올라가는 것(B3에서 B2)을 

동작, 의자가 청소가 어려운 상태면 질병 감염에 한 우려, 국립 앙도서 과 

디지털도서 의 거리가 멀어 앙도서 을 이용하다 디지털 자료가 필요한 경

우 불편, 냉난방을 제 로, 교통에 의한 근성 개선, 자 거 거치 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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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개선사항

물품보 소

고장난 사물함이 무 많음

물품보 실 락카(보 함) 사이 간격이 좁아 드나들기 힘듦 가방에서 비닐백으로 

옮기는 자리도 무 좁다

이용증 발 하는 곳의 치가 하지 않음

노트북 이용실

노트북 용실이 더 늘어났으면 

노트북 이용공간을 로비에 더 확충해서 

출입구 쪽에 노트북 이용공간을 만들어 따로 이용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표 4-92> NDL을 위한 추가적인 제안이나 의견

더 설치 요망, 학생들에게 더 홍보하여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 

화 통화 할 수 있는 공간, 장님과 화, 담당자와 소통의 기능이 홈페이지에 

제공, 문화공간, 체험공간으로서 선도  역할 기 , 바닥 카펫, 먼지 공기청정

(기침남), 쓸데없는 공간낭비 리모델링 필요, 엘리베이터 작동, 환기 좀 해주세

요(카페 먼지), 안내 리 릿 어르신들 이용하기 큰 씨용, 와이 이 속도 빨

랐으면, 외국어 안내 시설 확충, 제2,3언어 자료 확보, 장기  각 도  특별시

에 1개식 디지털 도서  국망 구축 필요, 렴한 카페테리아 확충 건의, 

시실 활용, 지하 1층에 이용카드 반납기기 설치 요망, 지하 3층에서 디지털 열

람실까지 엘리베이터를 운행, 지하3층의 공간 활용, 표지  크게 설치, 화장실

에서 냄새, 휴 폰 사용규제 강력 단속요망)', 반 인 디지털도서 의 서비

스  콘텐츠(각 서비스에 한 이용방법 홍보 필요, 데스크에 항상 사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문성), 디지털도서  DVD등 디지털자료 이용 차, 안내책

자, 발간요망, 문화행사, 홍보가 아직 미약. 극  홍보필요, 안내 직원의 친

성, 안내원들의 친 과 문성 향상 강화, 업무 호환성 필요, 업무, 학습, 오

락 등등 다양한 열람을 하는 사람들 구분화), ‘ 반 인 디지털도서 의 운

규정(개방시간이 길었으면 함, 야간 디지털 도서 을 운 , 개인용품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개인 자료이용실 있었으면, 건물 내부에서 핸드폰 벨소리 통

제, 구내식당의 가격인하, 소음을 내는 사람에 해 직원들의 보다 극  

응(제지), 식당 음식 질 향상 요망, 한 달에 한 번씩 휴일, 폐  등 휴무일 많

음, 주차요  인하, 하루에 디지털 열람실 이용수를 제한하는 의견, 하 기에 

냉방 강화 요망, 휴무일에도 오  필요, 개인 책 반입 가능) 등의 제안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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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열람실

오래  자료의 경우 편집 불가능하므로 가능하게 바 길 

기본 매뉴얼 좀더 알기 쉽게 곳곳에 배치

남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행 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문 배치. 다리 떠는 것, 

입에서 소리

냄새나는 노숙자들이 몇몇 있어서 불편

디지털 열람실 좌석 수 증가 

열람시간(1회 3시간)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서  개  시간도 오후 8시 정도 연장 

컴퓨터 spec향상 

디지털 열람실 모니터 높이가 좀 더 높았으면

노트북 여 가능

4시간 이용

온도조

형모니터 혹은 3  모니터에서는 작업만 할 수 있게 

서비스질 개선(직원). 알바가 있는것 같음( 문성)

스캐 설치, 외국어 회화연습실부스설치, 칼라복사 고가임

약시스템의 개선

약이 만석이 되었을 때는 언제 약 시간이 가능한지 알려주면 편리

원문db키워드 검색어 모두다 추출 가능하게

인터넷 속도 향상 요망

최신 데이터베이스 구비

모바일에서도 약 가능

연간 열람증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어  

자 도서를 간단히 볼 수 있는 소형기기

컴퓨터 성능  속도 개선

포토샵, 일러스트, 래시 등을 일반 PC에서 사용

반 으로 INTERNE EXPLORE 최신 버  업데이트

세미나실

소음 발생(방음시설  공간이동) 

세미나실 냉방개선, 책 들고 세미나실 출입

세미나실 이동 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미나실 확충  최  인원수 변경

사용제한 완화

세미나실 치가 하지 않음

복합상 복합상 을 세미나실로

미디어자료이용실

오래된 자료나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클래식, 가치있는 상자료, 음반 

무료 오디오북, 시각 장애인들이나 듣는 오디오북

최신비디오 요망

최신 화 특히 화제 참가작들 구비

공통 

(환경)

에스컬 이터 올라가는 것(B3에서 B2)을 동작

의자가 청소가 어려운 상태면 질병 감염에 한 우려

국립 앙도서 과 디지털도서 의 거리 멀어 앙도서 을 이용하다 디지털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불편

냉난방을 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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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환경)

교통에 의한 근성 개선

자 거 거치 가 좀더 설치 요망

학생들에게 더 홍보하여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

화 통화 할 수 있는 공간

장님과 화, 담당자와 소통의 기능이 홈페이지에 제공

문화공간, 체험공간으로서 선도  역할 기

바닥 카페트, 먼지 공기청정(기침남)

쓸데없는 공간낭비 리모델링 필요

엘리베이터 좀 세워주세요. 

환기 좀 해주세요(캬페 먼지), 

안내 리 릿 어르신들 이용하기 큰 씨용

와이 이 속도 빨랐으면

외국어 안내 시설 확충, 제2,3언어 자료 확보

장기  각 도  특별시에 1개식 디지털 도서  국망 구축 필요

렴한 카페테리아 확충 건의 

시실 활용

지하 1층에 이용카드 반납기기 설치 요망

지하 3층에서 디지털 열람실까지 엘리베이터를 운행

지하3층의 공간 활용

표지 이 잘되었으면 

화장실에서 냄새

휴 폰 사용규제 강력 단속요망

공통 

(콘텐츠/서비스)

각 서비스에 한 이용방법 홍보 필요

데스크에 항상 사서들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문성)

디지털도서  DVD등 DIGITAL자료 이용 차, 안내책자, 발간요망 

문화행사, 홍보가 아직 미약. 극  홍보필요

안내 직원의 친 성

안내원들의 친 과 문성 향상 강화

업무 호환성 필요

업무, 학습, 오락 등등 다양한 열람을 하는 사람들 구분화

공통 

(운 규정)

개방시간이 길었으면 함

야간 디지털 도서 을 운

개인용품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개인자료 이용실 있었으면

건물 내부에서 핸드폰 벨소리 통제

구내식당의 가격인하

소음을 내는 사람에 해 직원들의 보다 극  응(제지) 

식당 음식질 향상 요망

한달에 휴일, 폐  등 휴무일 많음

주차요  인하

하루에 디지털 열람실 이용수를 제한하는 의견

하 기에 냉방 강화 요망

휴무일에도 오  필요

개인 책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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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결과 분석

3.1 사용성 조사 종합만족도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NDL 정보 장의 공간  시설, 시스템, 콘텐츠에 

한 만족도  성에 한 5  척도를 100  만  기 으로 환산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0  척도는 단일항목으로 측정한 개별 항목의 변환 수로서 

기존의 2010, 2011, 2012년도의 정보 장 사용성 조사 종합만족도의 산출기 과 

다르다고 여겨진다. 각 공간  시설별, 시스템, 콘텐츠에 한 만족도  설성의 

수와 종합  만족도 수(평균)은 다음의 <표 4-93>부터 <표4-97>까지와 같다.

항목
만족도

명(수) 평균(표 편차) 수

공간/시설

디지털열람실 339 4.19(0.76) 83.8

시실 194 3.76(0.86) 75.2

노트북이용실 211 3.95(0.86) 79.0

다국어정보실  82 3.82(0.95) 76.4

상‧음향 스튜디오  77 3.64(1.09) 72.8

UCC 스튜디오  59 3.54(0.94) 70.8

미디어편집실  87 3.71(0.95) 74.2

미디어자료이용실 180 4.01(0.90) 80.2

복합상   137 3.84(1.00) 76.8

IPTV 96 3.69(0.94) 73.8

세미나실  134 3.84(1.04) 76.8

종합 수 76.4

<표 4-93> 공간 및 시설별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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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N 평균(표 편차) 수

체 인 공간구성이 하다 370 4.13( .74) 82.6

공간의 환경이 쾌 하고 청결하다 369 4.32( .68) 86.4

시설이 편리하고 하다( : 책상, 의자, 조명 등) 369 4.18( .80) 83.6

컴퓨터  기기의 성능(속도) 등 장비 리가 하다 371 3.39(1.16) 67.8

컴퓨터  기기의 수가 하다( : 열람석 수) 370 3.60( .98) 72.0

공간 내 안내 표지가 이해하기 쉽다(명확도) 366 3.73( .95) 74.6

공간/시설은 반 으로 만족스럽다 370 4.02( .76) 80.4

종합 수 78.2

<표 4-94> 전반적 공간/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적절성 점수

항 목 명(수) 평균(표 편차) 수

직원의 문성  업무처리의 성 75  3.92(.85) 78.4

이용자에 한 직원 서비스의 친 성 75  3.97(.90) 79.4

기기  자료의 사용방법에 한 안내서비스의 충분성 75 3.72(1.03) 74.4

교육/문화 로그램의 합성 74  3.61(.95) 72.8

디 러리(검색) 속  이용의 편리성(속도, 메뉴구성 등)  75 3.45(1.20) 69.0

서비스/시스템의 반  만족성 75  3.89(.92) 77.8

종합 수 75.3

<표 4-95>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점수

항 목
만족도

명(수) 평균(표 편차) 수

원문 DB 201 3.96(.78) 79.2

자책/ 자잡지   206 3.83(.86) 76.6

WEB-DB      170 3.83(.86) 76.6

일반 인터넷 정보 293 3.99(.84) 79.8

디지털신문 215 3.90(.83) 78.0

상자료(DVD, 비디오테이 )  202 3.99(.91) 79.8

어학자료

(카세트테이 , 음반 등) 
133 3.70(.90) 74.0

종합 수 77.7

<표 4-96> 콘텐츠의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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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명(수) 평균(표 편차) 수

디지털 콘텐츠의 최신성 335 3.75(.81) 75.0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 334 3.81(.81) 76.2

디지털 콘텐츠의 충분성 333 3.72(.89) 74.4

디지털 콘텐츠의 유익성 334 3.76(.81) 75.2

반  디지털 콘텐츠의 만족도 336 3.80(.79) 76.0

종합 수 75.4

<표 4-97> 디지털 콘텐츠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

본 연구에서 산출된 종합  만족도 수는 ‘공간  시설별 이용경험에 한 

종합 수’는 76.4 , ‘ 반  공간  시설에 한 만족도  성의 종합 

수’는 78.2 , ‘서비스에 한 만족도의 종합 수’는 75.3 , ‘콘텐츠의 이용 

경험에 한 만족도 종합 수’는 77.7 , ‘디지털 콘텐츠 만족도의 종합 수’는 

75.4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역별 평균 수를 구하면 종합만족도는 

76.6 으로 나타났다. 

각 역별 종합 수를 살펴보면 ‘ 반  공간/시설에 한 만족도  성 

수’는 78.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만족도 수’가 75.3 으로 

상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보 장 사용성 조사 결과로 나타난 종합만

족도는 2010년 72.6 , 2011년 76.2 , 2012년 76.1 으로 나타나 기존의 종합

만족도에 비해 본 조사에서도 상 으로 높은 수 을 나타내었다. 공간  

시설에 한 만족도는 기존 3년간의 조사에서와 같이 본 조사에서도 높은 수

을 유지하 으며,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 을 나타낸 것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공간별 이용행태 분석

 

  NDL 정보 장의 공간  시설별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하여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디지털열람실, 시실, 노트북이용실, 

다국어정보실, 상‧음향‧UCC 스튜디오, 미디어편집실, 미디어자료이용실, 복합

상 , 맞춤형TV시청실, 세미나실)’에 따른 이용자의 1)성별, 2)연령, 3)직업, 

4)이용 목 , 5)이용 횟수, 6)이용 시간 등을 분석하 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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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에 한 항목에는 총 376명이 응답하 다.

가. 디지털열람실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디지털열람실’을 가장 자주 이용한

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총 376명의 응답자  253명(67.3%)이었다. 응답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남성’이 166명(65.6%), ‘여성’이 87명(34.4%)이었으며, 

이용자의 연령은 총 375명  ‘20 ’가 69명(27.4%)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서 ‘30 ’ 55명(21.8%), ‘40 ’가 44명(17.5%), ‘50 ’가 43명(17.1%), ‘60  

이상’이 38명(15.1%)으로 ‘디지털열람실’의 주 이용자의 연령층은 ‘20-30 ’가 

가장 많았으며 ‘40 ’ ‘50 ’, ‘60  이상’의 응답자는 모든 연령에서 비슷한 비

율로 나타나 ‘10 ’ 3명(1.2%)을 제외하고는 체 연령이 반 으로 ‘디지털

열람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지털열람실’을 자주 이용

하는 직업군은 무직, 은퇴자, 구직자를 포함한 ‘기타’ 이용자가 61명(24.2%), 

‘ 문직’이 59명(23.4%), ‘학생’이 54명(21.4%)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열람실’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NDL 이용의 주된 목 은 

‘웹서핑’이 126명(51.4%)으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 련 정보수집’이 95명

(38.8%), ‘조사  연구’가 79명(32.2%)으로 나타났다. 이용횟수는 ‘주 1-3회’가 

99명(39.3%), ‘월 1-3회’가 76명(30.2%)으로 나타났으며, 한 번 이용할 때의 이

용시간은 ‘3-6시간 이내’가 109명(43.3%)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디지털열람실’은 ‘웹서핑’, ‘조사  연구’, ‘개인공부’ 등의 다양

한 목 과 약 주1-3회로 자주 정보 장을 이용하는 행태를 가진 이용자가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전시실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 시실’을 가장 자주 이용한다고 응

답한 이용자는 총 376명의 응답자  3명(.8%)으로 매우 낮았다. 응답자의 이

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3명(100.0%)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

고, 응답자의 연령은 ‘50 ’가 1명(33.3%)과 ‘60  이상’ 2명(66.6%)의 ‘ 문직’, 

‘기술직’ 은퇴자, 구직자를 포함한 ‘기타’가 각각 1명(33.3%)으로 나타났다.  

  ‘ 시실’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정보 장을 이용하는 주된 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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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련 정보수집’, ‘웹서핑’, ‘개인공부’가 각각 1명(33.3%)으로 나타나 다른 

목 을 가지고 정보 장을 방문하 으나 시실을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상된다. 이용 횟수는 ‘주 1-3회’가 2명(66.6%), ‘월 1-3회’가 1명(33.3%)으로 

나타났으며, 한번 이용할 때의 이용시간은 3명 모두 ‘1-3시간 이내’로 나타났다.

  체 으로 ‘ 시실’은 ‘웹서핑’, ‘업무 련 정보수집’, ‘개인공부’ 등의 다양한 

목 과 약 주1-3회 방문하여 약 ‘1-3시간 이내’로 짧게는 정보 장을 이용하는 

행태를 가진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노트북이용실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노트북이용실’을 가장 자주 이용한

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총 376명의 응답자  31명(8.2%)이었다. 응답자의 이

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남성’이 21명(67.7%), ‘여성’이 10명(32.3%)이었으며, 이

용자의 연령은 ‘20 ’가 16명(51.6%)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서 ‘30 ’가 

6명(19.4%), ‘40 ’가 5명(16.1%), ‘50 ’가 3명(9.7%), ‘60  이상’가 1명(3.2%)

으로 ‘노트북이용실’의 주 이용자의 연령층은 ‘20 ’가 가장 많았으며 ‘30 ’, 

‘40 ’ ‘50 ’, ‘60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10 ’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을수

록 ‘노트북이용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트북이용실’을 

주로 이용하는 직업군은 ‘학생’이 13명(41.9%), ‘ 문직’이 7명(22.6%)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노트북이용실’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정보 장을 이용하는 주된 

목 은 ‘개인공부’와 ‘업무 련 정보수집’이 각각 14명(46.7%)으로 가장 높았

다. 이용 횟수는 ‘주 1-3회’가 12명(38.7%), ‘월 1-3회’가 8명(25.8%)으로 나타

났으며, 한번 이용할 때의 이용시간은 ‘3-6시간 이내’가 14명(45.2%), ‘6-9시간 

이내’가 10명(32.3%)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노트북이용실’은 ‘업무 련 정보수집’, ‘개인공부’ 등의 다양한 

목 으로 약 주1-3회로 자주 정보 장을 이용하고 약시간의 규정이 없어 다

른 공간  시설보다 장시간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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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국어정보실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다국어정보실’을 가장 자주 이용한

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총 376명의 응답자  2명(.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남성’이 1명(50.0%), ‘여성’이 1명(50.0%)이

었으며, 이용자의 연령은 ‘50 ’가 1명(50.0%), ‘60  이상’이 1명(50.0%)으로 

‘다국어정보실’의 주 이용자의 연령층은 ‘50 ’,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다국어정보실’를 주로 이용하는 직업군은 ‘기술직’과 ‘ 업주부’가 각각 1명

(50.0%)으로 나타났다.  

  ‘다국어정보실’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주된 목 은 ‘업무 련 정

보수집’과 ‘웹서핑’이 각각 1명(50.0%)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횟수는 ‘주 4-7회’

와 ‘월 1-3회’가 각각 1명(50.0%)이었으며, 한번 이용할 때의 이용시간은 2명 

모두 ‘3-6시간 이내’로 나타났다. 

  체 으로 ‘다국어정보실’은 ‘업무 련 정보수집’, ‘웹서핑’ 등의 목 으로 

‘기술직’ 는 ‘ 업주부’가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영상 ‧ 음향 ‧ UCC 스튜디오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 상‧음향‧UCC 스튜디오’를 가장 자

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총 376명의 응답자  각각 1명(2.6%), 2명

(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남성’이 1명

(33.3%), ‘여성’이 2명(66.6%)이었으며, 이용자의 연령은 ‘20 ’가 2명(66.6%), ‘60

 이상’이 1명(33.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 상‧음향‧UCC 스튜디오’를 주로 

이용하는 직업군은 ‘서비스직’, ‘학생’, ‘기타’가 각각 1명(33.3%)으로 나타났다.  

  ‘ 상‧음향‧UCC 스튜디오’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주된 목 은 ‘

상제작  편집’이 2명(66.6%), ‘멀티미디어 감상’이 1명(33.3)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횟수는 ‘주 1-3회’가 2명(66.6%), ‘주 4-7회’가 1명(33.3%)으로 정보 장

을 자주 방문하는 응답자로 나타났으며, 한번 이용할 때의 이용시간은 ‘1-3시

간 이내’가 2명(33.3%), ‘3-6시간 이내’가 1명(33.3%)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 상‧음향‧UCC 스튜디오’는 ‘ 상제작  편집’, ‘멀티미디어 감

상’ 등의 특정한 목 으로 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0.8%로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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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디어편집실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미디어편집실’을 가장 자주 이용한

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총 376명의 응답자  3명(.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남성’이 2명(66.6%), ‘여성’이 1명(33.3%)이

었으며, 이용자의 연령은 3명 모두 ‘20 ’의 ‘학생’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편집실’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정보 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된 목 은 ‘조사  연구’가 2명(66.6%), ‘웹서핑’이 1명(33.3)으로 나타났으

며, 이용 횟수는 ‘주 1-3회’가 2명(66.6%), ‘연 1-5’가 1명(33.3%)으로 나타났으

며, 한번 이용할 때의 이용시간은 3명 모두 ‘1-3시간 이내’로 나타났다. 

  체 으로 ‘미디어편집실’의 이용자는 ‘20 ’ 이상의 ‘학생’이 자주 는 연 

1-5회로 가끔 정보 장을 방문하여 1-3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하는 행태를 보

이는 응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 미디어자료이용실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미디어자료이용실’을 가장 자주 이

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총 376명의 응답자  29명(7.7%)이었다. 응답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남성’이 20명(69.0%), ‘여성’이 9명(31.0%)이었으며, 

이용자의 연령은 ‘20 ’가 15명(51.7%)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서 ‘60  

이상’이 5명(17.2%), ‘50 ’가 4명(13.8%), ‘30 ’가 3명(10.3%), ‘40 ’가 2명

(6.9%)으로 ‘미디어자료이용실’의 주 이용자의 연령층은 ‘20 ’가 가장 많이 나

타났다. 그리고 ‘미디어자료이용실’을 주로 이용하는 직업군은 ‘기타’가 12명

(41.4%), ‘학생’이 7명(24.1%), ‘ 문직’이 5명(17.2%)의 비율로 나타났다.  

  ‘미디어자료이용실’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정보 장을 방문하는 주

된 목 은 ‘멀티미디어 감상’이 13명(46.4%), ‘조사  연구’가 10명(3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횟수는 ‘월 1-3회’가 11명(37.9%), ‘주 1-3회’가 9명

(31.0%)으로 나타났으며, 한번 이용할 때의 이용시간은 ‘1-3시간 이내’가 15명

(53.6%), ‘6-9시간 이내’가 10명(35.7%)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미디어자료이용실’은 ‘멀티미디어 감상’, ‘조사  연구’ 등의 다

양한 목 으로 약 월 1-3회로 정보 장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많은 공간  시

설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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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복합상영관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복합상 ’을 가장 자주 이용한다

고 응답한 이용자는 총 376명의 응답자  3명(.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여성’이 2명(66.6%), ‘남성’이 1명(33.3%)이

었으며, 이용자의 연령은 ‘20 ’, ‘30 ’, ‘60  이상’이 각각 1명(33.3%)으로 ‘기

술직’, ‘서비스직’, ‘기타’의 직업군을 나타났다. 

  ‘복합상 ’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정보 장을 이용하는 주된 목

은 ‘조사  연구’, ‘웹서핑’, ‘멀티미디어 감상’이 각각 1명(33.3)으로 나타났

으며, 이용 횟수는 ‘주 4-7회’, ‘주 1-3회’, ‘월 1-3회’가 각각 1명(33.3%)으로 

한번 이용할 때의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 ‘1-3시간 이내’, ‘3-6시간 이내’가 

각각 1명(33.3%)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복합상 ’의 이용자는 소수의 특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

용행태를 보이는 이용자가 주로 자주 이용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응답한 것

으로 분석된다. 

자. 세미나실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세미나실’을 가장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총 376명의 응답자  40명(10.6%)이었다. 응답자의 이용행

태를 분석해 보면, ‘남성’이 25명(62.5%), ‘여성’이 15명(38.5%)이었으며, 이용자

의 연령은 ‘20 ’가 25명(62.5%)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서 ‘30 ’가 10

명(25.0%), ‘60  이상’이 5명(7.5%), ‘40 ’가 2명(5.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미나실’을 주로 이용하는 직업군은 ‘학생’이 19명(47.5%)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 문직’와 ‘기타’가 각각 7명(17.5%)의 비율로 나타났다.  

  ‘세미나실’ 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정보 장을 이용하는 주된 목

은 ‘세미나실 이용’이 29명(76.3%)으로 가장 높은 비 을 나타냈으며, 이용 횟

수는 ‘주 1-3회’가 18명(45.0%), ‘월 1-3회’가 17명(42.5%)으로 나타났으며, 한

번 이용할 때의 이용시간은 ‘1-3시간 이내’가 22명(55.0%), ‘6-9시간 이내’가 

13명(32.5%)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세미나실’은 ‘세미나실 이용’을 주된 목 으로 방문한 20-30 의 



 제 4장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 ●  193

학생 는 문직의 이용자가, 주 1-3회 는 월 1-3회로 정보 장을 이용하

는 응답자가 많은 공간  시설로 분석되었다. 

  정보 장 이용자들의 공간  시설별 이용행태 분석의 결과 나타나는 특성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장의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각 공간  시설의 이용

률은 각 공간  시설에 따라 매우 큰 폭의 차이가 있었다. 총 376명의 응답

자  약 70%가 ‘디지털열람실’을 가장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 으며, ‘세미

나실’, ‘노트북이용실’, ‘미디어자료 이용실’은 이용률이 5-10% 안 이었다. 이 

외의 다른 각각의 공간  시설( 시실, 다국어정보실, 상‧음향‧UCC 스튜디

오, 복합상 , 미디어편집실 등)의 이용률은 체 응답자의 1% 안 으로 매

우 낮았으며 ‘맞춤형TV시청실(IPTV)’을 가장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

는 한명(0.2%)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가 많은 ‘디지털열람실’은 모든 연령층과 

직업군에서 높은 이용률이 나타났으며, ‘노트북이용실’과 ‘세미나실’은 ‘20, 30

’의 ‘학생’ 는 ‘ 문직’의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이용자 특성별 이용행태 분석

  정보 장 이용자의 공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일반  특성  직업

군에 따라 다양한 이용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정보 장 

이용자의 일반  특성별, 직업별 이용행태를 분석하 다.

가. 정보광장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를 통한 NDL 정보 장 이용자의 특성별 이용행태에 한 분석은 

이용자의 ‘직업,’ ‘연령,’ ‘이용목 ,’ ‘이용이유’, ‘이용횟수’, ‘이용시간’ 등의 요소

를 기 으로 하 다. 먼  이용자의 일반  특성을 조사하 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이용자 집단이 어떠한 이용행태와 목 을 갖는지를 분석하 다. 

1)  성별 연령 분포

  NDL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한 설문에 응한 응답자 표본의 성별 



194 ●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378명의 응답자  ‘남성’ 248명(65.6%), ‘여성’ 130

명(34.4%)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20 ’가 133명(35.2%)으로 체 응답자 에서 가장 많았

다. 뒤를 이어서 ‘30 ’가 77명(20.3%), ‘40 ’가 57명(15.1%), ‘50 ’와 ‘60  이

상’이 각각 54명(14.3%)의 순으로 20, 30  은 층의 이용자의 비율이 50, 60  

이상의 장년층의 이용자의 비율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성별
남자  248  65.6

여자  130  34.4

연령

10    3   0.8

20  133  35.2

30   77  20.3

40   57  15.1

50   54  14.3

60  이상   54  14.3

<표 4-98>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특히, 성별 이용자의 연령층에 해 분석해 보았을 때, 반 인 이용률은 

남성이 248명(65.6%), 여성이 130명(34.4%)으로 남성이 높았지만 가장 이용자

가 많은 연령층인 ‘20 ’의 경우, 여성 이용자가 77명(20.4%), 남성 이용자가 

56(14.8%)으로 여성 이용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다른 부분

의 연령층에서는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분
연령

10 20 30 40 50 60  이상 합계

성별

남자
0 56 48 47 46 51 248

0.0% 14.8% 12.7% 12.4% 12.2% 13.5% 65.6%

여자
3 77 29 10 8 3 130

0.8% 20.4% 7.7% 2.6% 2.1% 0.8% 34.4%

합계
3 133 77 57 54 54 378

0.8% 35.2% 20.4% 15.1% 14.3% 14.3% 100.0%

<표 4-99> 성별 이용층의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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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4.8%
12.7% 12.4% 12.2%

13.5%

.8%

20.4%

7.7%

2.6% 2.1%
.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자 여자

<그림 4-72> 성별 이용층의 연령 분포

  

  

2)  연령 별 이용횟수 분포

  응답자의 ‘이용횟수’를 분석한 결과, 총 378명의 응답자  ‘주 1-3회’가 149명

(39.4%), ‘월 1-3회’가 117명(31.0%), ‘주 4-7회’가 5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정보 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체 이용자의 

50%을 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보 장 이용자  부분이 빈번하게 정보 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가 정보 장을 한번 방문할 때 머무르는 

시간을 살펴보면, ‘1-3시간 이내’가 158명(41.9%), ‘3-6시간 이내’가 156명

(41.4%)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6-9시간’은 41명(10.9%), ‘1시간 이내’는 22명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 장 응답자의 연령별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00>과 같다. 

정보 장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주4-7회)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20 ’가 

11명(19.3%), ‘60  이상’이 14명(24.6%)로 은 차이를 보이지만, ‘주 1-3회’ 

응답률은 ‘20 ’가 55명(36.9%), ‘60  이상’이 18명(12.1%)으로 많은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장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 그룹(주 4-7회 는 

주 1-3회)’은 ‘20 ’ 이용자가 66명(32.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 ’ 이용자의 비율이 41명(19.9%)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  

이상’의 이용자는 약 16%로 나타나 20  이용자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 장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그룹의 연령은 주로 20, 30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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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체
10 20 30 40 50 60  이상

이용 횟수

주 4-7회
0 11 13 8 11 14 57

0.0% 19.3% 22.8% 14.0% 19.3% 24.6% 100.0%

주 1-3회
1 55 28 27 19 18 149

1.3% 36.9% 18.8% 18.1% 12.8% 12.1% 100.0%

월 1-3회
0 47 21 15 19 15 117

0.0% 40.2% 17.9% 12.8% 16.2% 12.8% 100.0%

연 6-10회
0 9 7 4 1 4 25

0.0% 36.0% 28.0% 16.0% 4.0% 16.0% 100.0%

연 1-5회
2 11 8 3 4 2 30

6.7% 36.7% 26.7% 10.0% 13.3% 6.7% 100.0%

체 
3 133 77 57 54 54 378

0.8% 35.2% 20.4% 15.1% 14.3% 14.3% 100.0%

   <표 4-100> 응답자의 이용 횟수별 연령

<그림 4-73> 응답자의 이용 횟수별 연령

3) 이용횟수별 공간  시설의 이용자 인지도

  정보 장 각각의 ‘공간/시설을 알고 있는지’에 한 인지도에 한 질문에 

‘디지털 열람실’이 360명(95%)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이 공간에 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 고, 다음으로 ‘노트북이용실’ 296명(78.1%), ‘세미나실’ 2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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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 다. 반면 ‘UCC 스튜디오(37.5%)’와 ‘다국어 

정보실(39.9%)’에 한 인지도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명(수) 백분율(%)

공간/시설

디지털열람실 360 95.0

시실 244 64.4

노트북이용실 296 78.1

다국어정보실 147 38.8

상‧음향 스튜디오 193 50.9

UCC 스튜디오 142 37.5

미디어편집실 176 46.4

미디어자료이용실 253 66.8

복합상 254 67.0

IPTV 181 47.8

세미나실 279 73.6

<표 4-101> 공간/시설에 대한 이용자 인식 

  정보 장 공간/시설에 한 ‘인지도’와 정보 장 ‘이용횟수’에 한 교차분석

결과, ‘주 1-3’회 정보 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정보 장 내의 11개 공간/

시설에 하여 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열람실’은 144

명(40.1%), ‘ 시실’은 101명(41.4%), ‘노트북이용실’은 122명(41.2%), ‘다국어정

보실’은 163명(42.9%), ‘ 상‧음향 스튜디오’는 87명(45.1%), ‘UCC 스튜디오’는 

66명(46.5%), ‘미디어편집실’ 78명(44.3%), ‘미디어자료이용실’은 99명(39.1%), 

‘복합상 ’은 110명(43.3%), ‘IPTV’는 80명(44.2%), ‘세미나실’ 120명(43.0%) 

의 응답자가 그 다고 답했다. 반면 ‘주 4-7회’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월 

1-3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보다 11개 각각의 공간/시설에 한 ‘인지도’

는 반 으로 낮게 나타나 이용 빈도와 공간/시설에 한 인지도의 상 계

가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났다. 즉, 정보 장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정보

장 내 여러 공간과 시설을 반 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이용목

과 부합하는 특정 공간과 시설을 집 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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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이용 횟수

합계
주4-7회 주1-3회 월1-3회 연6-11회 연1-5회

인지

디지털열람실  
57 144 109 22 27 359

15.9% 40.1% 30.4% 6.1% 7.5% 100%　

시실 
39 101 73 14 17 244

16.0% 41.4% 29.9% 5.7% 7.0% 　100%　

노트북이용실
42 122 98 17 17 296

14.2% 41.2% 33.1% 5.7% 5.7% 　100%　

다국어정보실 
28 63 37 10 9 147

19.0% 42.9% 25.2% 6.8% 6.1% 　100%　

스튜디오
27 87 58 8 13 193

14.0% 45.1% 30.1% 4.1% 6.7% 　100%　

UCC 
20 66 41 9 6 142

14.1% 46.5% 28.9% 6.3% 4.2% 　100%　

미디어편집실 
26 78 55 10 7 176

14.8% 44.3% 31.3% 5.7% 4.0% 　100%　

미디어자료실 
41 99 80 16 17 253

16.2% 39.1% 31.6% 6.3% 6.7% 　100%　

복합상  
42 110 74 16 12 254

16.5% 43.3% 29.1% 6.3% 4.7% 　100%　

IPTV 
30 80 51 10 10 181

16.6% 44.2% 28.2% 5.5% 5.5% 　100%　

세미나실 
38 120 89 16 16 279

13.6% 43.0% 31.9% 5.7% 5.7% 　100%　

<표 4-102> 이용 횟수별 공간별 인지

3.4 정보광장 사서와 실제 이용자 이용행태의 차이

  이 장에서는 사서 인터뷰와 정보 장 이용자 이용행태  인식에 한 설문

조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실제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

태와 사서들이 인식하는 이용행태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러

한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 해 심층 인터뷰를 통한 결과를 참고하여 기술하

다. 사서들의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

태에 한 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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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자 이용행태에 대한 인식차이

1)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집단에 한 인식차이

  사  인터뷰 결과, 다수의 사서들은 정보 장 이용자들의 부분이 60세 이

상 고령 이용자들로 단하고 있는 반면 설문조사 결과 실제 이용자들의 연령

별, 성별 분포는 20 가 35.1%, 30 가 20.3%, 60  이상이 14.2%로 20-30

의 은층이 60  이상의 고령층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장 빈도수가 높은(주3-7회) 이용자 집단에 한 인식차이

  정보 장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에 하여 부분의 사서들은 60  이상의 

이용자들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20  이용자의 정보

장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주4-7회 방문자를 비

교하면, 20 가 11% 60  이상이 14%로 미비한 차이를 보이지만 주1-3회 이

용자는 20 가 55%, 60  이상이 18%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직업군에 한 인식 차이 

  정보 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직업군에 하여 부분의 

사서들은 은퇴자나 구직자를 포함한 기타 직업군으로 측하고 있는 반면, 설

문조사 결과 실제 이용자들의 직업별 분포는 학생이 25.6%, 문직이 22.2%으

로 체의 48%를 차지하고, 이외 사무직과 서비스직 등이 약 22%를 차지, 은

퇴자를 포함한 기타의 경우는 24.7%를 차지하고 있는 차이를 보 다.

4) 정보 장 이용 목 에 한 인식차이

  

  정보 장을 이용하는 목 에 하여 사서들의 경우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비롯한 여가와 취미생활을 해서 이용한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은 반면, 설문

조사 결과 조사  연구 목 이 17.5%, 업무 련 정보 수집이 20.1%, 개인 

공부가 16.9% 등으로 자료수집과 교육에 련한 목 을 가진 이용자가 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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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를 차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나 여가의 목 으로 방문하여 

멀티미디어 감상이나 상제작을 한 경우는 각각 9.1%, 1.4%로 자료수집이나 

학습의 목 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사서의 인식과 달리 이용자들의 

많은 수가 여가와 취미를 해서보다 특정 목 과 련되어 자료를 수집하기 

해 정보 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일반 인터넷 사용이나 웹서핑의 경우 사서의 인식과 실제 

이용자 이용행태 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 사용을 해 정보 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치는 24.6%를 

차지, 가장 높았지만 복수응답을 허용한 설문조사 방식과 자료 수집을 한 인터넷 

사용이 포함되어, 연구나 자료 수집을 해 방문한 이용자가 일반 인터넷 사용에 

함께 응답했을 것으로 상 할 수 있으며. 한 인터넷 사용과 함께 다른 이용

목 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학술이나 자료 수집으로 정보 장을 이용하는 열람자가 

디지털콘텐츠와 일반 인터넷 이용을 함께 이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과 같이, 

정보 장 이용자들은 학술 이용과 개인공부, 업무 련 자료 수집을 해서도 

일반 인터넷과 웹서핑의 이용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서의 이용자 이용행태에 대한 인식 

  정보 장 이용자의 동일한 이용행태에 해서도 각각의 사서들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사서들의 이용자 이용행태에 한 평가와 이해는 

정보 장의 목 이나 도서 의 기능과 련된 인식 요소들과 유기 으로 연

되어 있다. 이러한 사서의 이용자 이용행태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 요소에 

하여 사서들의 사  인터뷰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인식 요소를 도출하 다. 이용자 이용행태에 한 사서 인식과 평

가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1) 유형A: 정보 장과 도서 의 역할에 해 창조  기능을 강조하며 학

술문화복합시설로 이해하는 유형

(2) 유형B: 정보 장과 도서 의 역할에 해 문화  기능을 인정하지만 

더불어 통 인 학술연구/교육 시설임을 강조하는 유형

(3) 유형C: 정보 장과 도서 의 역할에 해 학술 연구 기능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시설로 이해하는 유형



 제 4장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 ●  201

  첫째, 유형 A는 이용자가 정보 장을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개인의 목  달

성을 해 방문하는 것으로, 정보 장은 이용자의 이용목 을 존 해야 한다

고 보는 유형이다. 를 들어, 일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꼭 인

터넷만을 사용하기 해 이 공간에 와있다고 보지 않고, 는 학술  목 이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각자 자신의 정보목 을 충족시키기 해서 인터넷을 이

용하고 있다고 단하는 것이다. 한, 정보 장이 국민 서비스의 에서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정보격차를 이고 문화창조 인 역할을 하기 해 만

들어진 공간으로서 이미 유해한 정보와 사이트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자의 인터넷이용 역시 허용 범  내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집단이 이

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 B는 창조  공간이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용자들이 통 인 학술  목 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

각하며, 그 지 않는 경우 좀 더 학술  목 에 맞도록 이용자들을 계도해야

한다고 보는 유형이다. 를 들어, 정보 장 이용자 에 실제로 정보수집 하

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화를 보거나 정보이용교육을 받고, 인터넷을 이

용하는 등의 활동에 해 ‘소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평가하는 경우이다.

  셋째, 유형 C는 정보 장 이용자들은 학술 활동을 해야 하지만 부분의 이

용자들이 정보 장의 목 에 벗어난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유형이

다. 를 들어, ‘정보공간은 국가  차원의 학술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부분의 이용자들이 인터넷만 이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서들의 인식의 차이는 종종 동일한 이용자들의 이용목 이나 이용 

행태에 해서도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분류한 

인식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한 평가가 차이를 보이며, 나아가 

정보 장의 의미와 필요성에 해서도 상이한 의견을 내놓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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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4> 정보광장 이용자 이용행태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한, 사서들의 인식차이에는 근무공간별, 담당부서별, 근무역할별 차이가 

반 되어 있다. 즉, 정보 장과 도서 의 역할이 가진 창조  기능과 문화복합

 장 을 강조하는 경우, 정보 장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이용자 이용목 에 

해 정 인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학술 연구 기능을 강조하며 교육

 장 을 강조하는 경우, 개별 이용자의 이용목 과 이용행태에 해 부정

인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4-75> 이용자 이용행태 평가에 대한 사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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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형에 따라 이용자 이용행태별 인식차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특

정 이용자 집단의 이용행태에 한 문제 은 공통 으로 지 되었다. 특정 부류

의 이용자들이 도서  이용 태도가 나쁘고 사서에 한 태도가 단히 불량하

다는 의견이 공통 으로 많았고 교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즉, 다수의 사

서들은 빈번한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들이 부분 사서에 한 태도가 부정

이고, 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종종 소란을 피우기도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

리고 사서의 도서 의 목 이나 정보 장의 역할에 한 인식과 상 없이 거의 

이러한 이용자들의 이용 교육과 행동 개선에 한 필요성을 언 했다. 부분의 

사서들이 이러한 이용자들에 해 많은 스트 스를 받고 있었는데, 실질 으로 

이러한 이용자들과 오랫동안 상 해야 하거나 한 직 으로 부딪히는 경우

가 많은 사서들 일수록 받는 스트 스의 정도가 강했다. 그리하여 이용자의 

반 인 이용행태에 해 부정 인 표 과 강렬한 어법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

하고 체 이용자 인식과 평가도 낮게 언 하는 경향을 보 다. 

  이상에서와 같이 실제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사서의 인식 차이 분석에서 발

견할 수 있는 은 사서가 일상 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용행태․분

포와 실제 이용자의 행태․분포 간에 미묘하지만 실질 인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사서의 정보 장의 목 에 한 인식과 민원 이용자와의 실질 면 경험

에 향을 받는다. 한 정보 장의 목 과 이용자의 목  간 차이를 해석하

는 방식 역시 이용자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4. 전문가 자문

4.1 전문가 자문회의 방법 및 내용

  NDL 정보 장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략  운  개선방안에 한 기틀을 

마련하기 해 학계  장 문가의 자문회의를 수행하 다. NDL 정보 장의 

공간/시설  구성, 이용자 이용행태, NDL 정보 장의 역할  기능에 한 

다각 인 자문을 하여 교수, 도서 장, 디지털 콘텐츠 련 연구소 원장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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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으로 구성된 문가 자문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정보 장의 활성화, 개선방향에 한 창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 고, 2차 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본 연구의 정성, 정량  결과에 한 

실질  평가, 정보 장 운  개선방안의 실제 활용성을 검하 다. 이러한 학계  

장 문가로부터 본 연구의 결과와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의 발 방안 

수립에 한 평가에 한 자문을 통해 정보 장의 공간/시설뿐만 아니라 콘텐츠, 

서비스에 한 문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 인 운  개선방안을 모색하 다. 문가 

자문회의의 결과는 본 연구의 운 개선 방안의 결과에 반 되었다. 

4.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1차)

가. 디지털도서관 설립 배경과 관련된 의견

  당  국립디지털도서 의 가장 큰 설립 배경  하나는 국립 앙도서 의 

장서보존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공간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디지털도서 화 하는 방안에 해 검토

하기 시작하 다. 국립디지털도서 이라는 명칭은 부여하 지만, 디지털도서

으로서의 역할에 을 맞추기보다는 정보화기기(컴퓨터 등)를 통한 정보자

료 온라인 서비스에 을 두었으며 디지털도서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외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디

지털도서  정보 장을 다녀본 느낌은 무엇인가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 이용자

가 많은 정보를 체계 으로 찾아보고, 쉽게 이용하며, 아날로그 도서 에서 

하기 어려운 뉴미디어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정보공간이라고 기 하 으나, 

실제 이용자는 부분 정보 이용  연구자보다는, PC나 TV를 이용해 포털 

검색과 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70-80 %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보 다.

  따라서 ‘정보 장의 운 개선’을 국립디지털도서 이라고 하는 독립 인 기

을 상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는 국립 앙도서  본 의 

디지털자료 서비스 기능에 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따라 개선 방향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 국립 앙도서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

서 과 공공도서 의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고려해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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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까지의 운  경험을 토 로 장기 디지털도서 의 략을 재정립하여  

디지털도서 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 으로 변화하여야할 시 이

라고 생각된다.

나. 개선방안 관련 의견

  재 디지털도서 은 정보 장을 심으로 운 되고 있다. 이외에 여러 부

수  공간들( 시실, 회의실 등)이 있으나 그 기능과 이용 면에서 활발하게 활

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 장의 개선방안은 디지털도서 의 

역할  기능에 한 검토와 하게 련되어 있다. 정보 장의 운 개선과 

련하여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장의 콘텐츠  서비스와 련된 의견

  향후에 내용 으로 국립디지털도서 으로서의 상과 역할에 맞는 운 내용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도서  정보 장 

개선과 련한 몇 가지 검토사항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립’ 디지털도서 으로서 상과 성격에 맞는 디지털도서 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 국립디지털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 공공도서  디지털자료

실에서도 부분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립기 으로서의 

디지털도서 은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 인 디지털도서 으로서의 서비스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디지털도서 으로서의 상을 해 정부가 매년 생성하는 많은 양

의 디지털정보와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인 디지털도서 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문화부 산하기 에서도 재 많은 양의 디지털 정보와 콘텐

츠를 제작하는바, 이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정보이용의 장 역할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국립디지털도서 은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국립디지

털도서 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 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런 에서 국내 타 기 에서 구축해놓은 자료  해외의 디지털 자료( 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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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디지털화해 제공)의 제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필요가 있다. 를 

들면, 국가기록원, 상자료원 등의 국내 DB와 해외 국가기 의 행정자료 등을 

유 기 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립디지털도서 에서만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학도서 과는 다른 공공기 의 콘텐츠를 단순 연계가 아닌 ‘헤드쿼

터’ 로서 실제 정보 검색과 자료의 디지털화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도

서 이 되어야 하겠다.

(2) 디지털도서 의 내용  독립성 여부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디지털도서 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디지털자료실’ 수

을 넘어 독자 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도서 으로서의 내용을 확보

하는 차원으로까지 확 될 수도 있다고 본다. 

(3) 국립도서 으로서 디지털도서 의 반 인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부분 정부기 의 문제 이지만, 훌륭한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

수의 국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도서 이 되지 않도록 극 인 

홍보도 필요하다. 를 들면, 좀 더 많은 이슈를 만들어 디지털도서 에 련

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당분간 회의실, 갤러리 같은 공간에서 여러 그룹의 이

용자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여 디지털도서 이 이용자들에게 알려지는 계기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2) 정보 장의 공간  시설에 련된 의견

  디지털도서  이용자의 이용 수요와 이용 방식, 디지털도서 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을 심으로 반 인 공간 재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디지털열람실

  이용방식의 측면에서 디지털열람실에서 자료를 구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디지털열람실은 3시간으로 이용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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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료를 찾기  먼  찾을 내용에 해 구상해야 

하고, 무엇을 찾을지를 검토해야 하며, 자료를 찾은 다음 찾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복합상 , 다국어정보실, 미디어편집실

  이용수요 측면에서 복합상 , 다국어정보실, 미디어편집실 등의 공간은 이

용률이 낮고, 상 으로 이용률이 높은 디지털열람실은 이용자의 기시간이 

긴 경우가 많으므로, 공간을 통합 운 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기존의 

이용률이 높은 공간을 넓히고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상‧음향‧UCC 스튜디오

  상‧음향‧UCC 스튜디오나 복합상  등의 공간에 해서는 이용 활성화를 

하여 공간의 홍보활동이나 로그램 운  등을 극 으로 실시하여 공간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요하다. 한, 공간 인 측면에서도 재 활용이 극

히 떨어지는 상‧음향‧UCC 스튜디오 같은 공간은 과감히 정리하여, 활용이 

필요한 다른 공간으로 재구성 하는 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4) 세미나실

  세미나실의 소음에 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세미나실의 방음시설을 개

선시키거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 2층과 3층에 반 인 방음벽 

설치에 한 고려를 해 야 한다.

(5) 시실, 회의실, 지하 3층 쉼터

  시실, 회의실,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3층 공간 기능 재구성이 

필요하다. 역사 으로 도서 과 박물 의 기능이 큰 차이가 없었던 을 감안

하면 시실에서는 원본자료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시해주

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된 다양한 콘텐츠, 한 그러한 콘

텐츠 재생과 련한 다양한 기술들을 시해주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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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 장 내 휴식기능의 문제

  국립 앙도서 의 본  1층에는 휴식공간이 있으나, 디지털도서 은 이러한 공간이 

없다. 따라서 화를 받거나 잠시 앉아 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7) 정보 장 등의 명칭 문제

  정보 장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 장’이라는 의미로 느껴진다. 한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 하는 장소로서의 장의 의미와 실제로 토론하고 

그룹활동을 하는 것이 조장되지 않는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행과 형태도 바꾸어 휴식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에스컬 이터의 가동 등 편의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8) 안내데스크  물품보 함 치 문제

  재 지하 2층 디지털열람실에 치한 안내데스크는 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정보 장 입구에서 보이는 곳으로 이동이 필요하다. 한 지하 3층에 치한 

물품보 소는 실제 정보 장이 치한 지하 2층에 치하지 않아 이용자가 이

용하기 불편하므로 지하 2층 입구 쪽으로 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내데스

크  물품보 함의 치 등이 반 으로 이용자 편의 심에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9) 안내 표지   출입문 

  재 각각의 공간에 한 안내 표지 의 설명은 작고 에 띄지 않는다. 안

내 표지 과 약 컴퓨터에서의 정보 장 내의 공간  시설의 배치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에 띄지 않고 처음 방문한 이용자에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 한,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출입문이 지하 2층

과 3층에 치하여 있는 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수 있다. 따라서 도서

 이용자가 각 공간의 구성과 기능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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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 시간 

  재 정보 장의 운 시간(09:00-18:00)은 다른 국립도서 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확장되지 않은 시간이다. 이러한 운 시간이 학술 이용자들에게 합한

지 고려해 보는 것이 도서  이용자의 타겟 그룹과 연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11) ‘분야별 콘텐츠구역‘으로 재구획

  재의 디지털도서 을 단순 여가 이용자 심에서, 연구자 심의 도서

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콘텐츠를 ‘분야별 콘텐츠구역’으로 재구획 정리할 필

요가 있다. 를 들어, A구역은 화와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즐기는 ‘ 상미

디어’ 구역, B구역은 소설과 일반서 의 ‘ 자책’ 구역, C구역은 문서 이 있는 

‘정보화’구역, D구역은 문자료나 정보의 ‘디지털정보’의 구역 등으로 나 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구역별로 필요하면 이용시간을 차별화해도 좋을 

것이다.





제5장 정보 장 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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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  공간 개선방안

2. 디지털콘텐츠 개선방안

3. 서비스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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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보 장 운  개선  발 방안

  정보 장의 운 개선 방안은 정보 장의 내부기 자료, 운 황, 운 자 

인터뷰, 이용자 이용형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문가 자문 등의 총체 인 

평가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2009년 개  당시 도입한 진정한 

의미의 ‘정보 장 기능’을 수행하기 한 공간, 시설, 장비 등의 물리  개선방안과 

국가 표 디지털도서 으로서 개발해야 하는 콘텐츠 개선방안  국민 서비스로 

발 하기 한 서비스 략 등의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운 방안에 한 제시를 해 경 략의 표 인 평가 방법인 블루오션 

략(김 찬, 르네마보안, 2005)을 도입하여 제안하 다. 블루오션 략의 주요 

목표는 존하는 체제 안에서의 발 을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것

으로 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재의 요구사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략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루오션 

략의 표 인 분석 방식인 ERRC (Eliminate-제거, Reduce-감소, Raise-증가, 

Create-창출) 략 캔버스(<그림 5-1> 참조)를 활용하여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운 방안에 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한 제고를 

제안하 다.

  즉, 물리  공간  디지털 콘텐츠와 련된 각각의 신 인 가치창출의 

운 개선을 해 다음의 네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곡선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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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블루오션의 4가지 ERRC 액션 프레임워크

  첫째, 지 까지 NDL 정보 장이 추구해온 요소들 가운데 제거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요소들은 NDL 정보 장이 기 설립되었을 당시와는 달리 

더 이상 유지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근본 인 유지에 한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요소이다.

  둘째, NDL 정보 장이 표  이하로 내려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물리  

공간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무 과하게 기획이 되어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한다.

  셋째, NDL 정보 장이 표  이상으로 올려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NDL 

정보 장이 이용자들에게 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채  상태 수 의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요소를 찾아내서 가치를 증가시키게 한다.

  넷째, NDL 정보 장이 아직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창조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이용자를 해 완 히 새로운 가치의 원천을 발견해 미래지향 인 

이용자 서비스를 창출하고 략 으로 서비스의 신을 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ERRC 략 캔버스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운 방안을 실

하기 해 필요한 서비스 략 즉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인 , 정책 인 

개선 요소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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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공간 개선방안

  정보 장의 목 과 기능,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심으로 반 인 공간 재구성을 검토하 다. 이러한 결과를 심으로 

제거, 감소, 증가, 창조가 필요한 공간 요소를 제안하고자 하 다. 첫째, ‘제거’가 

필요한 공간으로 상‧음향‧UCC 스튜디오를 제시하 다. 이러한 스튜디오의 

경우 기기, 설비  로그램 등의 유지·보수와 운 , 지원 인력 등과 련하여 

지속 인 재정 인 투입이 필요한 공간인데 반해 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과감히 정리하여 활용이 필요한 다른 공간으로 재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감소’가 필요한 공간은 다국어정보실, 미디어편집실, 복합상 , 세미

나실 등으로 정보 장 기의 목 에서 변형되어 재에는 이용이 조하거나, 

세미나실 같은 소음 등의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는 공간으로 장소 이동 등을 

통한 감소를 제안한다.

  셋째, ‘증가’가 필요한 공간은 물품보 소, 안내데스크 등의 공간으로 추가 인 

제2의 물품보 소 운 , 안내데스크 는 안내표시 의 치 등 가시성(visibility) 

증가 등을 제안한다. 한 지하 3층과 2층 사이에 치한 노트북 이용실의 

방음시설을 개선하고, 운 시간을 보다 탄력 으로 운 하여 직장인과 연구자

들의 이용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구역별로 재구획함으

로써 디지털도서 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하 3층 로비를 새로운 창조 혹은 교육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한 

이용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무엇보다도 정보 장이란 이름에 

부합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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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물리적 공간의 ERRC 구성표

  

  다음은 각각의 공간에 한 상세 운  개선방안 내용이다. 

1.1 제거(Eliminate)

가. 영상 · 음향 ·UCC 스튜디오 

  • 상·음향·UCC 스튜디오는 재 정보 장의 독립 인 개별 공간(스튜디오)

으로 운 되고 있다. UCC 스튜디오는 캠코더를 활용하여 상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하 고, 상 스튜디오에는 문 인 상 촬 기기  

편집 로그램, 음향 스튜디오는 문 인 음향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재 상 스튜디오의 활용이 매우 조하며 특히 음향스튜디오는 

재 일시 으로 폐쇄되어 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스튜디오는 

설립 기에는 최신의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기가 노후되고 

앞으로도 지속 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이용률 비 향후의 지속 인 

유지와 NDL 정보 장 목 에 부합되는지에 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에 

과감히 정리하여 다른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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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음향·UCC 스튜디오 공간은 독립 인 개별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목 의 업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를 들면,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

의 Digital Commons처럼 최첨단의 정보기기와 소 트웨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그림 2-16> 참조). 

이 공간은 최신 기기  기술을 원하고 창조 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

용자의 요구에 맞춰 ‘3D 린터’등의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사기, 팩스, 컬러 린터기 등의 소음이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Espresso Book’과 같은 기기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직  린트하여 

개인의 책 는 잡지를 만들 수 있으며, 학교의 수업을 한 책, 요리책 

는 개인의 책 등을 린트 할 수 있다.

1.2 감소(Reduce)

가. 다국어정보실

  • 디지털도서  내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공간 의 하나인 다국어정보실

은 본래의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의 활용을 높인다는 목 으로 넓은 분

리된 공간으로 설치되었으나 재 부분 내국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

어서 다국어정보실 공간을 폭 이거나 다른 공간과 통합 운  혹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상 으로 이용률이 높은 공간을 넓히고 재구성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 공간은 미디어센터 리 공간이지만 디지털열람실에 치해 있는 이용률

이 조한 복합상 을 이 시켜 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디지털열람실 

내의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 공간을 이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 복합상영관

  • 재 복합상 은 미디어센터에서 리하는 공간이지만 디지털열람실의 

안쪽부분에 치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 비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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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상 의 목 이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한 것이

었으나, 재는 목 에 부합되지 않은 운 이 되고 있으며 이용이 조

하여 공간의 축소와 치를 이동하고 상 으로 이용률이 높은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 공간은 디지털열람실의 PC배열과 이용자들의 연구 비 공간으로 이용

될 수 있다. 를 들면, 펜실베니아 학교의 Information Commons처럼 ‘Data 

Diner Booths’를 설치하여 고정된 PC, 웹 캠을 갖춘 노트북, 노트북 연결 

선 등을 갖춘 공간에서 연구 목 의 이용자들이 독립 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 다른 공간을 이용하기 한 비 공간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그림 2-20> 참조). 정보 장의 안쪽부분에 치하고 있어 

다른 공간보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 목 의 이용자들에게 알

맞은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다. 미디어편집실

  • 미디어편집실은 상/이미지 콘텐츠를 문 으로 편집할 수 있는 공간 

12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토샵, 일러스트 이트 등의 편집 로그램 

 디지털도서  용 편집 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비

해 미디어편집실에 인터넷 속이 가능하여 미디어편집을 한 이용자 외

에 웹서핑을 한 이용자로 변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디

어편집실의 기기는 이고 미디어편집을 한 기기의 유지, 보수  업

그 이드를 통한 용 편집으로의 환이 필요하다.

라. 세미나실

  • 재 정보 장의 세미나실은 8개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앙에 치한 

세미나실은 천장부분이 오 되어 있고, 방음시설이 제 로 갖추어지지 않아 

회의를 통한 업을 하기 어려운 소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치를 

이동하여 정보 장의 우측 벽면에 치한 세미나실과의 통합운  방안이 

필요하다.

  • 이 공간의 경우 펜실베니아 학교 Information Commons의 경우처럼 그룹

스터디룸, 리젠테이션룸, 세미나룸, 컨설 룸 등 테마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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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목 에 따라 업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그림 2-19> 참조). 

1.3 증가(Raise)

가. 분야별 콘텐츠구역

  • 재의 디지털도서 을 단순 여가 이용자 심에서, 연구자 심의 도서

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콘텐츠를 ‘분야별 콘텐츠구역’으로 재구획 정

리할 필요가 있다. 

  • 화와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즐기는 ‘ 상미디어’ 구역, 소설과 일반서

의 ‘ 자책’ 구역, 문서 이 있는 ‘정보화’구역, 문자료나 정보의 

‘디지털정보’의 구역 등으로 나 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각 구역별로 이용시간  규정을 차별화하여 콘텐츠 구역별 이용을 활성

화하는 방안을 재구성해야 한다.

나. 노트북이용실

  • 노트북 이외의 태블릿이나 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공간을 

제공한다.

  • 지하 3층과 2층 사이에 치한 노트북이용실의 소음을 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방음 시설에 한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안내데스크 및 물품보관함 개선

  • 안내테스크  물품보 함의 치 등을 반 으로 이용자 편의 심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재 지하 2층 디지털열람실에 치한 안내데스크는 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정보 장 입구에서 보이는 곳으로 이동한다.

  •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재 지하 3층에 배치되어 있는 물품보 함을 

지하 2층의 출입구 부분에도 추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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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내 표지판 및 출입문 

  • 안내 표지 과 약 컴퓨터에서의 정보 장 내의 공간  시설의 배치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에 띄지 않고 처음 방문한 이용자에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 

  •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출입문이 지하 2층과 3층에 치하여 있는 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수 있으며 1문 2문 등의 명칭이 아닌 보다 명확한 

명칭과 사인이 필요하다. 

마.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계단

  • 정보 장의 지하3층과 지하2층을 연결해주는 세 가지 방법인 엘리베이터, 

에스컬 이터, 계단에서 각각의 문제 이 발견되었다.

  • 엘리베이터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에 지 약과 의 이유로 상시 

운 보다는 일시 인 운 지 혹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요구 시에만 

운 하는 등의 제한 인 운 을 한 바 있으나 재는 정상 으로 상시 

운 되고 있다.

  • 에스컬 이터의 경우는 2009년 정보 장의 개  직후부터 에스컬 이터 운  

시 발생되는 소음에 한 계속 인 민원으로 단된 것이 재까지 운 이 

지된 상태이다. 계단 에 설치된 에스컬 이터의 운  지로 지하3층에서 

물품을 맡기고 지하2층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은 좁고 긴 계단을 이

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 장에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정성에 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보 장의 지하3층과 2층을 연결해주는 계단의 경우 폭이 좁고 길게 하

나로 이어져 있어서 오르내리는데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찰되었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에스컬 이터의 정상 운  혹은 제

거를 통한 계단의 확장 등의 지하 3층과 2층을 연결하는 통로 등의 증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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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조(Create)

가. 지하 3층 전시실, 로비, 쉼터

  • 시실, 로비,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도서 의 재 지하 3층

의 공간을 이용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서 체험, 홍보, 휴식, 정보 등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시설로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 재 활용성이 낮은 시실은 새로운 디지털미디어에 한 이용자들의 

체험  학습, 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디지털도서 의 홍보

학습장으로도 활용가능하다.

  • 정보 장 시실에서는 국가 표도서 으로서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하

고 있는 원본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장서화 하여 이용자들이 일상 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시해주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디지털도서 으로서 디지털화된 다양한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의 재생

과 련한 다양한 기술들을 시해주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이 공간은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 의 ‘Digital Commons’처럼 테블릿 기기를 

시험하는 ‘Digital Bar’와 같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얼리 어덥터를 

한 새로운 테블릿 기기를 시험할 수 있는 Digital Bar는 tablet computers, 

ereaders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자 기기를 제공하고, 무료로 음악을 다

운 받아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그림 2-16> 참조).

나. 디지털열람실

  • 재 디지털열람실은 체 공간이 200  이상의 컴퓨터 좌석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이용방식의 변화를 해서는 공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용자

들의 이용방식의 변화를 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기 해 자료를 구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디지털열

람실 곳곳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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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열람실은 1회 이용 시 3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디지털자료를 찾기  먼  찾을 내용에 해 구상해야 하고, 무엇을 

찾을지를 검토해야 하며, 자료를 찾은 다음 찾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의 공간이 필요하다. 

다. 정보광장 내 휴식공간

  • 국립 앙도서 의 본  1층에는 휴식공간이 있으나, 디지털도서 은 

이러한 공간이 없으므로, 이용자들이 휴 화를 받거나 잠시 앉아 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그림 2-5> 참조).

  • 소음이 허용되고 쉬면서 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 장으로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라. 정보광장 명칭 

  • ‘정보 장’의 명칭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 장’이라는 의미로 느껴

지며 부분의 이용자들이 명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 하는 장소로서의 장의 의미와 소음과 업 활동이 허용

되지 않는 재 디지털도서  정보 장과의 모순이 있다. 이에 새로운 

명칭으로의 개조 혹은 정보 장의 명칭에 부합되는 창조 인 서비스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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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콘텐츠 개선방안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

보존, 국가자료 DB구축, 지식정보 표 화 활동 등 디지털콘텐츠 구축  보존

을 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NDL의 물리  공간인 정보 장과 더불어 

온라인 서비스 공간인 ‘디 러리 포털’은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해 2009년 NDL 개 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하 다.  

  디지털콘텐츠 개선방안에 ERRC 략 캔버스를 용해 보면 첫째, 재 제

거  감소해야 할 요소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증가시켜야 할 

요소로는 국립 앙도서  소장자료 혹은 원문정보 DB구축의 가치가 있는 자

료에 한 발굴과 DB 구축 사업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 표도서 으로서 자

료의 구보존  계승에 한 목 을 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내

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DB 구축 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조해

야할 요소로는 정부가 매년 생성하는 많은 양의 디지털정보와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인 디지털도서 으로의 개편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내 

학도서 , 공공  문 도서  등의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심 으

로의 표도서 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한 검색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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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디지털콘텐츠의 ERRC 구성표

  다음은 각각의 공간에 한 상세한 운 개선 방안 내용이다. 

2.1 제거(Eliminate) 및 감소(Reduce)

  • 재 NDL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는 디 러리 포털 정보자원, 국립

앙도서  소장 자료의 디지털 구축 자료,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신문  자잡지 등 다양하다. 즉 ‘원하는 모든 정보자료를 제공한다’는 

정보 장의 철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NDL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  보존, 국가자료 DB 구축, 지식정보 표 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이러한 을 감안할 때 재 NDL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콘

텐츠와 련된 서비스  제거  감소해야 할 요소는 없는 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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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가(Raise)

가. 원문정보 DB구축

  • 국가 표도서 으로서 국립 앙도서  주요자료 혹은 새로이 발굴이 필

요한 원문정보 DB 구축 사업을 확 하여 귀 본, 희귀본, 역사  가치가 

있는 자료 등 국가의 표 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증가하여 국

내외에 국립디지털도서  고유의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확산함으로

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공공, 학, 문도서   박물  등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자료  

유물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는 로젝트를 구성하여, 디지털 컬 션을 구축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 표도서 으로서 NDL은 다양한 창의 인 컬

션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국립 앙도서 에서는 디 러리(http://www.dibrary.net/)를 통해 국립 앙

도서  소장자료  외부기  연계자료에 한 통합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공 자료로는 국가지식자원, 국가기록물, 문화포털 등 국내지식정보

DB 연계자료와 오 액세스(Open Access) 방식을 통한 해외 주요 학, 연

구기 , 공공기 의 학술 정보, Open API 등 연계방식을 통한 네이버 문

정보, RISS 학 논문 등 국내외 공공기   민간기 의 디지털 지식정보

에 한 통합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자도서  로젝트인 Europeana의 경우, EU에 가입한 27개

국 1,000여 개의 문기 과의 력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며 유럽의 온라인 박물 , 도서 , 기록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도 재의 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여 국내 

도서 , 박물 , 미술 , 기록  등의 문화유산 기 이 소장하고 있는 디

지털 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해외 국립도서   자도서 과의 

력을 통해 고품질 디지털지식정보에 한 이용자 근성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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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한국․ 국․일본 등 아시아 디지털도서  간의 교류와 연계를 통해 

아시아 권역의 지식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 통합검색 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료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장 내에도 별도의 공간을 마

련하여 열람  출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시실 활용을 위한 콘텐츠 구축

  • 디지털화된 다양한 콘텐츠, 한 그러한 콘텐츠 재생과 련한 다양한 

기술들을 시해주고 직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조 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틴 루터킹 기념도서 의 ‘Dream Lab'이나 시카고 

공공도서 의 'Maker Lab'과 같이 3D 소 트웨어  린터 등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체험과 업 활동의 결과물을 시하거나, 새크라멘토 

공공도서 의 ‘I Street' 등과 같이 도서 의 창조  공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 Espresso Book 기기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과 자책을 

인쇄본 책으로 출  가능)을 시함으로써 창조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립 앙도서 에는 2013년 재, 30개의 개인문고가 존재하며, 학문, 

문화․ 술, 과학 분야 등 개인장서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특화자료  

애장서를 기증받아 별도의 공간에 비치하여 해당분야 연구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훼손되거나 유실되기 쉬운 귀 본, 희

귀서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양질의 미소장 자료를 확보하여 개인문

고를 마련한 것은 기증자의 학문  내력과 업 을 공유하는데 큰 의미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 장서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디지털

화하고 ‘디지털 개인문고’ 시를 기획하여 정보 장을 통해 시 콘텐츠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립 앙도서 만이 가진 차별화된 콘텐츠

를 국민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들이 될 때 주제 문분

야에 한 국립 앙도서 만의 디지털 컬 션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시실에서는 원본자료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시해주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매년 국립 앙도서  본   정보 장 

시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시회는 시 종료 후에 산출물(사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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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황 등)을 아카이빙 하여 정보 장 사이버 시실을 통해 구축․

서비스함으로써 시회 콘텐츠 역시 국립 앙도서 만이 소장하는 테마

컬 션으로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 콘텐츠별 공간 구축

  • 재 다수의 NDL 정보 장 이용자가 단순 여가  인터넷 이용 심

에서, 연구자 심의 도서 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콘텐츠를 ‘분야별 콘

텐츠구역’으로 재구획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화와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즐기는 ‘ 상미디어’ 구역, 소설과 일반서

의 ‘ 자책’ 구역, 문서 이 있는 ‘정보화’구역, 문자료나 정보의 

‘디지털정보’의 구역 등으로 나 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각 구역별로 이용시간  규정을 차별화하여 콘텐츠 구역별 이용을 활성

화하는 방안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림 5-4> 정보광장 콘텐츠별 공간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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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창조(Create)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콘텐츠

  • NDL이 국가 표도서 으로서 역할을 하기 해서는, 정부가 매년 생성

하는 많은 양의 디지털정보와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디지털

도서 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공공기 의 디지털콘텐츠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이용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창작활동 

 교육 등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 문화부 산하기 에서 재 많은 양의 디지털 정보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바, 이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정보이용의 장역할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정부  공공기 의 디지털콘텐츠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이용하기 쉽게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창작활동  교육 등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 문화체육 부에는 국립 앙도서  외에도 국립 앙박물 , 국립민속

박물 , 국립 미술 ,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한국 술종합학교, 

한민국역사박물 , 한국정책방송원, 한민국 술원, 국립 앙극장 등 

총 16개의 소속기 이 있다. 한 문화 련기 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 상자료원,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문화 술 원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 공사 등이 있으며, 각 기 은 문화, 체육, , 통음악, 한

교육 등 분야별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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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SNS 문화지도

http://www.mcst.go.kr/web/s_culture/sns/snsMap.jsp

  • 에 서술한 문화 련 공공기 에서는 재 많은 양의 디지털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여 축 하고 있는바, 이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

에서도 정보 장에 문화콘텐츠 정보이용의 장 역할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 서비스의 경우, 

주제별 문화원형, 시 별 문화원형, 교과서별 문화원형, 멀티미디어 문화

원형, 유네스코 등재 콘텐츠 등 30만 건의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를 제

작하 으며, 방송/ 화, 게임/캐릭터/디자인, 시, 교육/공공, 문화원형 

스토리 등으로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사례도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http://www.culturecon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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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문화콘텐츠닷컴 서비스 화면

  • 국가 문화유산 정보자원 디지털화 구축  리 상은 디지털 컬 션, 

역사와 문화, 공연 술, 역사  신문, 인쇄물과 사진, 국제 컬 션, 법률

정보, 필사본, 지도, 희귀본, 고문헌, 음성기록물, 웹사이트 아카이빙 등 

매우 다양하다. 우선 으로 문화체육 부  그 소속, 산하기 을 심

으로 국가 문화유산 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진 으로 안 행정

부(국가기록원 등), 교육부(국사편찬 원회 등) 등 타 부처와도 극 으

로 국가 인 문화유산 력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성, 정체성에 한 디지털 자원을 체계

으로 보존하고, 고품질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에 한 이용자 근성 

 활용성을 확 하기 한 문화유산기 의 력과 이를 한 정책 수립

을 통해 문화유산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서비스 랫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디지털도서관의 헤드쿼터(Headquarter)

  • 국내 학도서 , 공공  문 도서  등의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심 으로의 표도서 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한 검색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즉 다른 도서  혹은 기 과의 



 제 5장  정보광장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  231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디지털콘텐츠를 단순 연계시키는 것을 넘어 디지

털콘텐츠 수집, 보존, 운 에 한 ‘헤드쿼터’ 로서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 의 창조 인 운 이 필요하다.

  • 국립 앙도서 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도서   공공기 의 콘텐츠를 

단순 연계가 아닌 ‘헤드쿼터’ 로서 실제 정보 검색과 자료의 디지털화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 이 되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기 , 

도서 , 박물  등에서는 지식정보에 한 디지털자료 구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 으로 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각각

의 콘텐츠를 학습, 교육, 연구 역으로 구분하여 심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의 정보 근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립 앙도서 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납본 받아 국가장서로 등록하

고 구히 보존하며,  주제 분야에 해  국민을 상으로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가 지식정보의 핵심기 이다.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은 우리나라의 문학, 술, 역사, 유물 등 주제별로 디지털 문화유산 컬 션

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해 도서 , 기록 , 박물 , 미술  등 문화유산을 보유한 기 의 극

인 력이 제되어야 하며, 도서 , 아카이 , 박물  등에 흩어져 있는 자

료들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며, 최신 정보기술을 용하여 이용자에게 무료로 

근 가능하도록 한다. 검색된 디지털자료는 제공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됨으로

써 각 단 기  콘텐츠 이용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차별화된 디지털컬렉션 구축

 

  • 해외 국립도서 이 타 공공  학술 도서 , 박물  등과 연계하여 역사, 문

화자료  유물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는 로젝트를 구성하여 디지털 컬

션을 구축하는 사례( : 미국의회도서 의 American Memory, 유로피아나, 

World Digital Library,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 , 국 국립도서 의 국제둔

황 로젝트 등)에서 보듯이 국가 표도서 으로서 NDL은 다양한 창의 인 

컬 션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문화, 술, 역사 련 문서, 동 상, 오디오, 사진 등의 자료를 수

집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로젝트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주제별, 연도별, 지역

별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해 문화체육 부, 교육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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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국가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 , 지방자치단체, 도서

, 박물 , 지역사회 공동체 등 디지털자료를 주제별로 컬 션화 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 미국 의회도서 의 ‘American Memory’  Abraham Lincoln 

collection, George Washington Papers 등)

  • 특히 국립 앙도서 에서 소장한 특화된 디지털 원문자료를 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원문자료  외부기  연계자료로 테마 컬 션을 구성함으로써 소장 

원문과 테마컬 션의 통합검색을 통해 유용한 지식 정보자원에 한 이용자

의 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컬 션의 주제 선정은 

이용자 선호도 조사  분야별 문가 의견을 반 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컬 션 메타데이터 표 을 수하여 메타데이터 입력  색인을 구축하도록 

한다. 한 구축된 디지털컬 션은 국립 앙도서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함

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컬 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서비스 전략 

3.1 사서 운영 전략

가. 직원의 수 증가 및 전문성 강화

  정보 장 이용자의 정보이용과 서비스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담당 

직원의 문화  서비스를 강화하기 한 략을 세운다. 국가 표도서 인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은 도서 의 핵심인 ‘정보’와 디지털 ‘기술’이 융

합된 기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 을 체계 으로 운 하고 이용

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하기 한 사서의 문화가 요구되며 구체 인 사서

의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희귀소장자료  문 주제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서의 문화가 요구된다. Stephen(2001)은 ‘주제 문사서’

의 역량에 하여 1)참고서비스 역할, 2)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3)

이용자 교육, 4)컬 션의 개발이라고 언 하 다. 즉 국가 표 디지털도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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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로서 보다 문화된 디지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로서 주제분

야에 한 지식을 갖추고,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을 갖추며, 이용자와 의사소통

하고 서비스하는 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립디지털도서 의 특성상 웹 련 기술, 디지털 자료, 소셜 미디어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 도서   기 과의 력 네트워크 등의 

업무가 사서의 역할로 요구된다. 미국에서 발표된 시스템 련 사서의 직무에 

한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시스템 사서는 도서 의 자동화 시스템 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술의 용과 수행의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서의 지

속 인 교육을 실시하여 문역량의 강화에 힘써야 하며, 정보 장 내 주제

문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서뿐만 아니라 담 부서의 마련에 한 운

정책의 검토가 고려된다.

  한, 정보 장의 담 사서 외의 보조 요원의 교육  훈련도 강화할 필요

성이 있다. 정보 장의 보조 요원 수의 비율이 담 사서보다 높은 만큼 정보

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문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서비스에 한 매뉴얼화된 체계 인 교육을 하여 이용자에게 

알맞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나. 직원의 서비스 교육 강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활성화를 하여 직원

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첫째,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직원(사서) 상 서비스 교육 로그램을 정

기 으로 운 한다. 

  둘째, 직원의 순환 근무인 을 고려하여 직원(사서)을 상으로 정보 장의 

각 공간  시설,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한 이용안내를 원활히 하기 하여 

이용안내에 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체계 으로 교육을 한다.

  셋째, 정보 장 운  직원, 보조요원, 그 외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민원사항에 해서는 직원 간의 공유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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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용자 서비스 전략 

  정보 장의 각 공간  시설별, 제공 서비스, 콘텐츠에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용안내를 원활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는 콘텐츠 심의 이용자교육을 활성화 한다.

가. 이용안내서비스 

  첫째, 처음 정보 장을 방문하는 이용자도 쉽게 도서 의 시설을 이용하고, 정

보자원과 서비스에 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의 역할을 강화한다. 

  둘째, 정보 장의 공간  기기의 사용방법과 정보자원에 한 안내 등 이

용자 매뉴얼을 각 좌석에 비치하거나 PC 모니터에서 제공하여 이용자가 편리

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보 퍼런스 서비스를 활성화 하여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질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순참고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도우미, 

주제 문상담 데스크, 기술  지원인력 등을 배치하여 정보이용안내를 활성화 한다.

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교육 ·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재 정보 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활용능력교육 로그램, 화상  로그

램, 교양·다큐 상  로그램, 문가 청 강연회, 공모  운  등의 교육  문

화 로그램 내용은 일반 공공도서 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그램과 유사한 것으

로 평가되며 국가 표도서 으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 즉 국민 서

비스 차원의 교육·문화 로그램 운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공, 학 등의 교

육·문화 로그램을 지원하는 표도서 으로서의 역할로의 환이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도서 의 반 인 공간  시설별 이용교육을 정기 으로 진

행하여 각 공간  시설별 목 로 이용자의 이용을 선도하며 련 기 과의 

력체제를 도모한다.

  둘째, 콘텐츠의 주제별 참고정보원 활용교육, 원문DB, Web DB 교육 등의 자료 

이용교육 로그램을 개발  운 하여 디지털정보 문가 혹은 이용자 교육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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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모바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련 외부기 과 

력체제를 도모한다.

3.3 정보광장 홍보 전략

  첫째,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정보 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하여 다양

한 매체(언론,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디지털도서 의 행사, 콘텐츠  서비스에 

한 이슈를 소개하여 이용자의 심을 유도하고 커뮤니 이션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디지털콘텐츠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통한 국내외 문가, 연구자, 학생, 

일반인 등에게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정부  련 연구기 과

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홍보 략을 마련한다. 

  셋째, 잠재 인 이용자(어린이, 청소년), 정보소외계층 등의 타겟 홍보를 강

화하여 이들에게 심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로그램을 제공하고 소개

하여 일반인 상 홍보를 강화한다.

  넷째, 국의 공공도서   학도서 , 도서  련 종사자 등에 자메

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기 인 뉴스 터를 발송한다.

  다섯째, 정보 장의 각 공간  시설에 하여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극 인 내부 시설에 한 홍보  디지털콘텐츠 구축  디 러리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계층을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섯째, 블로그  웹페이지를 극 으로 활용하여 디지털도서 의 정보 

 소식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채 을 마련한다.

  일곱째, 여러 이용자층( 문가, 학생, 일반인, 외국인 등)을 상으로 견학 

 체험 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디지털도서 의 공간  다양한 매체를 직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  운 한다. 이러한 로그램 개

발에 련 기업의 참여와 력체제를 구축한다. 





제6장 결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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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언

본 연구는 NDL 정보 장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 앙도서 의 새로운 발  략을 구상하고 서비스 개선을 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한 것이다.

  NDL은 국립도서 에 용한 최 의 디지털도서  사례로 그동안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지속 인 이용률의 신장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  5년이 되는  시 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디지털

도서  기능을 수행하기 한 간 검, 는 2단계 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

에 도달하 다. 즉, 이러한 략 수립을 해서 NDL 정보 장의 황 악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향후 NDL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서비스 모

델을 기획함으로써 정보 장의 물리  공간 뿐 아니라 정보서비스 시스템  

콘텐츠 수 을 망라하는 발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 장의 근본 취지와 목 의 근간이 되는 장기 발  

방안의 이행 사항을 검하고, 제2단계 략을 수립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 다. 특히 정보 장에 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에 제한되지 않고 

NDL 정보 장의 근본 운  목 을 토 로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이 

국가 표도서 으로서 정보 장 내 재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이외에 

잠재  이용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도약

을 한 미래지향  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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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방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장의 내부자료 분석을 통해 정보 장의 운  목표  기본방향을 

분석하고, 장기 발 방안의 이행 사항을 검하여 운 황과 실태를 악하 다.

  둘째, 국내외 정보 장 운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정보 장 서비스 

개선을 한 방향을 제시하 다.

  셋째, 정보 장 공간별 서비스에 한 이용자 인식과 이용행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보 장의 공간별, 이용자별 특징을 악하 다. 

  넷째, 이용자 요구사항이나 민원 등 이용자의 실질 인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정보 장 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 다.

  다섯째, 각 분야의 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정보 장의 미래지향  서비스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의 연구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장의 내부자료 분석결과, 2009년 개  이후 지난 4년간 NDL의 

반 인 기능과 역할이 확 되고, 서비스 지원 상 이용자의 수가 지속 으

로 증가한 것에 반해 NDL 직원의 규모는 정원과 원이 모두 감소하 다. 

‘디지털정보이용과’는 디지털도서  지하3층  지하2층의 이용자 열람공간 운

뿐만 아니라 이용서비스의 기획․운 ․평가, 견학  교육 로그램 등의 

개발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실을 고려할 때,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문 인

력 충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디지털정보이용과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NDL 정보 장 장기 발

방안, 정보 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보 장 사용성 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정보 장의 반 인 사용성에 한 이용자 만족도  요구사항을 악하

고자 하 다. 조사결과, 개인  그룹 공간 이용실태는 ‘디지털열람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 으며, 디지털콘텐츠는 ‘소장자료 원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로그램은 ‘이용안

내 서비스’를 상 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장 공간  

이용시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로그램 이용 경험률은 지속 으로 증가

하는 등 이용행태와 운 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용자  문가를 상으로 한 사용성 조사를 통해 정보 장 시설  환

경, 콘텐츠 서비스 등에 한 만족도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매년 유사한 문제 과 개선방안들이 제시된 것에 비해 실제 으로 변경된 

사항은 산  정책 등의 부족으로 인해 반 은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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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내외 정보 장  디지털도서  운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양한 최첨단 기기  시설과 이용자의 창의 인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참

여 로그램이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여러 도서 에서 

업 학습의 효과에 한 인식 증가, 정보 공유에 한 심 증가, 디지털 매체의 발

달 등에 따른 서비스 변화의 필요성과 이용자들의 도서  정보  공간 활용 방

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러 학  공공도서 에서 정보 장을 도입

하 고, 차 으로 그 수가 공공, 학교, 국립, 작은 도서 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

외의 정보 장의 경우, 정보 장의 개념은 기존의 컴퓨터열람실에서 업과 최신 

디지털 기기  소 트웨어를 갖춘 ‘정보 장’으로, 그리고 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공간의 창출과 외부 기 과의 트 십을 맺고 작업할 수 있는 ‘커먼

스 2.0’으로 차 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커먼스 2.0’의 특징은 업이 

가능한 학습 공간의 제공과 타 부서 기 과 도서 의 업 활동의 증가뿐만 아니

라, 기 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구 하며, 이용자에게 개방 이고, 자유롭고, 

편안하며, 실용 이고, 감을 불어넣어  수 있는 창조공간이라는 이다. 한 

국외의 국립도서 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역사자료  유물에 한 디지털 

아카이빙 로젝트의 사례는, 국가 표도서 으로서 NDL 정보 장이 단순히 정보

를 구하고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보를 창조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

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보 장 공간별 서비스에 한 이용자 인식과 이용행태  만족도 

조사를 한 설문조사 결과, 반 인 정보 장 각 공간  시설, 서비스, 콘

텐츠에 한 만족도가 평균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장의 ‘공간의 

환경이 쾌 하고 청결하다’와 ‘시설이 편리하고 하다’에 한 문항의 만족

도가 각각 4.32, 4.18로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  기기의 성능 등 장비 

리가 하다’와 ‘컴퓨터  기기의 수가 하다’에 한 문항의 만족도가 

각각 3.39, 3.60으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나 공간  시설의 쾌 성과 편리성

에 체 으로 만족하는 반면, 시스템에 해서는 낮게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자료수집과 교육, 학술  연구와 련한 목 으

로 NDL 정보 장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체 응답자의 50%이상으로 나타나 

많은 이용자들이 NDL 정보 장의 기의 목 인 학술  연구, 정보  자료를 

수집 등을 하기 해 NDL 정보 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 

 NDL 정보 장의 11개 공간  시설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  시설’에 

해서는 ‘디지털열람실’이 약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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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노트북이용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다른 공간  시설(

시실, 다국어정보실, 상‧음향‧UCC 스튜디오, 미디어편집실, 미디어자료이용

실, 복합상 )의 이용률은 체 응답률의 1-2%로 매우 낮게 나타나 공간 

 시설별 이용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자의 개선사항  민원 등 이용자의 실질 인 요구를 분석한 결과, 

각 이용자는 방문 목 에 따라 NDL 정보 장에 한 다양한 개선사항에 

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서술형 문항에서 이용자

는 공간  시설의 개선사항, 추가로 제공되길 바라는 공간  시설에 한 

의견, 서비스 측면의 개선사항, 콘텐츠에 한 개선사항, 국가 표도서 으로

서의 변화에 한 제언이나 의견, 기타 제언이나 의견 등을 구체 으로 언

하여 NDL 정보 장에 한 다양한 개선  요구에 한 의견을 제안하 다. 

한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문화체육 부 민원마당의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게시물  ‘국립 앙도서  디지털정보이용과’ 부문의 민원 총 109건을 

공간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공간은 디지털열람실이었으

며, 뒤를 이어서 세미나실, 노트북이용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디지털열람실, 세미나실, 노트북이용실에서 가장 많은 민

원  개선사항에 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이용자의 이용률에 따라 

공간  시설에 한 의견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  자문 내용을 토 로 NDL 정보 장 발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언하 다.

  1) NDL 정보 장의 각 물리  공간  시설에 하여 구체 인 개선  재

구성에 한 방안을 제언하 다. 지하 3층 로비의 공간, 디지털열람실, 노트북

이용실, 세미나실, 다국어정보실, 복합상 , 상‧음향‧UCC 스튜디오, 미디

어편집실, 안내데스크  물품보 함 등의 공간  시설에 하여 이용자 설

문조사 결과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언하 다.

  2) NDL이 국가 표도서 으로서 역할을 하기 해서는, 국민들이 디지털

정보와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디지털도서 으로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고, 이에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언하 다. 

  3) 국가 표 도서 인 디지털도서 은 도서 의 핵심인 ‘정보’와 디지털 ‘기

술’이 융합된 기 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기 을 체계 으로 운 하고 이용

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하기 한 사서의 문화가 요구되어, 정보 장 이용

자의 정보이용과 서비스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담당 직원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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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강화하기 한 략을 개선 방안으로 제언하 다. 

  4) NDL 정보 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하여 다양한 매체(언론, 소셜미디어)

를 통하여 디지털도서 의 행사, 콘텐츠  서비스에 한 이슈를 소개하여 

이용자의 심을 유도하고 커뮤니 이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NDL 정보 장의 공간  시설의 특성과 이용자 행태 간의 

계를 이해하고, 정보 장 공간  시설, 서비스, 콘텐츠에 한 개선을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단된다. 따라서 NDL 정보 장의 략

인 운  평가  발  방안 구축을 확립하게 해서는 향후 지속 이고 일

으로 사업별 후속 연구와 자체  외부 평가 등의 주기별 평가를 한 제

도 인 정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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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재 업무부서  직 는? 

4. 귀하의 연령은?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이상

5. 귀하께서 도서 에 근무하신 총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5년     ③ 5-10년     ④ 10-15년    ⑤ 15년 이상

6. 귀하께서 재 근무하는 업무부서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2-3년      ④ 3-4년      ⑤ 5년 이상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일시: 2013년 9월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

‘정보 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  개선방안 연구’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직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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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DL 정보 장의 목 과 비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향후 10년 뒤 정보 장의 모습과 비 은 어떠하리라고 측하십니까?

  1)

  2)

  3)

3. 재 정보 장은 2009년 설립 목 과 장기 발 방안에 제시된 목 과 

비 로 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정보 장 이용자는 이러한 NDL 목 과 비 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정보 장 이용행태는 무엇입니까?

6. 이러한 목 과 비 을 성취하기 해 향후 개선 는 추가되어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시설  환경

  2) 디지털 콘텐츠

  3) 인  서비스

7. 의 세가지 요소들에 해 이용자들이 어떤 에 해 만족하거나 불만족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이 국가 표도서 으로 기능하기 해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이 밖에 다른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말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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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용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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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문가 자문(2차)

주  제: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제1차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 서병문 (단국대학교 미디어콘텐츠 연구원 원장)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조교수)

안드레아 바흐 (독일문화원 동아시아지역 도서관장)

 전문가 자문 내용은 제 4장 4.2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1차)에 수록되어 있음

 

제2차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 조현양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재영 (서강대학교 도서관 관리운영팀 부장)

전문가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인 연구의 내용, 범위,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게 연구가 매우 훌륭하게 수행

되었으며, 특히 5장은 물리적 공간, 콘텐츠, 그리고 서비스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광장의 운영 개선에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국립도서관에 적용한 최초의 디지털도서관 사례인 NDL의 본래적 취지에 맞게 

정보광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맞춰 

정보광장의 공간과 서비스 등 운영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

•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1. 물리적 공간의 개선방안

물리  공간의 개선방안으로서 효용성이 어든 공간에 한 재구성과 콘텐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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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한, 세미나실을 그룹스터디룸, 리젠테이션룸, 세미나

룸, 컨설 룸 등 테마별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목 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과 정보 장 내 휴식공간의 마련 등은 공간의 다양한 역할의 필요성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간의 폐쇄와 새로운 

공간의 설치는 NDL의 성격 규명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모든 필요공간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사서의 인식 vs. 이용자의 이용행태

  정보 장 사서의 인식과 실제이용자의 이용행태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것은 

향후 운 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사서들은 은퇴  구직활동을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취미 혹은 여가를 해 정보 장을 가장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 학생  문직 종사

사인 20-30 의 이용자가 조사연구  정보 수집을 목 으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사서가 서비스  업무과정 

에 60  이상, 은퇴  구직자, 취미  여가를 한 목 을 가진 이용자들과

의 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사서가 느끼는 주이

용자 층과 이용목 에 한 인식의 원인  해결방안을 보다 장기 이고 심층

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사서들간의 정보광장 인식 차이

  사서들간의 인식의 차이는 정보 장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이용목 에 

한 시각과 인식에 부정 인 향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 장의 목

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 사서들간에 공유함으로써 인식의 차

이를 여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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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광장 운영 시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 장의 운 시간 연장에 한 제언은 사회  요구

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원충원, 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추후 조심스러운 근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5. 연구결과의 실제 NDL 운영 반영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기 해서는 연구결과를 실제 NDL의 운 에 반

함으로써 실질 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연구의 궁극 인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5장 정보 장 운  개선  발 방안'에 표 된 내용은 정보

장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하여 반드시 우선 으로 반 되어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서 제안된 내용이 실제 NDL 운 에 

어떻게 향력을 미쳤는가에 한 내용 첨가, 이용자 민원 혹은 요구 사항에 

한 사후 조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민원 혹은 요구 사항과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 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에 한 우선순  부여

나 시 성에 한 의견 첨부 등이 추가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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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검색  이용을 해서

자료조사

기고, 논문 집필

세미나하기 편리함

세미나실.쾌 , 무료

인강 등

넓고 쾌

미디어자료이용이 목 이라서

강의

자료 이용

과제와 조사가 용이하다

자료가 많고 찾기 편리해서

노트북은 사용하기에 카페보다 조용하고 미디어자료이용실은 화를 자주 보기에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

비교  열린 공간

자료 근이 용이

개인 인 업무 특성상 laptop을 이용할 일이 많다.

논문 검색을 해

인터넷 사용. 자료 확인(도서 )

인터넷  각종 자료 조회 가능

개인 공부

인터넷 이용

과제, 공부

인터넷 이용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람자료/인터넷 문헌 검색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고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어서

편안하게 미디어를 볼 수 있어서

인터넷 & e-book 이용

편리하다

편해서

자료 검색  인터넷 이용

편리

컴 사용

개인 공부, 외

자료 습득

인터넷 이용, 도서  내 디지털자료 이용

스터디 모임으로

많은 자료 보유

<부록 5> 설문 서술형 문항  이용자 의견

1.5.2 디지털도서관 공간/시설 중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공간/시설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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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공간이 많아서

인터넷, 문서작성, 인쇄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떄문

학술 DB검색

독서토론회를 여기서 합니다.

그룹스터디 활용

스터디 하기 해

자료 이용

논문자료 찾으러 오는 일이 제일 많으므로

인터넷 이용  공부자료 탐색

자료

회의하기 공간이 괜찮아서

시설도 좋고 환경이 좋아서

인터넷 이용

자료 검색, 화감상

화 보러

인터넷 사용, 업무용

다양한 자료가 있어서

dvd시청

편리성

다양한 자료  정보에 근할 수 있어서(학술자료와 잡지 등)

자료 검색과 문서 작업에 용이하므로

공부

화

인터넷 자료 검색하기 해서

린트 가능

그룹토의와 토론 연습

스터디

서로 이야기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할 일이 많아서

원문 자료 이용, 인터넷 검색

논문 이용을 하여

모든 작업이 이들을 이용해서 가능하니깐

상편집

로그램이 있어서

개인 연구

스터디 모임

회의

양질의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용목 이 주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함

가장 내가 쓰기에 합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조용한 분 기

분 기도 그 고 보통 컴퓨터를 만지면 다른 걸 하게 되는데 웬만해서는 안하고 집 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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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많다

자료를 찾기 해

DVD이용

학술논문 이용  인터넷 검색

개인공부

인터넷활용

조사 연구자료가 많고 화면이 커서 여러 내용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좋음.

인터넷 이용 해

인터넷 이용

인터넷이용편리

화감상

노트북을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사용가능하기 때문

정보수집

스터디 하기에 편리하다. 

그룹스터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컴퓨터이용, 자료검색

무료

편리하고 시설이 좋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화, 상자료 이용

스터디

토론을 한 회의실이 필요해서

인터넷이용

컴퓨터 업무

필요와 재미

논문작성

컴퓨터 사용

미디어감상

동 상강의를 듣거나 디지털 소장 ebook 열람

인터넷

개인공부

PC가 많고 시설이 좋아서.

편리함

인터넷 자료검색

아직까지 디지털하면  PC에서 하는 인터넷, 로그램 활동에 익숙해져 있어서 가장 먼  쓰게 된다.  그 

외에 시설은 목 의식 없이 근하기에는 낯선 인식이 든다. 

학술컨텐츠 이용과 출력 가능

컴퓨터 이용

언어수련

아직까지 디지털열람실과 노트북 이용실만 필요했기 때문에

개인PC이용, 열람실PC 사용하기 편하지 않음. 

For personal activities like searching, studying, using my own lap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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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인터넷

자료검색

인터넷 서핑

정보도움

인터넷정보

비용

깨끗하고 넓은 공간

좋은 시설 여건, 근성

인터넷이용

옛날 화가 있어서

DVD시청

일반 인 컴퓨터 이용

개인기기 사용이 편리하여

자료 검색 때문임

인터넷이용, 정보수집

자료 편집할 공간이 유일하기 때문

형화면

회의

쾌 하고 교통시설 좋아서

스터디

스터디 장소

스터디목

업무 련 정보수집  개인공부 목

자료조사

PC사용과 출력이 가능해서 입니다. 

동서양을 넘어서 범 한 분야를 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이용, 강의 시청

컴퓨터 이용, 정보수집가능

책검색도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 향유

자료검색

컴퓨터 이용, 어떤 시가 진행되고 있는지 

많고 다양한 자료 열람이 가능해서 

출력, 인터넷

자료검색

편집 활동과 자료 수집에 용이하기 때문

업무활용, 이용편리

편리한 이용방법, 근성

인터넷  자료탐색

개인과제 수행 용이

개인IT기기 휴  없이 다양한 업무자료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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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 의 근성으로

자료수집, 정리

인터넷 정보, 문서작성, 인쇄 편리

인터넷과 개인 작업

인터넷  정보수집

컴퓨터 사용을 해서(컴퓨터 사용이 도서 을 방문하는 주 목 이기 때문에)

자료편집

인터넷 상 강의

논문작성, 강의 비

인터넷 가능

자료검색

빠른 정보 이용

각종 정보 수집

인터넷 이용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자료검색

정보와 취업 비 그리고 여러 열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린터도 이용 가능해서

쾌 , 이용편리

화 람

인터넷을 사용 가능

다양한 정보편리 이용

업무

인터넷 이용이 많아서

인터넷 이용

컴퓨터 사용이 주 목 이라서

연구

3면 컴퓨터 이용가능

컴퓨터 워드 로그램의 사용 편리성

원문db 자책, 문서작성, it이용

다른 도서 엔 없어서

필요에 의해

인터넷 활용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어서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무료로 인터넷  린트를 할 수 있어서

자료조사하기 편해서

컴퓨터 인터넷 이용

자료가 열람실로 되어 있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강좌청취와 노트북 작업

회의진행, 개인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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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이용자료가 있기 때문

정보검색, 개인업무처리

자료조사

정보조사  공부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충분한 시설

인터넷사용

여러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

도서 에서 사용가능 환경을 갖추어 사용자의 최 자원 지향

인터넷 이용이 편리하여서

정보이용

편리함과 쾌 함

사용이 편리

인터넷이용

인터넷 

인터넷사용

자료이용이 수월해서

본인이 이용하는 목 과 부합되어

인터넷검색  문서작성

자료수집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서

정보수집  자료정리

인터넷

논문에 필요한 자료

방문목 에 부합 

작성자의 필요성에 의해

인터넷검색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기 해

이용하기 편리해서

노트북을 이용한 자료정리

업무작업

스터디 모임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책 볼 수 있어서

취업 비  개인공부

PC 이용

인터넷 동 상 강의 시청취, 정보검색 등

인터넷 이용과 자료 검색

정보 수집, internet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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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이용

PC 사용 목

자료 검색

개인공부 때문에

웹 서핑과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이 주 목 이어서

개인 노트북 사용 가능, 시간제한 없음.

노트북으로 하는 작업  공부가 많아서

3면 컴퓨터 이용해 논문을 찾고 작성하기가 매우 편리하다(DB 이용과 동시에  편집).

인터넷

학교 숙제

세미나실에서 단체 회의 가능(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 화이트보드 이용가능)

자료수집

온라인 자료를 보기 해서

정보찾기

인터넷과 원문서비스 자료가 동시에 이용가능해서 편리하다.

인터넷 이용

상제작 필요

인터넷 사용

자료열람 근용이

인터넷  린트 사용

시험공부  과제

인터넷 이용

meeting 실시

이용 목 에 합하기 때문임

화감상

인터넷 사용가능

인터넷 사용을 해서…

DVD 볼 수 있어서

컴퓨터 이용

디지털 열람실 자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자료 근(정보 등)이 쉬워서

화 감상

편리하고 모니터 크기가 크다.

형(3면 모니터);워드작업이편하다 

인터넷 검색  자료 검색

인터넷 서핑, 정보검색을 해

미디어 자료를 이용하기 해

아나운싱 연습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서 

개인컴퓨터로 장시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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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문제

방음시설 미비(외부에 내부소리가 노출!)

맞춤형 이용 가능하므로

인원수 제한

모서리 자리도 쓸 수 있게 산코드 설치해주세요.

숫자가 부족하고 기후의 향이 심하다.

조한 PC성능

다국어로 이용하기보다 노트북이나 다른 목 으로 이용함.

소음이 무 난다.

있는 도 몰랐다.

컴퓨터가 빠른 곳도 있지만 느린 곳도 많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쾌 해서

만족

보다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공간 분리가 되었으면

3인 이상 사용하는 것 본  없음. 소규모 개수 증가 필요

최신 상물을 지속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부족( 형화면 열람실의 증설 요망)

좌석 수가 많지 않다.

자리 부족, 청결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실에 뭘 하는지 어떤게 있는지 잘 모르겠음. 

3면 모니터 컴퓨터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컴퓨터 포멧이 필요하다. 컴퓨터가 느려져있다.

좌석수 부족

좀 더 독립 인 공간으로 변화 필요

각 시설을 충분히 알지 못함.

컴퓨터, 인터넷 속도 개선

인터넷이 무 느려요. 사람들이 약만 해 놓고, 이용을 안 해요.

무선 인터넷이 느림.

PC가 느려서 작업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소음, 은 인원수(4-9)인 세미나실 늘려주세요. 부족해요. 12시  이후로 리셋되는것 바꿔주세요. 12시

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세미나실 조명이 어두워요.

소음 방지가 잘 안되고 있어요. 얘기하기 한 공간인데..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되서

자료 좀 더 다양하게 갖췄으면

여기만 이용해서

pc의 성능이 무 좋지 않음.

이용 차가 어려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인터넷 속도가 느림

최근 자료 추가 요망

다복합 기능과 자료의 최신성, 야간의 개방

시가 자주 있지 않다.

1.5.3 디지털도서관 공간/시설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간/시설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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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근성

이용방법을 잘 모른다.

조명이 무 밝음.

공간이 불편해서

장소가 활용이 잘 되어서 책을 볼때 편안히 개인 자리의 넓이 넓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책 열람실 , 디지털 자료)

수가 어 약이 힘들디

공간부족

이용자가 많지 않음(활용도 낮음)

불편 약사항

다른 것은 사용해 본  없음

작업 속도가 느리다

좀 더 자리가 많게

여름에 통풍이 안되고 덥다. 에어컨 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자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설명이 좀더 자세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좌석 확보

좀 더 다양했으면..

공간이 좁음

소리가 밖까지 다 들려서

시설확장필요

인터넷이 무 느림.

음향시설개선필요(PC 사운드 수 의 MONO음향/1년  오페라 감상 시 느낀 

여름에 환풍이 되지 않아 무 덥습니다.

컴퓨터가 옛날 것이라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용시간 연장서비스 개선(종료 20분  알림 등)

치번호인식이 어려움(MAP을 만들어 설치요망)

인터넷 사용이 무 늦음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은 듯함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단 하나 밖에 없

는 도서 이고 우리나라 자존심이라 생각하는데 설비(기계)의 기능이 낮은 건 좀…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 으로서 품 유지를

공간이 넓지 않다

가족문화공간 역할이 어려움, 문화공간이 무조용함. 

무 공간이 산만함

컴퓨터가 지나치게 느린 이 있었다. 그때그때 수리필요

세미나실 부족

태깅으로 출입 리가 정상 으로 되지 않는다. 태깅소리(Beepsound)는 나는데 인식이 안되서 패 티

를 먹은 이 있다.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있는 좌석들이 있고 Z드라이 가 인식되지 않음. 

제약된 시간, 무 융통성 없는 시스템. 

의자가 시청에 매우 불편하며 장소가 오 되어 있다. 

공간부족, 약이 힘듬. 

등이 어둡고 방음이 안되요

디지털열람실과 복기능

속도 매우 느림

상자료 이용이 어렵다. 직원이 친 했으면 한다. 

2인 이용석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이곳은 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들끼리 이용하므로 2인용이 좀 많

아지면 좋겠음. 

좀더 에 띄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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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시설들에 한 가이드가 없어 이용하지 못했음. 

독립성이 떨어진다.

시설과 분 기(환경)에 만족합니다. 다만 이용자들  도서 내에서 통화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그 

에 한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소음

자료가 더 많아졌으면함(DVD)

편리함

냄새

개인PC에 친숙해져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딱히 필요하거나 

이용의 이유를 느끼기엔 어려울 것 같다. 상을 자신이 직  편집한다는 것이 혹시 법률 ( 작권)

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왠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 같은 부담감이 들것 같다. 

문가에게 어울리는 공간이라 생각된다. 

컴퓨터 속도가 떨어짐

일부헤드폰 교체요

테이블 활용과 련하여 3자리가 일렬로 배치된 것보다는 2자리씩 자리배열을 한다면 이용효율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 큰 소음 발생

컴퓨터의 사양이 무 낙후되었음. 

반 으로 컴퓨터 속도가 무 느림, 컴퓨터 업그 이드의 필요성 느낌

컴퓨터 성능

여름 내내 더웠어요

소함

제목 찾기가 어렵다

홍보가 부족해서 무슨 시회인지 사람들이 모른다.

자료복사가 가능토록 했으면

방음문제(세미나실 이용자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시끄

러움)

좌석수를 늘려주세요.

공기가 무 안 좋고 방음이 안되어 밖으로 소음이 흘러나옴.

5 좌석만 인터넷 허용

서울 시내 무료로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스터디룸 부족

컴퓨터의 속도가 무 느리고 주 가 무 시끄러움

컴퓨터 사양 하

컴퓨터가 느림

방음이 잘 안됩니다. 

재사용 인 노트북이 작다/도서 에서 열람실 이용자들에게 상, 음향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

게 다양한 로그램개발이 필요

방음이 되지 않아서 자유로운 토론 해, 디지털 열람실 이용객에게 불편 래

방음장치 부실

여름에는 엄청 더웠어요(유리천장).

컴퓨터 속도가 느림.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문서작성이 원활하지 못함. 

유용하기 때문에

가끔 고장난 경우 목격

컴퓨터 사양이 무 낮고, 느립니다.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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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이용실은 소하여  사람에게 지장을 다. 디지털 열람실은 기기 노후

지나치게 제한 인 자리(수가 늘었으면)

인터넷 속도가 무 느림, 화면 환 속이 탐(특히 피크타임 시)

PC사용에 있어 제한된 시설과 근성에 불만(연이은 이용자가 많음)

컴퓨터가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

홍보가 잘 안됨

책상과 의자 공간이 본  1층 시스템 스타일로

서울  그밖에 지역에서 디지털 자료실에 이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비하면 턱없이 자리수

가 부족한 게 실이기 때문

디지털 열람실 이외의 시설에 해서는 잘 모르겠음.

많이 이용하지 않아 잘 모르겠음.

동 상 강의 자주 다운

개인자료를 같이 보고 싶은데 그 지를 못하다.

검색속도가 다소 느림

무 개방되어서 황당합니다. 화 집  안 되고 사람 치 보임.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노트북 실을 이용하고 싶지만 재 디지털 열람실 이용함.

많은 상 을 두었으면 좋겠다.

최신 화  다양한 화의 업그 이드가 느리다.

형식 이다.

소함, 조명 어두움

사람이용 없다.

이용시간이 3시간 내로 제한되어 있어 불편함.

구성/내용 미흡, 로그램 업그 이드 요망

몇  밖에 없어서

컴퓨터 느리다.

컴퓨터가 느려요.

소음에 방치된 공간이 있고 찾기가 어렵다.

소

소음이 발생

시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시가 몇 번 없음)

인당공간이 다소 소함.

비교  시설에 해 만족

좌석부족

시끄럽고 어수선함

자리 없을 때가 많음, 조  더 확 하 으면.

방음시설 부족

자리부족

인터넷속도가 느리다.

1. 약시스템 설계개선 :지나친 사용자 욕구 침해 2. 3면 시스템 증설  : 수요 비 자원 수량 부족. 

3. 사용자 에티켓 리: 과도한 결례자에 한 극 응

주요국 언어 사용불가(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몇몇 열람실 컴퓨터가 낙후되어서 무 느리다. 

1. 컴퓨터 속도가 느림. 2. 컴퓨터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좌석이  장기간 방치. 빠른 수리 요망.



 부 록 ●  275

낙후된 장비

로그램이 업데이트가 필요

개방

느려요

인터넷속도  미리 약하는 사람이 많아 이용이 어렵다.

PC자체 속도가 무 느림.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

공간부족으로 시설확충필요

공간이 소해서

노후화 된 pc가 많음.

학생들의 스터디룸으로만 활용되는 것 같다.

방음

여름에 무 더워요

원하는 DVD가 부족하고 좌석에 따라 이용해 볼 수 있는 미디어 종류가 제한 임

좌석확보가 필요함

인터넷 속도가 무 느림(디지털열람실)

컴퓨터마다 속도차이가 무 큼. 느린 것은 무 느려 속도 빠른 몇몇 피씨를 제외하고는 주 에서

도 디지털 열람실보다 개인 노트북 선호함.

사용을 안하는 거 같아서

노후된 PC

주변이 시끄러워서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용이 불편하다.

시여부를 모르겠다.

사용하는데 제약사항이 多

6, 7, 8번방 방음이 잘 안됨

어딨는지 , 뭘 하는 곳인지 통보X

인터넷 검색이 매우 느림

OS 보안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컴퓨터 CPU  ATON으로는 갈수록 벅참. 느림

시끄럽습니다.

컴퓨터처리속도느림 

미디어 자료실 큰 화면을 이용하기 어려움.

시설 확충해야 한다

개인별 공간 마련 필요

화 재생시 업데이트 창 뜨는 오류로 간에 계속 멈춘다, 없는 화가  무 많다(소장X), 홈페이

지에서 화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DVD 시간이 길지 않아서

불필요하다고 생각

인원수 규제

낮은 칸막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소음이 무 크게 주 에 들림

일체형 컴퓨터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검색에서 종류별 이용정보가  없다는 (역사,  과학, 술, 세계경제 등등)

이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오류가 많이 뜸. 한 매우 느림( 이어 13 버 이 나왔음에도 불

구하고 재 9버 을 사용함)

컴퓨터가 매우 느림

이용자가 많이 없다. 공간이 낭비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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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큰소리로 떠들거나 휴 화 사용으로 소음 유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한 한 책 

구. 세미나실 내부소리가 외부로 들려오는데 따른 불편 래 (세미나실 방음처리 책 구)

이용규제가 무 심해요.

미디어자료 이용 시 논문 열람 속도가 느리고 에러가 자주 생김

열람실 간격이 무 가까움. 복합상 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크기가  쓸데없이 큼. 다국어실은 몇 

만 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세미나실이 방음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컴퓨터가 무 느리다. 인터넷이 에러기 날 때도 있다.

IPTV에서 성방송이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캐   복사기 구비

반 으로 좌석 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복합상  규모 축소와 개수 증가

최신 화 등 자료 확보 지속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자료이용실은 쾌 한 감상을 해 조명을 으면 한다.

아무래도 기기가 노후화되었는지 느립니다.

미디어자료이용실 화를 더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국어정보실의 이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더 친 했으면

컴퓨터, 인터넷 속도의 질 개선

인터넷 무느려요

체 으로 인터넷이 느림

미디어센터와 복합상 끼리 모여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PTV는 등받이 없이 

앉아서 보려니까 힘들어요. 세미나실 6~8-소음이 심함. 방음이 잘되었으면 함.

세미나실이 좀 더 많았으면 합니다.

기기  서비스 개선에 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구형 컴퓨터들도 얼른 교체했으면 좋겠고, 건물 내 공기 청정이 잘 유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연장

디지털 자료실 자도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이 되었으면. 이용시간을 18시 이후도 늘

려주세요.

린터가 가까이 있는 좌석은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면이 있다.

미디어 자료 이용실 최신 화

자료의 최신성, 다양성

공간 내 공기가 깨끗하지 않다(환기 시설 개설 필요)

pc성능  인터넷 속도 개선이 필요함

디지털 열람실의 각 좌석에 콘센트가 구비되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충 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국어 정보실 컴퓨터가 무 느림

좌석 칸막이 사용 부탁, 소음 이기, 넓게 이용

세미나실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물품보 함과 이용증발 실이 주출입구(지하2층)에 같이 있었으면 이용에 편리할 것 같음

디지털 열람실 컴퓨터 이용시간 연장을 가능  했음 한다.

편집시 컴퓨터 성능 개선

세미나실 에어컨 설치

세미나실, 미디어자료이용실, 디지털편집실, 스튜디오 치가 좀 드러나 있으면 함

일일 이용증 카드의 소지가 편리하도록 해주셨음.

지하철에서 치가 먼 것 빼고는 매우 만족

2.3 공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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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약인원이 무 많아서 3-4명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미디어자료이용실 의자가 불편하다

 시설사용 process가 불편합니다. 특별히 카드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일일이 재발 을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ID/PASS WORD로 가능하지 않나요?

공기가 쾌 하지 못해요

이용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첫 방문인데 굉장히 쾌 하고 깨끗한 것 같다. 

자료를 더 확보(DVD등) 검색 편리성 강화

세미나실 조명이 무 어둡다. 세미나실 이용율에 비해 실수가 무 다. 

장기이용자에 한이용상의인센티 가있으면좋겠음. 

세미나실(패 티, 인원수 다 불만)

패 티 엄격함, 이용 불편함

미디어자료실 의자, 공간 시설 마련, 헤드폰 낙후(개인 헤드폰 사용허가)

디지털자료이용실 스캐  필요함

세미나실 6번이후의 등이 어둡습니다. 여름에는 무 더웠어요. 

각실의 기능과 사용법을 몰라 근이 쉽지 않다. 

얼마  유리벽이 손된 이후로 그쪽 디지털열람실은 무섭네요. 완벽한 보수 부탁드립니다. 쓸데없

는 조명 끄고, 신 실내온도를 쾌 하고 환기 쾌 하게 해주세요. 필요없이 켜진 등과 화면이 무 

많아서 기낭비 우려됩니다. 

직원이 친 했으면 소비자가 왕이다.

무선인터넷이용실 좌석이 조  좁은편, 여름에 해가 들어서 무척 더워요, 복합상  앞에서 말했듯 

2인실 증설, 무엇보다 월요일마다 쉬는 게 무 불편해요. 운 시간도 6시 이후에도 계속 했으면 좋

겠어요. 

회의실 이용시 소음

이용경험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음.

미디어자료이용실 컴퓨터 성능을 1년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주세요.

미디어편집실 조명이 어둡습니다. 화를 보지 않고 편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은 좀 고

쳐졌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자료이용실 좌석수가 더 늘어났으면 함

다국어정보실은 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한다. 존재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노트북 이용실의 테이블 배치

Notebook seats: need more space, especially middle seats.

화자체가 환상 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오고, 그래서 체 으로 산만함. 

1. 좌석을 넓히고 2. 독립형으로 (개방은 하고) 3. 여는  자동기계화의 확 (도서  직원이 DVD  

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음)

세미나실 소음이 밖으로 그 로 방출

미디어자료실에서는 최신 자료가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구비하면 홈페이지나 게시 에 공개했으

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실 이용 명수 제한이 무 많아요.

세미나실 냉방 가동률 낮음

국립도서 임에도공간이부족하다는생각입니다. 

)[동국정운]을 보고 해당 자가 복사가 안되니 낱낱이 그려갈 수도 없고..

본  노트북 열람실 WIFI 속이 자주 끊김

편집실 좌석확 , 재 5 좌석만.

세미나실 늘려주세요

디지털 열람실의 컴퓨터가 무 느립니다. 동 상 강의 등을 시청 할때  화면이 무 끊어짐.

여름에도 체 인 도서  실내 환기가 순환이 잘 안 된다. 새로운 순환시설을 보충할 것. 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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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도서 , 동 문도서 , 서울시 각 소속도서 은 린트에 스캔시설이 되어 있음. 왜 국립 앙도

서 에는 없는지 궁 합니다. 

미디어자료 이용시 로그램이 3개로 제한되는 을 개선하여 주시길

주겨별 미래 측 마스터 이 있는가.

복합상 을 더 만들어 주시고 공간이 무 크고 객수 어요. 아 씨들 약하지 않고 주무셔서 

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다국어정보실에도 헤드셋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열람실 컴퓨터 사양 좀 업그 이드 해주세요. 넷북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컬러 린트, 체 안 되면 일부만이라도

상과 음향의 스튜디오 기기가 디지털이라 처음 사용방법이 어렵다.

디지털 열림실의 컴퓨터 속도가 느린 편임으로 속도의 업그 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의자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마우스나 리모콘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청결, 생

음향 스튜디오의 메뉴얼  믹서의 사용이 불편하다(디지털이라 처음 근성)

이용과 기기사용 설명 코스개설

컴퓨터 개인 칸막이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개인 책 반입이 허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 공간을 이용하는데 재 와서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공간도 많고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

다.

노트북 이용실 외에 이용한 곳이 없어서 모르겠음.

휴식공간이 부족

컴퓨터 속도 개선

인터넷 속도가 무 느림

os:xp 와 키보드 그리고 이용처리의 효율  그리고 나은 것으로 변경

컴퓨터 기기  dvd자료들의 낙후, dvd 최신 화 업그 이드 필요

다국어정보실 소하고 어둡다.

화 통화나 소음에 한 철 한 규제 필요

간단한 음료 간식

기기 성능의 향상이 가장 요, 개인 해드셋 꽂을 수 있도록 open해주면 좋을 듯

iptv 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다국어 정보실은 별로 유용하지 않은 듯

세미나실 6,7,8, 소음 차단이 제 로 되지 않아 그 근처에서 컴퓨터 이용 시 불편합니다.

물품보  장소가 디지털열람실과 멀어서 불편함

컴퓨터 교체시간이 무 길어 시 를 따르지 못하므로 지원을 늘리고, 교체를 3년 정도에 해 주었음 

좋겠다. 

노트북이용석 좌석이 조  더 간격이 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음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한다. 

디지털 자료실 1일 1회 열람시간( 재 3시간)을 연장(4~5시간) 요망

다국어정보실의 경우 이용한  없음(홍보부족)

물품보 함 복도가 무 좁아 두 사람 비껴가기 곤란

햇빛 채 이 차단되지 않고 무 환한 좌석 있음.

편집실 좌석 개방 확 , 재 5석만 인터넷 가능

디지털 편집실 인터넷 필요

재 이용률로 볼 때는 공간의 필요성이 50%이하로 축소를 요함

총수요 비공간의 성은 체 인 데이터 등이 제될 필요가 있어 임의사  의결은 한계 있을 

것임. 

지하 2층에 있는 장애자용 화장실에 옷 는 가방걸이 설치 요망

맞춤형TV 공간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이용시설로 환해주세요. 

세미나실 이용자들의 소음으로 방음조치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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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상, 음향 스튜디오는 최신장비 교체

로그램이 부족

자유통행

컴퓨터가 느려요

미디어자료이용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으면 합니다.(방송, 교육)

컴퓨터 속도  용량확  요망

세미나실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음.

스캐 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트북이용실 간격(  사람과의)간격을 넓 주었으면 함

세미나실에 세미나 자료가 책이라는 이유로 반입 지한 게 가장 문제 있다. 디지털 편집실 왜 인터

넷 안 되는 PC가 있을 수 있는가?

방음시설 미비(세미나실)

디지털 열람실의 컴퓨터 기기성능의 보완이 필요함

공간/시설이 면 에 비해 좁은데 자리 좁아. 가끔씩 소음 발생이 남(세미나실 등)

디지털 자료실 몇몇 피씨 속도가 무 느린데 교체해주세요.

최신 자료를 많이 비치했으면 

미디어 센터에 한 홍보나 근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트북 좌석 간격을 넓히면 좋겠다. 시설 내 소음 발생 시 규제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남자 화장실이 무 작아요. 지하 1층

약을 할 때, 창에 컴퓨터 약 시간이 뜨면 좋겠다. 자투리 시간 약할 때, 약 차가 조  번거

로움

인터넷 속도 향상

스튜디오 이용에 한 제약사항이 많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

입구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안내표시가 더 자세히 있었으면 

노트북이용실 좌석 더 만들어주세요.

약사항에 해서 문자서비스 발송이 된다면 더 편리할 것 같다.

다국어정보실을 보면 외국인보다 국내인이 더 많은 것 같다.

ATON 교체 필요, 헤드폰 낡은 것 교체, 1회용  비닐커버 필요

미디어 센터는 구석에 있어서 이용할 때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내 이  제 로 되길

디지털 편집실의 경우 컴의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기억. 큰 이미지 사용시 포토샵이 버벅

조  덥다

방음필요

DVD 보는 시간 늘려주세요. 2시간 넘는 건 다 못 요.

더 많은 자료 구비 요

로세스가 느려서 편집하기 편리하지 않다.

디지털열람실에서 구형 컴퓨터는 무 느리다. 교체 필요성을 느낌 .

디지털 열람실의 기존 PC 교체, 속도가 느립니다.

미디어자료 검색 SW 개선 바람. 약 SW도 불편함.

디지털 열람실 컴퓨터 무 느려요. 약 시스템이 이상해요. 3시30분~ 약이면 10분부터 약 가능

한 게 이상합니다.

PC기기가 무나 최신성이 떨어져 있다. 매우 느리며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국가 도서 ( 표 디지털

도서 )인데도 불구하고, 최신성이 떨어져 매우 실망스럽다.

재 이용한 바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속도가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이용실에 좌석이 늘어나고, 노트북 이용가능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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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문제( 화 등)

재의 시설로 충분하지만 나 에게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생길 것으로 기

세미나실 더욱 확충

추가 세미나실

3-4명이 같이 앉아서 상자료 볼 시설이 있었으면 함.

폐쇄형 음악감상실

매

컴퓨터의 성능을 더 좋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인문학 강의 등 공개 강의 기회 자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E-book 자료를 최신자료&분야별로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핸드폰 통화 할 수 있는 공간

다수 사용하지않는 시설 철거  디지털 열람실, 다국어정보실 공간 증

흡연시설 보완

린터 개수(휴식실)

형모니터 좌석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휴게실이 없어요.

어학 자료실(미디어자료실은 이용이 불편해요)

온라인 원문 db키워드 검색 복잡성, 자료의 최신성

놀이방, 아이들 공간

휴 기 충 할 수 있도록

커피 랜드 말고 좀 렴한 것으로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상 , 책 여할 수 있는 시스템, 여기

간이 짧더라도 미납시 액 (벌 )지불

외부 책을 반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회의실

ucc스튜디오 시설 확충

디지털 열람실 좌석수 추가

핸드폰 충  공간

디지털 열람실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인터넷 속도 강의 듣고 있을 경우 로딩이 무 길어서 서류작

업 따라 강의 들을 수 있는 곳 따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편리한 의자(휴식공간)

휴식공간, 화부스

휴식공간(커피 등)

카페

휴 폰 통화 공간

세미나실 추가 바랍니다. 

일반인의 컨텐츠 생산을 장려하는 교육이나 공간이 있으면 합니다. 

세미나실 확충

개인공부책 반입 허용

식사가 매우 부 함. 의 조달청 음식과 100% 비교됨. 리필도 거의 잘 안 해주고 반찬 무 게 

주고, 잔소리만 많음

직원이 책이나 기타(개인챙김)를 병행했으면

자 기 커피 뽑으려면 본 까지 가야해요. 자 기 필요합니다.

Bakery

스캐  문공간, VOD 서비스 (PC에서 바로 시행 가능하게끔)

2.4 디지털도서관에서 향후 추가로 제공되길 바라는 공간/시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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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외국어 리스닝 할 수 있는 오디오공간. 

Librarians who are specializing different subjects or more training is needed for the current employees.

방석과 책반침 (높은것)

지하 1층 출입구 근처에 이용카드 반납기기 설치요망

4인 이하 세미나실

지하2층, 3층 휴게실

커피집, 도넛집

실내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

간단한 음료자 기, 본 에만 있다. 

개인노트북사용시설 디지털도서 크기가커졌으면좋겠습니다. 

스터디 목 으로 사용가능한 룸(4인 구조)

휴게실

세미나실 확

세미나실 컴퓨터실 설치 

공간, 시설 등은 만족함

문화시설 부족, 지상 휴식공간 확충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열람인들이 바라는 것은 회화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무하다는 것이다. 

재의 디지털 도서  설계에서 시공까지에 이 계획이 포함되었으나 건설공사 에 포함이 되지않고 

재까지 도서 을 이용하고 있음. 큰소리 내어 발음 능력을 청취할 수 있는 부스가 필요

친 의 덕복은 교육이니 인사부터 배우길

휴식할 수 있는 소 필요

지도책은 구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끔있는 시설물의 고장만 신속히 처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간단한 매 , 본 매  무 멀어요. 

fax송신 할 수 있었으면(fax 기기 비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변경하라

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CAFÉ

디지털 열람실 외 공간에 휴게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공간

보지 못한 다양한 매체시설들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공간을 확 /쾌 성 보강 필요

세미나 실과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좌석의 확충

휴게실 자 기 등

잠깐 숙면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정도

ebook처리 련처리 방법과 나머지 기기를 장애자 이용에 좋은 것으로 변경

스캐

3면 컴퓨터가 이용 수가 부족한 편, 이용시간을 늘려주거나 공 수를 늘려주었으면 함.

이북 단말기의 보 이로 이북 콘텐츠 사용 활성화: 시간 당 해당 기기의 여 등

재공간이라도 최 의 구성으로 보완, 개선바랍니다.

휴게실 자 기 등

휴게실 (통화하러 밖에 나가기 불편해요)

쉽터

노트북 열람을 좀 더 조용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서  간쯤에 완  방음되는 화박스 2개 정도 필요

지하 2층 화장실이 비좁음(변기가 두개 밖에 안됨. 하나정도 더 필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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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사양향상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부족

자 기

1. 약시스템개선 2. 열람실 3면 시스템  컴퓨터 증설 3. 야간도서  공간  컴퓨터 확장  증설

식당 메뉴의 질이 가격 비 형편없음(특히 백반의 경우)

모바일 연계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휴게실

휴게실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 받을 공간

휴 폰 등의 충 시설

도서 내에서 화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면개방 아무나 출입 음악실 개설

추가 인정수기 

최신컴퓨터 속도

3D 린터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화통화 시 외부 공간 필요(지정 장소 등)

자유로운 분 기는 좋으나 에 비해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 도서  이용규칙에 한 제재나 안

내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2~3명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 PC 사용  목 , 방음시설 확보

노트북 이용실의 규모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음료 자 기 시설(휴게실), 음악감상실

매

세미나(소규모 인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요청

세미나실은 최소 4명 이상이 이용 가능한데, 2~3안도 간편하게 얘기 나 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휴식공간, E-book 실

디 러리 검색 시스템에서 소장 치분류가 '본 과 디 러리"로 나뉘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더 편리할 

것

방음시설된 공간확보로 스피킹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 숙지 공간 필요

화통화 가능한 공간

여가 되는 시스템

외국어 청취 가능 TV 댓수 늘리기를 바란다.

세미나실 추가 확보  노트북 이용실 개인 공간 마련

IT 련 최신 기술, 동향에 한 정보제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mart phone과 연동해서 

컴퓨터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공부 공간(이 곳은 개인책 반입 허용)

복합상 실을 늘려주세요.

2~3인 소규모 세미나실 신설

디지털 도서  지하3층에 커피 자 기  요망!

2~3인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학술데이터베이스 확충  이용자 안내 

음료, 간식 자동 매기

크 마와 같은 디지털 북 용 뷰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핸드폰 통화 공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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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검색 는 상세검색이 좀 더  구체 이었으면… 를 들어 '논문'만 검색할 수 있다던지, '책 형태

'로만 검색할 수 있던지

지 도 충분히 괜찮은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 임.

출입 번거로움

무 빡빡함 (시스템)

디 러리 속도가 무 느리고 에러 자주 발생

컴퓨터가 느리거나 미디어자료실은 DVD 자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가 최신 것이 아니라서 느립니다

음식물 반입 같은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 많아요. 좀 처벌이 필요할 듯합니다. 

신속성

디지털열람실의 인터넷 속도가 무 느리다.

디지털도서  주출입구 출구시스템 통제

시스템의 속도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컴퓨터 처리속도가 무 느리다

1. 이용증하나로 물품보 소, 좌석 약. computer의 login까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2. 약pc화면은 

넓은데, 씨는 콩알만하다. 더 키워주기 바란다. 3. 약pc화면의 program을 개선하여 형, 일체형 3

면(PC)를 한 번에 보고 약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어폰 선 교체 등 정기 검 요망

직원들이 매우 딱딱하고 사무 임.

디 러리 속, 이용 속도 개선, 자료를 더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최신자료, 다양하게)

좀 더 편리한 구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사용으로 생 리 필요

검색시스템 단순화(자료 쉽게 찾을 수 없다), 속도 개선

디 러리가 좀 더 빨랐으면

진상이 무 많아요(손님 에) 그런 손님은 패 티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시스템 화면이 체 화면에 비해 무 작다. 크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시설 이용 후 12시가 넘어야 다시 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불편

인터페이스가 불편.

이용시간을 18시 이후로도 쓰게 늘려주세요.

엘리베이터 2층도 열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검색, 인터넷 속도가 느림

원문의 db키워드

속도가 느림

디 러리 이용 시 속도가 느리다.

기기사용 방법 안내 필요함

기기사용 안내가 어려움

3.2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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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분실물, 도둑질에 한 극  도움, 해결책 필요

인터넷이 무 느림

페이스북 속 등 일부 사이트의 인터넷 이용 시 속도가 느립니다.

직원들 안내방식이 무뚝뚝하다.

더 많은 책이 자책으로 으면 좋겠다. 

디 러리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며 검색과 자료열람 과정과 연계할 수 없는지

일부 직원의 서비스가 불친 합니다. 분명 자신이 처리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소 이 아니라고 회피

하 습니다. 결국 다른 직원에게 문의해서 처리했네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세미나실 이용 린터 사용이 안된다.. 지하2층 계단  직원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나이든 사용자들을 해 안내가 좀더 직 이고 친 하면 좋겠다. 

일부 인턴  계약직 직원 서비스 제공에 해 문성 부족

직원의친 도(소수지만 귀찮아서 다 안된다고 하는 경우 있음), 세미나실 이용시 린트 등

검색속도가 매우 느림, 스마트폰 어  더 빠름. 스마트폰 활용시 와이 이망 구축 는 정비가 필요

직원분이 업무에 매우 불충실하시고 최소한의 고객배려도 없었습니다. 기분 나쁜 언행과 행동이 잦습

니다. 문제에 한 해결의 의지가 없습니다. 

헤드폰, 마우스, 키보드 등의 리(청결) 

DB가 많지가 않아요. 외국의 학수 으로 좀더 많은 DB를 무료 람할 수 있으면 좋을 듯(사회과학)

노인 이용시 불편사항 개선

컴퓨터 속도 느림

컴퓨터속도가 무 안 좋다(동시 속이라도 문제가심하다) 시 히 개선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이고, 지 상황이면 기존의 이용인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에게 포토샵이 설치된 컴퓨터를 물어봤는데 잘 모르고 있어 제가 찾아서 갔습니다.

약시스템에서 몇시간뒤 좌석 약을 하면 그 시간 라도 다른좌석 약이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디지털열람실PC 온라인속도가 조  느리다. 녁6시 마감에서 좀더 열람시간을 늦추는게 좋을 것 같

다 .9시까지 이용했으면 좋겠다. 

Need specialists different and various areas. 

간혹 이용자 에 불편을 끼치는 사람은 방치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귀찮아한다고 생각될 정도의 태

도를 보인다. 물리 이 아닌 은근히 신경쓰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무 심하지 않았으면 좋

겠다. 청원경찰을 훈련( 화법 같은것) 이런 사람들이 편화 되는 것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디지털 열람실 컴퓨터 사양 보강 필요, 칸막이 등 개인 이용공간 보장시설  보강 필요

검색엔진 개선, 국회도서 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속도 향상

와이 이 속시(자리 이동시) 매번 아이디, 비번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

속도

직원들이 표정이 없고 문의를 하면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스터디룸 개선 필요

컴퓨터 사양 개선

인터넷 속도 개선 향상

직원의 고객 응  서비스 향상  컴퓨터 시스템 성능 개선

인터넷이 무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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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검색이 느림

모바일로 디 러리 사이트 속시 자료검색이 안되는 것이(앱을 통해서만 가능) 불편합니다. 

구도서 과 디지털도서 의 거리가 멀어서 유기 인 이용이 불편합니다. 서로 상호 편리한 새로운 시

설을 갖춰서 이용자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주십시오. 

화장실 깨끗함. 직원분들이 친 하지 않음. 서비스 련교육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검색속도가 무 느린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친 하고 웃는 이용자 서비스 필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강좌가 필요하다. 주 1회 이상 다양한 로그램

이메일 작성시 외국어로(일본어) 메일 보내는 것이 힘들고 불편함, 컴퓨터에 외국어 변환기능을 디폴

트로 다양하게 셋 하면 좋겠습니다. 게임 련 기사나 콘텐츠 열람이 지되어 있는데,,, 재고하여 

주세요.

인터넷 속도에 한 LEVEL UP이 실함

다양한 문  강좌가 필요하다.

직원들의 친 성이 많이 떨어진다. 친  교육 필요하다.

컴퓨터 속도가 느리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음.

도서 약이 당일 되지 않아 본  1층으로 이동해야함, 개선필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 많이 불편하다.

일반  처리하는 os 7으로 변경 xp는 옛날 것, 키보드 변경, 그리고 장애인 디지털 도서  이용에 크

게 부 합

일일 발 증 반납이 2층에서만 되어서 불편함.

이용시간 연장

인터넷 속도 더 빨랐으면

속도개선, 로그램 미미

속도개선

교육/문화 로그램의 청강자 최  인원 확  필요

직원분들 매우 친 , 디 러리 환경이 매우 드리고 최 화 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용시간에 지장

해킹 같은 보안이 걱정됨.

약하는 법이 조  어렵습니다.

인터넷이 다소 느림

소음을 내는 이용자(상습자)에 한 강력한 제재 필요(심지어는 노래 부르는 노인도 있어요)

컴퓨터 성능개선

정기 인 시스템교체, 정비가 필요

1. Virtual Disk가 지원하지 않는 동 상 구 환경 별도 비.  2. 노트북 여 시스템 개선 : 노트북 

컴퓨터 수 , 수량, 여시간 3. 디 러리 검색기능개선 : 결과보다 분석 으로. 4.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고는 감사하지만 국가 표 환경으로는 부족

디지털열람실 개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모바일 연동될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합니다. 

1. 컴퓨터의 오작동에 해 잘 몰라서 문기사가 올 때까지 오래 기다린 이 있습니다. 간단한 수

정정도는 직원이 담당할  알아야. 2. 9~6시까지 운 하는데, 직장인들을 해 녁시간을 좀더 길게 

개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자료가 좀 늦게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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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토를 하여 해제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좀더 미국식 수  높게

디 러리 마감이 빨라요.

노트북이용실 자리개선 필요( 무 개방되어 있음)

컴퓨터 속도 향상 바람

체로 친 하나 처음 오는 분들은 생소하니 자세히, 구체 으로 안내해주시면 감사. 

컴퓨터 속도가 느림

스캐 , 제본(스 링)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었으면 좋겠다.

컴퓨터 업그 이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웃어야 한다. 스마일! 그리고  SW나 기타 하드웨어 고장난 것 업그 이드 

바로바로 안고치는가요? 산 타령만 하고 계시던데. 그러하라고 만들어놓은 디 러리 아닌가요?

직원 분들도 사람이니 힘든 건 알지만, 무표정하게 답하거나 하는 행 는 한국 최고 도서 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컬러 린트비용(A4 1장당 500원)이 비 . 200원~300원으로?

문 인 로그램이 무하다. 콘텐츠의 확충과 다양화  필요

인터넷 로딩이 느려요

인터넷 속도가 조  느리다. 홈페이지 속시 구성이 복잡하다.

속도 향상, 기기 볼륨 하향 조 , 헤드셋 밖으로 들리는 경우 多

형화면 공간/기계수가 부족해 보임

가꿈 오류가 발생할 때, 그에 한 안내가 제 로 이루어졌으면

시스템 업데이트가 느린 것 같다. 인터넷 속도나 자료의 최신성도 떨어지는 듯하다.

스튜디오 활용 안내에 한 깊이 있는 동 상 안내 필요

컴퓨터마다 인터넷이 되고 안 되고, 국회자료 이용가능한 컴퓨터 좌석 따로  있고, 핫메일 열리는 좌

석이 있고 없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컴퓨터 번호마다 뒤죽박죽입니다.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메뉴 구성이 다양하지 않음. 정확한 네이 을 모를 경우 찾기 어렵다. 미리보기가 있었으면(연  검색 

등)

인터넷 속도가 무 느림

국립 앙도서  로비에서도 디지털 열람실 약 가능하게 해야 한다.

DVD 시간 늘려주세요. 2시간 넘는건 다 못 요. 컴퓨터 속도

속도개선

이용자  가끔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 하셔서 주의를 주셨으면 함.

PC화면 등 Hardware는 좋으나, 필히 마우스 좀  제일 좋은 것으로 교체해주십시오. 손목이 무 무 

힘이 들어갑니다. 옷 잘 챙겨 입고 지퍼 내린 꼴입니다.

검색  약 SW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해 재구축

기기 속도가 무 느림

기기  자료 사용방법에 한 안내가 무 생략되어 있다. (각 PC 좌석에) 자세하고 에 띄게 안내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서직원보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모습만 자주 보인다(데스크) 국가도서 임에도 불

구하고 사서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보다 문 인 정보 사 안내를 받을 수 없어 매우 불만

이다. 기기  시스템을 최신버 으로 업데이트 해주었으면 좋겠다. 

디 러리 속  검색속도가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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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외국 DB 확보(학술정보)

자료 여

앙도서 이 아닌 다른 도서  것은 뒤쪽에 있었으면 한다. 

컴퓨터가 느려서 원문 보는데 시간이 무 오래 걸립니다.

근이 원활하도록 시스템 상황 체크

컴퓨터 처리 속도 증가 ( 무 느리다)

자책도 지속 확  부탁드립니다.

최신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문DB 보려면 속도가 느려서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 어떤 원문은 목차도 없어서 불편하다. 자책같

은 경우에는 보고자 하는 교양책들 종수가 많지 않아 컨텐츠를 늘렸으면 좋겠다. 

최신성이 필요. 이용 방법 변경

다양하고 충분한 콘텐츠가 비되었으면, 문화시설들도 이용하고 시민복지 차원에서 좋을듯

자잡지  자책 콘텐츠 수를 늘려주세요/ 체화면시 한 에 들어오게 는 화면 확 시 이용을 

빠르게

dbpia,국회도서 은 부 자료제공 하는데 여기는 제한 사용

자료 다양성 증가가 필요한 것 같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riss나 dsb등은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도 pdf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콘텐

츠 인데,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획득이 용이합니다.

정보db카피  출력

재 디지털 신문  최근 3개원만 볼수 있음, 3개월 이상의 자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음.

dvd시청할 경우 화나 볼까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뭘 야 될지 그리고 무 어지러워 보여서 

장르별로 나 는게 좋을 것 같다.

최신 자료 업테이트가 느립니다.

무엇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한 안내책자가 필요

첫 사용자가 알기쉽게 표지 이나 사용법이 힌 자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빠른 최신 업데이트

어학공부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조  알려 주는게 좋을 것 같다. 보통 어학원에서 주는 자료만 가

지고 공부하는데 이 이 어려운 것 같다. 

냉난방시설개선, 환기시설을 히 요함

More english resources are needed, I think e.g. English newspaper.

검색엔진 , 인터넷속도

최신자료의 신속한 제공

세미나실 부족

최신 상자료 부탁합니다. 

좀더 다양한 정보와 최신자료 업데이트가 필요

최신 화  화 음반이 종류별로 더 갖춰져야 한다. 

최신 화콘텐츠도 더 구비된다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좋은 시설인데 은 층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요.

문화된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지 처럼 자 인 사용방법의 명확성과 편리성에 한 사항을 향후에도 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문화된 것

문화 련 콘텐츠, 사용방법에 한 코스 제공

DVD등 최신 내용, 특히 학구 인 다큐가 부족, DVD구매를 강화할  필요성

자책이 무 부족하고 신책이 없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지만 일반 이용자와 취업 비(장애자 도움정보) 련 필요

4.3 디지털도서관의 콘텐츠에 대한 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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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이용시간이 매 6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더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구비 목록 있었으면

상자료가 아직도 많은 것 같지 않음

최신 자료 구비좀

원문만 이용할 수 있는 좌석에는 원문을 보는데 제한이 되어있어 불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하게.. 도서 에 오지 않아도..

오류가 생겨도 바로 처리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책 확충(특히 소설, 세계명작 문학집도 다 찾을 수 없음)

디지털정보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자책, 자잡지 등의 열람 기능개선 2. 최신 정보  자료의 자원 능력 향상

원문DB가 고 임. 최신 DB설치 요망

인포메이션강화 홍보알림

DVD자료가 부족해요

국회 보 자료가 연결이 되지 않고 최신콘텐츠가 부족함.

다양화와 문분야의 콘텐츠가 필요하다.

자책 부족

미국이나 선진국의 도서 처럼 도서 에 을 기부하는 인사에 해서 조각으로 인 사항을 새겨

서 후세에 하도록

스캐  필요요망

자책이 보다 다양했으면 함

최신 DVD 타이틀이 바로바로 들어와야 한다. 

인기 순  표시가 되면 좋겠다

실질 이고 다양한 자료의 비치가 필요. 앙도서 의 용에 맞는 로그램. 다양한 연령을 한 도

서  사용방법이 필요함

자책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책  자잡지의 다양한 구비. 소 트웨어 부족

외부에서도 이용가능한 콘텐츠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자료수집 주기가 느린 것 같다. 막상 최신자료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음

카세트테이  자료의 CD, DVD 등 디지털화 작업  필요

검색했을 때 일반도서라고 해서 인쇄할 수 있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자책이라서 그 다던데 그런 설명이 미리 되어있으면 일부러 찾아오지 않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디지털 편집실의 경우 포토샵 툴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경우 문가가 쓰기엔 처리 속도가 느리고 사

양이 딸린다는 생각. 세미나실 3인 부터 사용가능했으면.

콘텐츠를 고를 때 추천 메뉴가 있다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최신 DVD를 구비해야 한다

DVD 보는 장소 늘어났으면 공간 넓게 복합상 실

더 많은 자료 구비 

PC가 느려요

로세스가 느려 속도개선이 시 하다.

최신발간 책이나 문(공학/과학 련) 서 이 많지 않다 그러나 논문 등은 충분함

오페라 DVD 부족

자료는 많은 것 같으나 찾는게 힘들다. 를 들어 '여행'이라고 치면 분류가 헷갈림(논문이면 논문으

로 분류 으면)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희망도서 구입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 구입을 해

주어 이용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최신자료가 조  더 빨리 업데이트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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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시스템의 보완

우리나라를 표하고 한민국 심장인 서울에 치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도서 답게 모든 시설

이 시 가 변함에 따라 조 씩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방향 컨텐츠 제공 등도 

앞으로 제공되기를 기 해본다.

외국 디지털도서 보다 상당히 앞선 수 으로 지속 변화 리 필요

이용 약 매일하기 귀찮아요

자료 여 필요성. 무 제한

컴퓨터 시설이 업그 이드 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이용시설 홍보가 극 이루어져 더 쉽게 

이용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폐쇄형 음악감상실의 확충과 기후에 한 책

도서 에 자료가 필요해서 오는 것보다 시간 때우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국가 표도서 이 이래도 

되는건가 싶을 때가 있다. 홍보나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 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컴퓨터 사양을 높일 필요가 있고 디지털도서 으로서 디지털자료나 정보 이용을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용 규정을 철 히 용해서 쾌 한 도서 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 음식 냄새 나요.

장소 부족에 한 확  필요

이용자의 의견에 한 비  수용

노트북 이용좌석 쪽에도 린터 설치

좌석 수가 늘었으면 좋겠고 컴퓨터의 성능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자료도 DB화 되어있기 바람

좀더 친 한 서비스

체로 만족스러우며 좋은 화와 강의 기회가 있었으면.

1.일회용 회수기를 지하3층 출입문 앞에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설문조사 안내문(보 소)의 안

내가 소홀함(육하원칙에 의하기를). B3에서 안내와 본 에서의 안내, 그리고 B2에서의 안내가 상이함.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  고가 필요함.

조  더 콘텐츠가 빨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시 에 있는데, 도서 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PC 업그 이드

공부와 자료열람을 한 곳이 아닌 좀 더 개방 으로 바꿔 사람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명소가 되

었으면 합니다. 를 들어 행사나 쉼터 같은 공간을 늘 으면 합니다.

재 공공도서   시설, 교통,자료가 가장 양호해서 일주일 1~2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자료가 부족하고, 컴퓨터 성능과 속도, 컴퓨터 수를 조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편하게 바 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기로 무 복잡함.

최신자료 빠르게.

열람실 부족(6시 이후)

열람실, 개인 공부/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확충

패 티는 강력하게 일인 이용시간 3시간. 10분 이상 사용안하면 다른 자리나 다른 해결책

인터넷이 좀 빨랐으면

이용자층이 주로 .장년층, 노년층이 많기 떄문에, 20 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5.1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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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재의 시설 유지  다양한 콘텐츠 필요

이용시간을 18시 이후로도 늘려주세요. 공기 청정해주세요. 자책/잡지 콘텐츠를 늘려주세요.

dbpia 자를 사용가능하게 하길

pc의 교체가 필요할 듯

통신 속도가 조 만 더 빨라졌으면 한다.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자리를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속도 늘리고, 기기(컴퓨터)성능을 높이면 좋겠네요.

간혹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발생함, 엄격한 조치가 필요

시설 인 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속도가 상당히 느림

놀이방, 식당

시설면에서 청결하고 근성 좋으나 평일 야간 이용시간이 없어 불편

개인자리 평수를 넓히고 독서실 같은 칸막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을 하여 좀 더 편리해졌으면 좋겠다.

디지털 도서 의 이용시간이 좀 더 연장 되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정보자료를 보유한 도서 으로 발 했으면 좋겠다.

형식 으로 기기가 배포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기기들이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더 옛날 자료를 이용하기 편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홍보  설명 극 으로

얼마  세계의 국립도서  사진을 1층에서 본 이 있는데 그런 표 인 건축물이 우리에게도 필요

할 듯 합니다.

인터넷이 좀 더 빨라야 합니다. 규모도 더 커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 있도록 잔디밭에서 버스킹 류의 이번트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공연할 장소가 부족해서,,

컴퓨터속도, DVD 보는곳, 세미나실 방음처리

디지털도서  이용에 한 교육강화

꾸 한 자료 확보와 쾌 한 환경 유지

최신자료업데이트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신문 언론 등 유료 컨텐츠가 무료 이용이 가능했으면(기

정)좋겠습니다.

물품보 이 상당히 번거로운데 그 지 않고 computer 사용가능 세션을 만들어줘도 좋겠다. 컴퓨터를 

약한 후, 약번호를 까먹으면 재확인이 필요하다( 간 로세스 간편히 할 수 없나 궁 함.) 시설은 

편리하나  차갑고 인간미 없이 느껴짐 인간미 있으면 좋겠음

물품보 소 장소 소, 식당음식 더 맛있으면 좋겠어요. 지상정원 무 좋아요. 조명이 좀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책 는 학문과 련된 '문화' 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홍보가 좀더 있다면 근이 더 

쉬울 거 같아요)

좀더 다양한 최신설비를 갖춰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용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녁 6시 이후)

국립도서 으로서의 차별화된 콘텐츠 보유, 서비스 확 , 홍보

좀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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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노트북이용좌석이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국가 표도서 으로서 친 한 서비스가 편리한 시설로 국민에게 사하는 기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일부 직원의 서비스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활용, 컨텐츠의 소비에서 나아가서, 미래산업동력인 컨텐츠의 생산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

하길 바랍니다.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시스템, 좀더 개방필요, 문성 확립

체 으로좋습니다. 시설이용에 제한이 덜 엄격했음 좋겠습니다. 

방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 화, 다큐자료 스트림)

개인용품, 책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흡연구역 분리, 쉼터 휴게실

더 많은 web DB access 필요. (많은 journal  access가 막  있음)사회과학

국가 표라는 직원의 인식이 필요하고 식당 운 에 만족했으면.

은 학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고등학생들도 이용하기 쉽도록 제

도개선이 필요함. 학생들의 독서, 여가공간으로서도 제공되면 좋겠어요. 

실버 연령을 한 더 많은 배려. 

시설면에서는 훌륭합니다. 서식에서 말했듯이 컴퓨터 속도향상은 기본 수  으로 아주 취약합니

다. 국립도서 에 걸맞지 않게 한 고 스러운 시설에 맞지 않게 내실 으로 취약합니다. 시 히 컴

퓨터 속도개선 힘써주시길 간청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에 만족하고 있으나 인터넷이 조  느려진 것 같고, 이용자들 에 화통화를 도서  

내에서 하시는 분들에 한 환기와 리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되고 더 다양한 미디어 매체(CD,DVD)가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 

격주로 휴 일을 개정한 것은 정말 좋았다. 녁6시 마감보다 조  더 늦춘다면 직장인들이 더 찾아 이용

할 것이다. 노트북, 넷북도 여할 수 있게 해서 편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스마트폰 어

을 다양하게 만들어서e-book, 오디오북, 스마트폰으로 많은 도서를 열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디지털도서 만이라도 책반입이 되었음 좋겠다. 

가끔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가 있었음

서울의 여러지역에 동일한 종류의 기능을 가지는 소규모 국립도서  개설 필요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 웃는 얼굴로 응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More resources in different laguages, Access to interconnection with other libraries such as college libraries. 

국가 표라는 생각을 버리고 도서 만의 주 을 가졌으면 좋겠다. 설문자체가 국가 표에 묻어가려는 

느낌. 

디지털열람실 컴퓨터 사양이 무 낙후되었습니다. 국립도서 이란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도서  투어시 정숙, 좌석부족, 이른 폐 시간

자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콘텐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

인터넷 속도 개선

세미나실 최소인원 충족문제로 활용도가 낮다. 재 7명 최소인원을 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가

능. 

더 많은 좌석, 홍보 필요

이용시간이 연장되면 좋겠다. 

PC사용  다른좌석 추가 약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재 종료후 약  pc 에서 다시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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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룸 공간 확보(시간 3시간 제한  연장가능, 4인구죠)

외부 근성을 높 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서코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를 들면 인도, 국, 러시아 베스트셀러)

직원들이 좀더 친 했으면 좋겠고 노숙자들의 사용을 차단했으면 좋겠다. 

독립된 휴게실, 자 기

세미나실 확

세미나실 1일 이용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

자 기설치, 미니룸설치

도서 이 체 으로 어수선한 분 기입니다. 여기 기서 휴 폰벨소리 울리고, 통화하는 사람, TV시

청하며 웃는 사람 등..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직원을 보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무 느립니다. 

이용시간 녁 6시에서 10시까지 연장 필요

녁(6시 이후)에도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자책의 수가 조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자료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한국애니메

이션이라도 구비하여 외국인들이 방문할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구도서 과 디지털도서 의 거리가 무 멀고 디지털도서 에서 구도서 으로 필요한 책을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결론 으로 창조국가를 뒷받침하기 해서는 통합되고 유기 이고 세계 여

러 도서 과 유기 인 력체제를 해서 새로운 50~1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첨단 새로운 도

서 이 필요합니다. 도서 을 건설하기 한 심포지움을 열기 소망합니다. 

우리 동네에 국립 앙도서 이 있다는 것은 매우 지를 갖게 한다. 늘 고맙게 생각하며 항상 시민들

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조화와 균형 맞게 개

좋은 공간과 시설인데 한정된 사람만 계속 이용하는것 같아 아쉬워요. 앙도서 에서 자료 찾는다던

가 할땐 사서분들 친 하신편인데 디지털 도서 은 상 으로 덜 친 하신 것 같아요, 복합상  

부스를 늘여주세요. 컨텐츠를 더 다양하게 갖추어 주세요(미국 화는 꺼 밖에 없답니다.)

조  넓어진 환경이 생겨 보다 많은 사람의 이용이 가능하기를 

노인 용석 마련, 한  2007등 로그램 작동이 느림

PC방 느낌이 아닌 국가 표도서 다운 디지털정보서비스 제공하는 도서 으로 

지 도 만족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더 다양한 컨텐츠와 시설물의 추가 설치로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

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용 차 좀 간단하게.. 무 복잡해요.

디지털 열람실 확 , pc 증설

상에 맞는 다양한 로그램과 강좌 많이 필요하다/특성화된 도서 으로 발 하길 바란다/ 월 단

의 문화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인터넷 속도의 신속한 벨 업, 디지털 강국의 메인으로서 부끄러움/ 약 후 사용 로그인 까지,  

간 로그아웃 없이 나가는 경우 등 비 사용자를 신속히 체크하여 기자에게 이용편리를 제공 요망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서 정보 근성에 주력하시어 이용자(국민)가 우수하 으면 좋겠습니다. 

고학력자가 양산되어서 오히려 경쟁심의 악화를 분신과 이기심의 극치에 도달되었습니다.

공간 구성과 근 성은 매우 우수하나 디지털 기기(PC) 등은 요즘 사양과는 많이 떨어지고 불편하여 

기기 변경이 필요하다.

여러 세미나실의 기능과 사용, 약 방법을 달해 주는 코스

구 국립 앙 도서 도 이용한 이용자 입니다. 재 매우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좀 더 체계 이고 최첨단 시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책 반입이 지되어있는데 앞으로 허용되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공부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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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서 에서 찾아올 정도의 첨단 시설을 갖춘 디지털 도서 을 확 하는 동시에 IT기술 목, 선

도하는 도서 으로 자리 매김:  강북 지부, 경기도 지부 등 추가

1년  컴퓨터의 이상이 생기는 으면 좋겠고, 문구를 팔던 곳도 다시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용시간과 주차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월요일도 개방했으면 합니다.

자책 무 부족하고 복합 상 은 무 개방되어 집  안됩니다. 복합 상 을 세미나실로 해주

세요.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더욱 확 할 수 있는 최신 정보 는 사셰를 제공하는 지속 인 서비스 강화 

요망

지하 2,3층에 휴게실이 있으면 좋겠다.

식사메뉴 다양화/외부도서 읽을 수 있는 공간

흐름이 좋은 처리 결과를 보여주시고 나아가서 변경 추가 사항을 언 과 많은 이용자 요구( 화, 안

좋은 소리, 기침 등) 변한 것으로 고쳐졌으면 합니다.

지 도 시설 자료 등이 훌륭하다. 딱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없다.

재 소에 안내문이 있어 편리, 쾌  상태 유지되어 좋고, 컴퓨터 고장 없이 원활히 이용되어 좋다.

dvd 화를 최신화가 시 하다, 무 느리다, 요즘 화 비해서 최신 화 없다.

지속 인 컴퓨터 업그 이드가 필요함/캄퓨터 사용시 기기 청결 유지에 더 신경 썼으면 함

어린이 도서  구비

다양한 콘텐츠, 휘귀본

시설만 좋은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확 되어야함. 유아들도 이용가능하면 

좋겠음

디지털 도서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신 디지털 컨텐츠 확충 필요

시설개선, 더 많은 자리 확충, 교육/문화 사업 증

강남,북으로 서울에 2군데로 신축 운 되었음 좋겠음

다양하고 최신자료 구비가 되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은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은 분들에게 유익한 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고의 도서 인 만큼, 콘텐츠나 서비스 면에서도 으뜸이 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서  이름을 살리려면 직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 속하여 자료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시 를 잘 맞추어갔음 좋겠습니다. 

외국 도서 들을 보면 도서 의 야외가 매우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실

내만큼이나 야외시설도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좋겠습니다. 

지속 으로 최신에 가까워지도록 메뉴와 기기의 정비가 잘 이루어지기를

좀더 많은 분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 발 설비 도입

다양한 DVD(음반)이 애용되도록

반 으로 만족하지만  1. 반  정보기기의 업그 이드  2. 장애인을 한 시설 보강

극 인 홍보

오후에는 좌석이 없을 때가 있는데 좌석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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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시설, 많은 정보 등을 보다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1. 노숙자, 복장불량자들의 출입제한 필요.2. 지하1층의 수면, 휴식 등의 제한

디지털도서  야간이용

시설보호차원에서 AM8:30에 입장하는데 그 시간을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시는 근무자분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수고가 여기에 있는지 상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컨텐츠 다양화도 좋지만 기본 낙후된 컴퓨터 먼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 느려서 다른 좋

은 시설이나 컨텐츠를 이용하기 에 답답해서 다른 시설 이미지도 깎아 먹는 것 같습니다. 

1. 자책이나 원문DB가 유료인 경우가 무료보다 더 많습니다. 국가 표도서 으로서 무료로 자책과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 범 를 좀더 넓히셔야 할 듯. 2. 외국서 들이 좀 더 많이 배치되었으면. 

6시 종료시간을 좀더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로그램을 다양화했으면 합니다. 

디지털도서 의 컴퓨터가 좀 오래되어서 불편한데 최신형 컴퓨터로 교체되었으면 좋겠다.

더 넓게 다양한 서

DVD옛날자료들을 좀더 구비했으면 합니다. 혹은 DB

다양한 최신콘텐츠가 빠르게 구비가 되었으면 함, 어학학습용 콘텐츠도 다양화 필요, 각종 업무용 양

식  사회생활에 필요한 표 양식 등이 제공되었으면 함

최신컴퓨터  자료 확충

월요일도 개 했으면 좋겠음.

노트북 사용실 확 , 컴퓨터  인터넷 속도 향상

상과 국가  기 이란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자료와 콘텐츠가 필요하다.

종이서 의 자화

 단계의 출발은 좋은 것 같고 계속 발 되는 IT쪽의 문성에 주력해주고 3D 린터도 설치하여 

은 친구들의 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기

최신식시설이라기에는 조  부족해 보이고 멀티복합공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서 에서 개인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

세미나실 안에 선풍기 한 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컬 이터 설치 공간을 바꿔서(없애서) 다른 활용도가 높은 새 역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

다.

노트북 이용석 이외의 좌석에도 콘텐츠 설치 필요, 컴퓨터 기기 성능 향상 필요

디지털 열람실(일체형) PC 성능이 많이 떨어짐

노인들이 시간 보내거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운 의 

방안이 필요함, 한정된 시설의 효율  리 방안

국립 앙도서 의 경우 오는 사람의 목 이 뚜렷하나 디지털 도서 은 단순한 인터넷 검색이나 시간 

때우기로 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시청각실, TV실 등등) 몇몇 사람들이 세내고 쓰는 도서

이 아닌, 여러  명이 쓸 수 있게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콘텐츠 지속

화장실, 정수기 치를 알 수 있는 표지 (본  이동 통로)

좋은 시설이 많고,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다소 크지 않아 확장하길 바란다.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이 더 편하고 크고 새것으로 바 었으

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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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쾌 한 환경을 그 로 잘 유지 보존했으면 합니다.

야간 도서실 운 , 주말 도서실(본 )에 한 부분이 아쉽다. 평일 낮시간에 이용 못하는 사람도 많고, 

6시 이후에 본  자료 열람실이 좁아서 자리 쟁이 심함. 자리 정리 패 티도 필요한 듯.

국립 앙도서  인데요. 어린이를 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역은 무 멀고 주차도 힘

들고.

더 다양하고 쉽게 근 가능한 도서 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용 빈도가 낮은 공간과 높은 공간을 

잘 악하여 구조 인 변화나 서비스 근의 변화가 재빨리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극 수용하고,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실 같이 좋은 시설 홍보가 더 있었으면, 몇 년은 서울에 있어도 이번에 알게 되어 아쉽네요.

세계화된 서비스를 개하고 국제 인 도서  로젝트에 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길 바랍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

컴퓨터가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날로그 자료들의 디지털 자료화작업을 시행해서 지방도서 에서도 앙도서  미디어자료를 일

형태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음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차나 치가 까다롭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이용하려면 여기 기 

옮겨다녀야 하는게 많이 불편합니다. 자료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동선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세미나실을 좀더 세분화하여 은 인원도 사용이 가능해지길. 헤드폰 무거워요.

무 딱딱하고 공부하는 분 기 보단 편안하고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인터넷, 방송청취 가능 설비 보다 많이 구비해야 한다.

장비의 최신화, 소 트웨어 업데이트, 사서 직원의 데스크 업무 필요(미디어자료이용실)

디지털 자료  자책의 꾸 한 확충

변화보다는 홍보가 잘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VD 보는 시간 늘림 3시간 30분. 컴퓨터 속도 향상

홍보 필요

도서의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 구비되었으면 합니다. 알 수 없는 출 사의 작물들이 난무하여 

표 도서 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변화 추세를 주기 으로 확인하여 장 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응해 나갔으면 

한다. 

4층 : 과학정보자료실의 경우 문서  구비 여부는 시골  3류 학보다 못하는 수 임. 학생들은 

볼 책이나 문 서 이 무 무 수 이 낮음

최신 상 된 화 DVD 많이 비해 주세요.

이용시간 확 , 형 모니터석 확충

학술기능강화, 컨퍼런스, 심포지엄 유치 등

검색  약 SW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선 바람

다양한 정보, 시 를 앞서가는 빠른 속도의 기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 표도서 임에도 불구하고, PC 기기나 시스템이 무 구형이다. 업데이트를 해주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었으면 좋겠다. 약시스템도 이용자에게 맞춰진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시켜

주었으면  좋겠다(좌석마다 시간표시)

컴퓨터 속도가 좀 더 빠르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직원들의 친 도가 향상되고 일처리가 빨랐으면 

좋겠다.

실내환경(공기)등이 좀더 쾌 하 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매우 깨끗한 편입니다.

디지털 도서  이용시간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쾌 한 도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서분들이나 직원분들의 노고가 실하고 앞으로 더 나은 

도서 이 되기를 기 해본다.

세미나실 확충. 서비스질 개선(직원). 알바가 있는 것 같음( 문성)

쓸데없는 공간낭비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 

세미나실이나 이용증 발 하는 곳의 치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 매뉴얼을 좀더 알기 쉽게 곳곳에 배치되면 좋겠어요.

휴무일에도 오  필요

노트북 용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개방시간이 길었으면 함

디지털 시설에 한 홍보기회를 가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에스컬 이터 올라가는 것(B3에서 B2)을 동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엘리베이터는 정부 시책으로 

그 다고 하지만). 2. B3과 B2 사이의 계단  가이드가 돌출되어 있어서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

다. 지하철역과 같이 기둥이 돌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아직 국립 앙도서 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게 좋은 시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행 휴일을 매주 월요일에서(디지털도서 ) 격주 월요일로 변경을 건의드림

인터넷 느려요….

이용자 입장에서 업무  시설이 돌아갔으면.

공공시설의 의자가 청소가 어려운 상태면 질병 감염에 한 우려가 있어서 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

원문db키워드 검색어 모두다 추출 가능하게

인터넷 속도 향상 요망

주차요  인하

고장난 사물함이 무 많음

렴한 카폐테리아 확충 건의 드립니다.

세미나실 확충, 사용제한 완화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기간이나 시험을 비할 때 책을 갖고 들어가 공부할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책도 가지고 들어가

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디지털 열람실 모니터 높이가 좀 더 높았으면,,(고개가 아픔) 노트북 여도 가능했으면,,

하 기에 냉방 강화 요망

국립 앙도서 과 디지털도서 의 거리가 멀어 앙도서 을 이용하다 디지털자료가 필요한 경우 불

편하다

디지털자료실이 여름에 매우 덥습니다. 온도조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간, 체험공간으로서 선도  역할 기

각 서비스에 한 이용방법 홍보

표지 이 잘 되었으면 한다. 

화장실에서 냄새나요

컴퓨터성능 검을수시로신속하게했으면한다. 

인터넷으로 약후 로그아웃하면 다시 확인창을 거쳐야하는데 불필요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모

바일에서는 약이 안되는 것 같은데 교체 부탁드립니다. 

5.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기타 제안이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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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확충  최  인원수 변경

모든 마우스패드로 인해 마우스작동이 안됩니다. 교체해주세요. 최신자료는 개인 으로 구할 수 있으

나 오래된 자료나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클래식, 가치 있는 상자료, 음반 부탁드립니다. 

개인용품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냄새나는 노숙자들이 몇몇 있어서 불편

식당운 이 이윤만 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재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쉬는게 제일 불편함. 

자신의 책을 가지고 입장할 수 있게 하여 도서  소장되어있는 도서들과 비교해서 탐구하고 싶은데 

실은 그 지 못합니다. 일부 사람이 본인의 도서를 지참하게 했으면 합니다.

일일열람증을 올때마다 발 받는 것이 번거롭다. 연간열람증을 만들어서(스마트폰어 ) 손쉽게 들릴수

있게하면 괜찮을 것 같다. 노트북이용공간을 로비에 더 확충해서 노트북이용에 편의를 주면 좋겠다. 

출입구 쪽에 노트북이용공간을 만들어 따로 이용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업무, 학습, 오락 등등 다양한 열람을 하는 사람들에 한 구분화

지하 1층에 이용카드 반납기기 설치 요망

본  1층에만 휴게실(자 기)있어 이용상 제약

세미나실 냉방 개선, 책 들고 세미나실 출입 안되는거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바닥 카페트, 먼지 공기청정(기침남)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드라마를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 형모니터 혹은 3  모니터에서는 작업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포토샵, 일러스트, 래시 등을 일반PC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 으로 INTERNET 

EXPLOER 버 이 최신이 아닙니다.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실의 방음시설 필요, 그 지 않으면 복합상  의 세미나실은 치 이동이 필요합니다. 

디지털도서 의 DVD 등 DIGITAL 자료이용 차, 안내책자 발간요망 

도서 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시끄러운 사람, 자리 맡아놓는 사람 등 

도서 측에서 리 해주면 좋겠다. 

세미나실 확

업무 호환성 필요

그동안 PC가 느린 것이 아쉬웠는데, 최근에 PC교체 후 불만사항이 없어졌습니다. 늘 최상의 서비스

를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캐 설치, 외국어 회화연습실부스설치, 칼라복사가 고가임

최신 화 특히 화제 참가작들을 구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자료가 다소  부족한듯해서요.

약이 만석이 되었을 때는 언제 약 시간이 가능한지 알려주면 편리할 것임

산의 한계보다 운 합리화로 시스템 장비 주소 악 필요

국립도서  1층 화장실은 이용객이 많아서 방 더러워져요. 화장실이 4층에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극 인 홍보가 필요, 일반사람들이 디지털 도서 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제공하는 곳인지 잘 모

름

소음을 내는 사람( 화 통화, 큰소리로 질문하는 사람, 코고는 소리)에 해 도서  직원들의 보다 

극정인 응(제지) 있음 합니다.

식당의 메뉴(양,맛)이 국회도서 에 비해 많이 취약함/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안내원들의 친 과 문성 향상의 강화가 요망됩니다.

국립 앙 도서 의 상을 생각한다면 뚜렷한 지향 (핵심 인 포인트)가 없는 것 같다. 좀 더 다양

하고 문화된 자료와 방향으로 발 하기 바란다.

지하 3층에서 디지털 열람실 까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게 해주십시오. 오  오  시간 와 오후 클로

우즈 시간 에 만이라도 더 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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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서 인 만큼, 시설이나 환경, 쾌 한 정도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깨끗하

게 잘 유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오디오북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각 장애인들이나 요즘은 듣는 오디오북이 많이 있더

라고요.

장기 으로 각 도  특별시에 1개씩 디지털 도서 을 만들어 국망 구축 필요

10시에 끝나다보니 퇴근 후에 와서 공부나 자료를 찾다가 일  움직여야 해서 아쉽다. 야간 이용시간

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복합상 을 세미나실로

디지털 도서 의 세계 인 선도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인류 문화 발 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속도와 더욱 더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물 내부에서 핸드폰 벨소리를 통제했으면 좋겠다

컴퓨터와 자기 노트북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2개 lcd구분 처리가 보다 나을까 합니다.

시실 활용을 잘 했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시실 시들을 과감히 버리고 차라리 만화 련 세계만

화 련 부서를 만들면 좋겠다, 애니메이션

세미나실 소음 련, 세미나실 이동 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 바람

모니터 교체 작업 인것 같은데 교체된 모니터가 마음에 듬, 나머지 모니터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

었으면 함

개인자료 이용실 있었으면

세미나 이용개의 토론 시 소음이 발생(방음시설  공간이동), 화통화의 한 제약, 제지

자 도서를 간단히 볼 수 있는 소형기기가 있었으면 좋겠음

컴퓨터 좀 바꾸세요.

컴퓨터 속도가 느려요.

하루에 디지털 열람실 이용수를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 많은 이용자가 있어 가끔

은 이용을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  더 늦은 시간까지 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 앙도서  본 처럼 야간시간 에도 이

용할 수 있는 일부공간이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 홍보가 아직 미약하다. 극  홍보필요

자리를 비워 놓고 장시간 비우다 자동으로 로그아웃시키는 이용자에 한 제재 필요(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 이용안하면 로그아웃하고 자리 비우던지)

디지털도서 의 컴퓨터 spec 향상 

구내식당의 가격인하

주말에 휴 하고 월요일엔 오 했으면 바람.

도서 의 목 에 맞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의 리가 보다 극

으로 필요하다. 

휴 폰 사용규제 강력 단속요망

컴퓨터 성능개선

모든 조직의 핵심은 조직의 장이라 할 수 있다고 니다. 왜 장님과의 화, 담당자와 소통의 기능

이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하 시실에 시를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운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주셨으면. 직장인들을 해 20시나 22시까지는 운 을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2.다른 나라 도서 (미국,캐나다)에도 가봤는데 이정도의 기술과 시설을 갖춘 건 우리나라뿐인 

듯. 좋은 시설에 매우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 해 주시길 바랍니다 .3.오래  자료의 경우 편집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편집이 가능할 수 있게 좀 더 문 으로 바 길. 

약시스템의 개선, 날 약했고, 오 에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용기기가 무 획일화 되어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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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 내에 화 통화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서비스

WIFI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재 녁 6시 마감시간을 일부공간이라도 9시 or 10시까지 개방을 하면  어떨지요?

고 운 실 자료의 자화

디지털열람실의 이용시간을 국회도서 의 유사한공간과 같은 4시간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스캐  서비스 으면 좋겠고 더 다양한 서비스(최신비디오)를 요망합니다.

식당 음식질 향상 요망, 한달에 휴일, 폐  등 휴무일이 무 많음.

시설이나 반 인 모든 것은 다 좋은데 (몇몇 피씨 제외하고) 활용되는게 무 은 것 같습니다. 많

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알아도 인터넷 검색 정도가 다 인것 같은데 (이 문제는 특정 계층이 오

기 때문도 있습니다) 좀더 리 알려서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공부나 자료검

색, 자책을 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털 열람실의 좌석 수 증가, 열람시간(1회 3시간)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서  개

 시간도 오후 8시 정도로 연장 가능한지요?

교통에 의한 근성이 좋지 않은데 개선되었으면 하고, 자 거 거치 가 좀더 설치되었으면 합니

다.

물품보 실 락카(보 함) 사이 간격이 좋아 드나들기 힘들다.  가방에서 비닐백으로 옮기는 자리도 

무 좁다.

남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행 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문 배치. 다리 떠는거 입에서 소리, 코 먹는거.

냉난방을 제 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공공도서 의 디지털 자료실과 연계하여 많은 디지털 컨텐츠 제공하고 많은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상품DB를 구매한다

지하3층의 공간 활용에 좀더 고심했으면…

엘리베이터 좀 세워주세요. 환기 좀 해주세요(캬페 먼지), 안내 리 릿 씨가 작아 어르신들이 이용

하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큰 씨용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4층 열람실에서 직  펼쳐보고 책을 선택해야 할 경우인데 책이 1층에 내려가 있을 땐 미리 보고 선

택할 수 없어 불편합니다. 1층에서는 제목만 보고 신청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더 홍보하여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함

야간 디지털 도서 을 운 하 으면 좋겠습니다. 1주일에 며칠만이라도.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속도 느림

디자인 도서의 충분함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도서가 차 확 되어 가

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료 작성을 해 도서 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 책이 있어서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없는데 

본 도서 에 비치된 책은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해두고 있다면 개인 책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으면 함

외국어 안내 시설 확충, 제2,3언어 자료 확보

어떨땐 좌석이 없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와이 이 속도 빨랐으면 좋겠어요.

국가도서 이기에 문 인 사서의 정보 사안내를 받고 싶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데스크)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보다도 사서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망스럽다. 데

스크에 항상 사서들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문성 갖춘 사서직원)

개인 인 조사나 연구를 목 으로 자주 찾는데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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