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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 운  황을 분석하여 도서 의 스마트디지털 환경을 한 스마트도서  도입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디지털자료 담당자 213명을 상으로 디지털자

료 운 실태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첫째, 응답 공공도서 의 80.8%가 디지털자료실을 운 하고 있으며, 평균 

1.75명이 디지털자료 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응답 공공도서 은 개방형 와이 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5G 서비스는 

11.3%만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 공공도서 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료는 상 콘텐츠

(63.8%)이며, 다음으로 자책(53.5%)과 오디오북(53.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오디오북은 평균 781종, 상 

콘텐츠는 4,985종, 상외 비도서 콘텐츠는 3,616종, 기타 디지털자료는 626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도서  스마트디지털 환경 구축과 스마트도서  도입을 한 기  연구로서 향후 디지털 자료 활성화 방안, 

스마트도서  도입에 한 사서의 인식조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introduction of smart libraries by analyzing 

present conditions of its operation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igital materials. For this study, 

a survey of actual use of digital materials is conducted for digital material rooms of public libraries in 

nationwide and 213 persons in charge of digital material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found: first, 80.8% of those public libraries responding to the survey operate digital material rooms and 

average 1.75 person is in charge of managing digital materials and open type Wi-Fis are installed in those 

public libraties but only 11.3% of those libraries provide 5G services; second, it is found that the digital 

data which are owned by those public libraries most are video contents (63.8%), e-books (53.5%) and 

audio books (53.5%) in order. In addition average number of types of audio books 781, video contents 

4,985, nonbook contents except for video 3,616 and other digital data 626.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introduction of smart library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other study of a plan for future revitalization 

of digital materials and librarians’ awareness on introduction of smart library.

키워드: 공공도서 , 디지털자료실, 디지털환경, 디지털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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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공공도서 의 산정보실이 디지털자

료실로 탈바꿈하면서 노후한 컴퓨터가 새것으

로 바 고, 공간도 넓히는 등 다양한 디지털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 다(강성민, 2002). 2002

년 당시 도서 의 산정보실을 디지털자료실

이라는 이름으로 개실․확충한 후, 인천 앙도

서 은 월 이용자가 1만 4천명을 넘어 디지털

자료실 개실 이 과 비교하여 월 평균 40.2%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

도서 의 디지털자료실 개실  확충은 과거 

정보화 시 의 허 센터의 역할을 하 다(강성

민, 2002). 이와 같은 공공도서 의 디지털자료

실 구축은 2000년 2월 1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도서 이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부처가 의하여 도서  정보화 종

합 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통령의 지시

가 계기가 된 것이다(서여화, 2006). 그 결과, 

공공도서 은 정보화 시 를 맞아 도서  이용

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폭을 넓 주었다. 디

지털자료실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자료

를 찾을 수 있고, CD나 DVD의 출․반납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 정보매체의 변화는 도서 의 자원에 

향을 미쳤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도서

의 서비스 방식에 직 인 향을 미쳤다. 

통 인 도서 이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

동화도서 에서 하이 리드형 도서 , 오늘날

의 디지털도서 으로 발 되어 온 것이다(노

희, 2016). 즉, 인터넷 환경 변화와 IT 기기 

보 의 확 는 공공도서 을 디지털환경으로

서 정보화 시 의 허 센터라는 역할을 부여

하 으며, 디지털 정보제공과 원격 공유성 문

서의 DB, 네트워크화된 멀티미디어 정보(한

상완, 1998)를 제공하 고, 디지털자료  디

지털콘텐츠의 열람과 이용자서비스 폭을 넓

주는 등 도서 에 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최

근 10년간 디지털기술은 모바일,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AI), 로  등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

되면서(김형택, 2017), 도서 은 다시 4차 산

업 명시 의 도래에 따른 변화에 응과 

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재 도서 은 4차 산업 명 기술과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 응하기 하여 스마트도서

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도 도서  인 라 확 라는 정책

과제 수행을 해 스마트도서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과제로 설정하 다. 4차 산업

명에 비하기 한 범국가  추진체계 마

련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도서  

구 이 필요해짐에 따라, 스마트도서  모델 

구축  시범사업 추진과 모바일 디지털 서비

스 강화, 인공지능(L-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서  서비스 환경 구축 등을 세부추진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도서 정보정책

원회,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 명에 응하

기 하여 도서 의 스마트디지털 환경을 구축

하고 스마트도서 의 도입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자

료 이용활성화에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에 공공도서  디지털자료 담당 인력  

장비 황, 디지털콘텐츠 황 등의 운 실태를 

조사․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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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디지털자료실과 디

지털도서 의 실태분석과 스마트도서 과 

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 의 디지털자료실  디지털도서 의 

실태분석에 한 연구로 이지원, 김수정(2013)

은 사이버 학 디지털도서  황분석과 개선

방안에 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 학 도서  담

당자 설문  방문 면담, 도서  홈페이지 내용 

분석 등을 조사하 다. 황과 사례조사 분석 

결과를 토 로 사이버 학 디지털도서  개선

을 한 제도  정책 제안, 사이버 학들을 

한 호스  방식의 디지털도서 시스템 구축  

운 방안을 제시하 다. 한, 서은경(2016)은 

학도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보존에 

한 실태를 악하기 하여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는 4년제 학의 학도서   102

개 도서 을 상으로 디지털보존 요건에 한 

담당자의 인식과 디지털보존 실무 황  수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학의 규모와 콘텐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디지털보존 수 에 한 평

가는 높았지만, 체 으로 재의 국내 학도

서 의 디지털보존 수 은 미흡하다고 보았다.

스마트도서 에 한 연구는 주로 시스템  

기술 인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RFID  

USN,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랫폼, IoT 

기반의 스마트도서  정보서비스시스템 구   

개발에 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나(노동조, 손

태익, 2016; 민병원, 오용선, 2012; 이주화, 이

명숙, 2010; 이창수, 박상균, 안재명, 2012),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들

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디지털도서  서비

스, 스마트도서  서비스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하 다. 노 희(2014a)는 최첨단

기술을 용한 디지털도서 서비스들을 발굴

하고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의 국내 도서  

용가능성을 밝 내기 해 차세 디지털도서

을 논하고 있는 주요 논문과 기술 련 기사 

 논문 등 미래의 도서 에 응용될 수 있는 주

요 기술들을 도출하 다. 그 결과 차세 디지

털도서 의 핵심 인 기술, 개념, 도구는 클라

우드서비스, 무한창조공간, 빅데이터, 증강

실, 상황인식기술, 구 래스, 명  디스

이기술, 개방형의 연결된 콘텐츠제공방식이 

될 것이라 주장하 다. 이와 함께, 김태  외

(2017)의 연구에서는 도서  스마트 디바이스 

유형을 모바일․태블릿, 가상 실․증강 실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

이스, 3D 린터․스캐 로 도출하 으며, 문

헌조사  온라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

스를 용한 국내외 도서  서비스 황을 분석

하 다. 황분석 결과와 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토 로 도서  구성요소인 시설과 장서, 사서, 

이용자를 기 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의 용방

안을 제안하 다.

무인 스마트도서 에 한 연구로 곽승진, 손

청기, 장근 (2018)은 무인 스마트도서 의 이

용과 운 사항, 서비스 만족도에 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미디

어 약자를 한 편의기능 개선, 무인 스마트도

서 에 한 홍보, 체계 인 운  매뉴얼의 비

치, 도서 확충  리와 체계 인 계획과 기

에 따라 설치 치 설정 등의 무인 스마트도서

 개선방안을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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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도서 의 디지

털자료(실), 디지털도서 에 해 이용자를 

상으로 이용 황  만족도 등을 조사․연구

와 스마트도서 의 시스템 구   개발 측면

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

트도서 에 한 서비스 한 기술과 디바이스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스

마트도서 의 도입을 해 공공도서 의 사서

를 상으로 디지털자료의 운 실태를 조사했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디지털자료 

리 인력, 디지털자료 련 장비, 디지털콘텐츠 

등의 운 실태를 조사․분석하 다. 디지털자

료 이용 활성화를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으며, 도서 의 스마트디지털 환경 구축과 

함께 스마트도서  도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 목 이 있다.

∙RQ 1: 국 공공도서 의 디지털자료의 

리 인력  장비 황은 어떠한가?

∙RQ 2: 국 공공도서 의 디지털콘텐츠 

운 실태는 어떠한가?

3.2 연구방법 및 절차

공공도서  디지털자료 리  운 의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첫째, 공공도서  디지털자

료실 련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 다. 둘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디지털자료실 실태를 

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 다. 이와 함께 

국 공공도서 을 선별하여 총 295개 디지털

자료실  디지털자료 담당자를 상으로 온라

인 조사를 실시하여 운 실태를 악하 다.

3.2.1 황조사 상 선정  진행 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국 공공도서  

295개 을 선별하여, 디지털자료실  디지털

자료 담당자를 상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 실

태조사를 수행하 다. 295개 도서 의 디지털

자료실  디지털자료 담당자를 상으로 온라

인 설문지를 개발하여 배포하 으며, 2020년 9

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213부의 설문지

가 회신되었다. 총 72.2%의 회신율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3.2.2 황조사 내용

설문지 구성은 이지원, 김수정(2013), 서은경

(2016), 노 희(2014b) 김태  외(2017), 곽승

진, 손청기, 장근 (2018) 등의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기존 진행되어 온 학도서  등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도서  등에 한 연구를 수정 

 보완하 다. 공공도서  디지털 자료 담당자

를 상으로 디지털자료에 한 황을 조사했다

는 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디지털자료 

실태조사 설문지는 크게 디지털자료 담당 인력 

 장비 황, 디지털자료 콘텐츠 황으로 구분

하 다. 첫째, 디지털자료 담당 인력  장비 황

은 담당자의 인력 황과 디지털자료실의 장비, 

공간 구성, 그리고 인터넷과 와이 이, 5G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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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 상 국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디지털자료 담당자

표본 수 213명

표본추출 방법 수  후 유효표본 추출

응답률 72.2%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틀 국 공공도서  선별 리스트(295개 도서 )

조사 기간 2020년 9월 17일 ~ 2020년 10월 29일 

<표 1> 공공도서  디지털자료 실태조사 설계

구분 조사 항목 문항 수

디지털자료 

담당 인력  

장비 황

디지털자료실 담당 인력 황(직렬, 인원수)

8

도서  인터넷 속도 수

디지털자료실 시설 황(면 , 이용자용 좌석수)

디지털자료실 공간 구성

디지털자료실 장비 구비 수

향후 3년 이내에 디지털자료실 폐지  리모델링 계획

개방형 와이 이 구축 여부, 구축 범 , 설치 개수

5G 서비스 도입 여부, 5G 서비스 제공 범 , 5G 구축 계획

디지털 

콘텐츠 황

자책, 정기간행물 구입 리 여부

6

구입  구독 인 디지털자료  자책, 정기간행물 황

자책, 정기간행물외 구입 리하는 디지털자료 유형

디지털자료 유형별 수량

디지털자료 유형별 열람 서비스 형태

디지털자료 용 단말기 구비  단말기(디바이스, 용기기 등) 유형(*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PC 제외)

<표 2> 설문 구조도

스 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 다. 둘째, 디지

털콘텐츠 황은 도서 에서 제공하는 자책, 

정기간행물 등의 디지털자료와 용 단말기 유

형  황 등으로 구분하 다(<표 2> 참조).

4. 분석 결과

4.1 응답자 특성

응답자는 총 213명이며, 소속기 별, 디지털

자료실 운  여부, 지역, 직렬, 직 , 디지털자료

실 좌석수, 면 별 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4.2 디지털자료 담당 인력 및 장비 현황

4.2.1 디지털자료 운  여부

설문 응답 공공도서 의 80.8%가 디지털자

료실을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

역유형별로는 군(읍면지역) 소재 공공도서

의 디지털자료실 운  비율(69.6%)이 다른 지

역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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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

체 213 100

소속기 별
지자체 139 65.3

교육청 74 34.7

디지털자료실 운  여부별
디지털자료실 운 172 80.8

디지털자료실 비운 41 19.2

지역유형별

서울특별시 27 12.7

역시  특별자치시 34 16.0

소도시 96 45.1

군(읍면지역) 56 26.3

지역별

서울 27 12.7

경기 38 17.8

강원 18 8.5

충청 27 12.7

호남 38 17.8

남 65 30.5

직렬별

사서 149 70.0

행정 25 11.7

산 29 13.6

기타 10 4.7

직 별

6 21 9.9

7 76 35.7

8 47 22.1

9 42 19.7

기타 27 12.7

디지털자료실 좌석수별

9석 이하 15 7.0

10~29석 64 30.0

30~59석 63 29.6

60석 이상 30 14.1

디지털자료만 리 41 19.2

디지털자료실 면 별

잘 모름/13~70㎡ 53 24.9

71~150㎡ 39 18.3

151~300㎡ 47 22.1

301㎡ 이상 33 15.5

디지털자료 리 41 19.2

<표 3> 세부 집단별 특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 지역 공공도서

의 디지털자료실 운  비율(65.8%)이 다른 

지역에 가장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표 4> 

참조).

4.2.2 디지털자료 담당 인력

디지털자료실 담당 인력은 도서  담당인원 

체  평균 1.75명이 디지털자료 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0.95명이 사서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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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디지털자료실 운 디지털자료실 비운

% %

체 213 80.8 2.0

소속기
지자체 139 82.0 18.0

교육청 74 78.4 21.6

지역유형별

서울 27 85.2 14.8

역시  특별자치시 34 91.2 8.8

소도시 96 82.3 17.7

군(읍면지역) 56 69.6 30.4

지역별

서울 27 85.2 14.8

경기 38 89.5 10.5

강원 18 77.8 22.2

충청 27 88.9 11.1

호남 38 65.8 34.2

남 65 80.0 20.0

<표 4> 디지털자료실 운  여부

구분 사례수
사서직 산직 기타 담당인원 체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체 213 0.95 0.23 0.57 1.75

소속기
지자체 139 0.92 0.31 0.64 1.87

교육청 74 1.00 0.09 0.43 1.53

디지털자료실 

운 여부

운 172 0.91 0.24 0.67 1.83

비운 41 1.12 0.20 0.12 1.44

지역유형별

서울 27 1.85 0.41 0.26 2.52

역시  특별자치시 34 1.00 0.18 0.71 1.88

소도시 96 0.80 0.29 0.63 1.72

군(읍면지역) 56 0.73 0.09 0.54 1.36

지역별

서울 27 1.85 0.41 0.26 2.52

경기 38 0.82 0.32 0.68 1.82

강원 18 0.89 0.06 0.83 1.78

충청 27 0.96 0.22 0.70 1.89

호남 38 0.84 0.26 0.58 1.68

남 65 0.72 0.15 0.49 1.37

<표 5> 디지털자료실 담당 인력

것으로 나타났다. 산직은 0.23명으로 다른 직

렬에 비해 낮으며, 기타 직렬은 행정직, 시설직, 

통신직, 공익요원, 기간제 직원 등인 것으로 

악되었다.

디지털자료실 운 여부에 따라 디지털자료

를 운 하는 경우(기타 0.67명)가 그 지 않은 

경우(기타 0.12명)보다 기타 직렬 인력이 더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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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내 인터넷 속도

공공도서  평균 인터넷 속도는 385.3Mbps

로 조사되었다. 지역유형별로는 역시  특

별자치시 지역(평균 466.7Mbps)의 내 인터

넷 속도가 상 으로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참조).

디지털자료실 면 별로는 면 이 301㎡ 이

상인 경우 평균 486.4Mbps로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4.2.4 내 개방형 와이 이(Wifi) 구축 황

내 개방형 와이 이(Wifi) 구축 황은 개

방형 와이 이(Wifi) 구축 여부와 구축 범 , 공

유기 설치 수로 구분하여 질의하 다.

먼 , 개방형 와이 이(Wifi) 구축 여부를 

악한 결과, 응답 도서 의 97.2%가 이용자를 

한 개방형 와이 이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와이 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

은 2.8%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  이용자를 한 

개방형 와이 이 설치비율은 일 되게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다음으로 개방형 와이 이(Wifi) 구축 범

를 질의한 결과, 개방형 와이 이 설치 도서

의 77.8%에서 내  지역 와이 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역시  특별자치

시(65.6%) 소재 공공도서 은 내  지역에서 

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다른 지역 유

형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사례수

99 Mbps 
이하

100~499
Mbps

500~999
Mbps

1000Mbps 
이상

잘 모름
인터넷 
속도

% % % % % 평균

체 207 27.2 30.0 17.4 20.2 5.2 385.3

소속기
지자체 134 29.5 29.5 14.4 22.3 4.3 386.4

교육청 73 23.0 31.1 23.0 16.2 6.8 383.3

지역
유형별

서울 27 14.8 44.4 25.9 11.1 3.7 341.3

역시  특별자치시 32 20.6 20.6 29.4 26.5 2.9 466.7

소도시 95 26.0 28.1 16.7 22.9 6.3 413.9

군(읍면지역) 53 39.3 32.1 7.1 16.1 5.4 307.8

지역별

서울 27 14.8 44.4 25.9 11.1 3.7 341.3

경기 36 21.1 23.7 26.3 23.7 5.3 447.7

강원 17 50.0 16.7 16.7 11.1 5.6 267.9

충청 26 25.9 40.7 11.1 14.8 7.4 316.2

호남 38 28.9 28.9 10.5 21.1 10.5 402.5

남 63 29.2 27.7 15.4 26.2 1.5 417.2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 모름/13~70㎡ 50 30.2 34.0 18.9 13.2 3.8 297.4

71~150㎡ 39 23.1 33.3 15.4 20.5 7.7 399.6

151~300㎡ 46 25.5 31.9 19.1 17.0 6.4 369.4

301㎡ 이상 32 18.2 30.3 21.2 30.3 0.0 486.4

디지털자료만 리 40 36.6 19.5 12.2 24.4 7.3 420.5

<표 6> 내 인터넷 속도



 공공도서  디지털자료 운 실태에 따른 디지털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33

구분 사례수
와이 이 설치 와이 이 비설치

% %

체 213 97.2 2.8

소속기
지자체 139 96.4 3.6

교육청 74 98.6 1.4

지역유형별

서울 172 97.1 2.9

역시  특별자치시 41 97.6 2.4

소도시 27 100.0 0.0

군(읍면지역) 34 94.1 5.9

지역별

서울 96 99.0 1.0

경기 56 94.6 5.4

강원 27 100.0 0.0

충청 38 94.7 5.3

호남 18 94.4 5.6

남 27 96.3 3.7

<표 7> 개방형 와이 이(Wifi) 구축 여부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호남(78.9%)  

남(66.7%)의 경우 공공도서  내  지역에

서 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다른 지

역에 비해 상 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서울(88.9%)의 공공도서 은 다

른 지역에 비해 내  지역에서 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

다(<표 8> 참조).

개방형 와이 이(Wifi) 공유기 설치 수를 

분석한 결과, 개방형 와이 이 설치 도서 에는 

평균 9.2 의 와이 이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유형별로는 군(읍면지

구분 사례수
내 일부 지역 내  지역

% %

체 207 22.2 77.8

소속기
지자체 134 20.9 79.1

교육청 73 24.7 75.3

지역유형별

서울 27 11.1 88.9

역시  특별자치시 32 34.4 65.6

소도시 95 23.2 76.8

군(읍면지역) 53 18.9 81.1

지역별

서울 27 11.1 88.9

경기 36 16.7 83.3

강원 17 17.6 82.4

충청 26 19.2 80.8

호남 38 21.1 78.9

남 63 33.3 66.7

<표 8> 개방형 와이 이(Wifi) 구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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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1~4 5~9 10~14 15  이상 잘 모름 설치 수

% % % % % 평균

체 207 38.6 24.2 16.4 20.3 0.5 9.2

소속

기

지자체 134 36.6 25.4 14.9 22.4 0.7 9.6

교육청 73 42.5 21.9 19.2 16.4 0.0 8.6

지역

유형별

서울 27 14.8 18.5 29.6 37.0 0.0 14.6

역시  특별자치시 32 37.5 21.9 21.9 18.8 0.0 10.1

소도시 95 30.5 26.3 15.8 26.3 1.1 10.0

군(읍면지역) 53 66.0 24.5 7.5 1.9 0.0 4.6

지역별

서울 27 14.8 18.5 29.6 37.0 0.0 14.6

경기 36 16.7 22.2 25.0 33.3 2.8 12.2

강원 17 64.7 23.5 0.0 11.8 0.0 5.6

충청 26 57.7 26.9 3.8 11.5 0.0 7.3

호남 38 55.3 15.8 21.1 7.9 0.0 6.7

남 63 36.5 31.7 12.7 19.0 0.0 8.6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 모름/13~70㎡ 50 50.0 30.0 16.0 2.0 2.0 5.8

71~150㎡ 39 46.2 17.9 20.5 15.4 0.0 8.4

151~300㎡ 46 26.1 26.1 8.7 39.1 0.0 12.5

301 ㎡ 이상 32 15.6 21.9 21.9 40.6 0.0 14.2

디지털자료만 리 40 50.0 22.5 17.5 10.0 0.0 6.6

<표 9> 개방형 와이 이(Wifi) 공유기 설치 수

역) 소재 공공도서 의 공유기 설치 수(평균 

4.6 )가 다른 지역유형의 공유기 수량에 비해 

상 으로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평균 14.6 )․경

기(12.2 ) 지역 도서 의 공유기 설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디지털 자료실의 면 이 넓어질수록(도서

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유기 설치 수도 많

아지는 경향을 보 다(<표 9> 참조).

4.2.5 내 5G 서비스 제공 여부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린

, 로 공학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제품

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

화하는 등 4차 산업 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주

목받고 있는 5G(5세  이동통신)(국회도서 , 

2019)에 한 서비스 여부를 질의하 다. 그 결

과, 체 응답 공공도서  213개   11.3%의 

도서 에서만이 5G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5G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50.8%가 도

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도입 비율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

서 (13.7%), 지역유형별로는 서울(18.5%) 외

에는 소도시(12.5%) 지역 소재 공공도서 의 

5G 서비스 도입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

로 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남(33.3%), 경기(15.8%) 지역 

소재 공공도서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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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5G 서비스 도입 5G 서비스 비도입

% %

체 213 11.3 88.7

소속기
지자체 139 13.7 86.3

교육청 74 6.8 93.2

지역유형별

서울 27 18.5 81.5

역시  특별자치시 32 5.9 94.1

소도시 95 12.5 87.5

군(읍면지역) 53 8.9 91.1

지역별

서울 27 18.5 81.5

경기 38 15.8 84.2

강원 18 11.1 88.9

충청 27 11.1 88.9

호남 38 7.9 92.1

남 63 33.3 66.7

<표 10> 내 5G 서비스 제공 여부

4.2.6 디지털자료실 면   좌석 수

디지털자료실 면   좌석 수에 해 질의

한 결과, 응답한 도서  172개 이 디지털자료

실을 운 하는 경우 디지털자료실 면 은 평균 

187.4㎡이며, 평균 39.4석이 구비되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소속기 별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 공공도서

보다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이 평균과 좌

석 수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는 군(읍면지역) 소재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의 규모가 다른 지역유형에 비

해 작은 것으로 악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디지털자료실 

면 이 상 으로 더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평균 인 좌석 수 역시 더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11> 참조).

4.2.7 디지털자료실 공간 구성 황 

디지털자료실 공간 구성에 한 172개 의 

응답 결과, 디지털자료실의 주요 구성 공간은 멀

티미디어 열람실과 교육․학습 공간으로 나타

났다. 디지털자료실에는 별도로 멀티미디어 열

람실(64.0%)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  학습 공간(33.1%)

이 구비된 경우가 많았다. 한, 별도의 공간은 

없지만 좌석별로는 구분된 경우도 16.3%로 조

사되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보다는 지자체 공공

도서 의 경우에 학습  교육 공간(36.8%)을 

확보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

역유형별로는 소도시 지역 공공도서 의 경우 

다른 지역유형에 비해 이용자 휴식공간(13.9%)

을 확보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충청 지역에서 학습  

교육 공간을 확보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경기․강원․ 남 지

역 공공도서 에서는 이용자 휴식공간을 확보

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악

되었다(<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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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디지털자료실 면 다지털자료실 좌석수

평균(㎡) 평균(석)

체 172 187.4 39.4

소속기
지자체 114 192.7 40.8

교육청 58 176.7 36.7

지역유형별

서울 27 209.0 52.8

역시  특별자치시 32 206.5 47.1

소도시 95 204.0 43.1

군(읍면지역) 53 126.6 18.3

지역별

서울 23 209.0 52.8

경기 34 242.1 51.1

강원 14 210.0 43.7

충청 24 202.0 29.8

호남 25 121.6 25.1

남 52 161.1 36.3

<표 11> 디지털자료실 면   좌석 수

구분 사례수

멀티미디어

열람실

학습  

교육 공간

이용자 휴식

공간

멀티미디어

제작편집실
좌석별 구분

공간 구분 

없음

% % % % % %

체 172 64.0 33.1 9.3 5.2 16.3 31.4

소속

기

지자체 114 64.0 36.8 9.6 4.4 13.2 33.3

교육청 58 63.8 25.9 8.6 6.9 22.4 27.6

지역

유형별

서울 23 82.6 30.4 8.7 8.7 30.4 21.7

역시  특별자치시 (31) 51.6 25.8 3.2 6.5 16.1 41.9

소도시 (79) 58.2 35.4 13.9 6.3 17.7 30.4

군(읍면지역) (39) 74.4 35.9 5.1 0.0 5.1 30.8

지역별

서울 23 82.6 30.4 8.7 8.7 30.4 21.7

경기 34 61.8 35.3 11.8 8.8 11.8 41.2

강원 14 57.1 42.9 14.3 7.1 14.3 21.4

충청 24 66.7 41.7 4.2 4.2 16.7 29.2

호남 25 48.0 24.0 4.0 0.0 4.0 44.0

남 52 65.4 30.8 11.5 3.8 19.2 26.9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53 60.4 24.5 7.5 0.0 9.4 43.4

71~150㎡ 39 59.0 30.8 2.6 7.7 5.1 33.3

151~300㎡ 47 66.0 34.0 10.6 0.0 23.4 25.5

301㎡ 이상 33 72.7 48.5 18.2 18.2 30.3 18.2

<표 12> 디지털자료실 공간 구성 황(복수응답)

4.2.8 디지털자료실 장비 구비 황 

디지털자료실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는 장비

는 이용자용 데스크톱 컴퓨터(99.4%)로, 평균 

26.1 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린터(63.4%)와 스캐 (63.4%), TV/모

니터(57.6%) 순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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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수량 역시 데스크톱 컴퓨터(26.1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TV/모니터(7.3 )의 

수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장비는 

발표용 스크린, 빔 로젝터, 팩스, 자책 용 

단말기, CD 이어, DVD 이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는 군(읍면지역) 소재 공공도

서 의 데스크톱 컴퓨터(평균 14.3 )  TV/

모니터(평균 1.2 ) 보유 수량이 다른 지역유

형에 비해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의 데스크톱 컴

퓨터와 TV/모니터 보유 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

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지역으로는 

강원․ 남 지역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TV/모

니터 수량이 충청․호남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4.2.9 디지털자료실 향후 리모델링 계획

디지털자료실 운  도서 의 76.7%는 디지

털자료실에 한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3%만이 3년 이내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폐지 계획에 있는 도서

이 7.0%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도서 (1998년 개 )의 경우 리모델링 후 2020

년 11월 재개  정이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공

공도서  에는 2021년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소속기 별로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이 리

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7%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에 비해 상 으로 높

구분 사례수

데스크톱 

컴퓨터
린터 스캐

TV/

모니터
복합기 복사기 기타

평균( ) 평균( ) 평균( ) 평균( ) 평균( ) 평균( ) 평균( )

체 172 26.1 0.9 0.8 7.3 0.5 0.2 2.5

소속

기

지자체 114 26.7 0.8 0.8 7.7 0.6 0.2 2.7

교육청 58 25.1 1.0 0.9 6.4 0.4 0.3 2.1

지역

유형별

서울 23 34.4 1.3 1.2 10.0 0.6 0.3 2.3

역시  특별자치시 31 29.0 1.2 1.0 8.2 0.5 0.3 3.2

소도시 79 28.5 0.8 0.9 9.1 0.5 0.2 3.0

군(읍면지역) 39 14.3 0.4 0.3 1.2 0.5 0.1 1.2

지역별

서울 23 34.4 1.3 1.2 10.0 0.6 0.3 2.3

경기 34 34.3 0.9 1.2 11.6 0.8 0.1 2.2

강원 14 26.7 0.6 0.8 6.5 0.4 0.1 5.7

충청 24 20.2 0.8 0.4 1.6 0.5 0.2 0.9

호남 25 20.8 0.8 0.4 4.1 0.3 0.2 3.6

남 52 22.4 0.8 0.8 7.6 0.4 0.2 2.3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53 15.3 0.7 0.5 2.9 0.3 0.2 1.7

71~150㎡ 39 20.8 0.6 0.6 4.6 0.5 0.2 2.5

151~300㎡ 47 28.2 0.9 0.8 8.3 0.6 0.1 3.3

301㎡ 이상 33 47.0 1.4 1.5 15.8 0.7 0.3 2.9

<표 13> 디지털자료실 장비 구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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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계획 없음 리모델링 계획 있음 폐지 계획 있음

% % %

체 172 76.7 16.3 7.0

소속기
지자체 114 80.7 14.0 5.3

교육청 58 69.0 20.7 10.3

지역

유형별

서울 23 78.3 17.4 4.3

역시  특별자치시 31 74.2 19.4 6.5

소도시 79 78.5 13.9 7.6

군(읍면지역) 39 74.4 17.9 7.7

지역별

서울 23 78.3 17.4 4.3

경기 34 88.2 8.8 2.9

강원 14 71.4 7.1 21.4

충청 24 70.8 25.0 4.2

호남 25 76.0 20.0 4.0

남 52 73.1 17.3 9.6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53 81.1 13.2 5.7

71~150㎡ 39 82.1 10.3 7.7

151~300㎡ 47 68.1 21.3 10.6

301㎡ 이상 33 75.8 21.2 3.0

<표 14> 디지털자료실 향후 리모델링 계획

은 것으로 악되었다.

지역유형별로는 소도시 지역 소재 공공도

서 의 리모델링 계획 비율(13.9%)이 다른 지

역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호남 지역 공공도서 에

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디지털자료실 면 이 151㎡ 이상으로 비

교  디지털자료실 규모가 큰 경우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4> 참조).

4.3 디지털자료 보유 현황

4.3.1 디지털자료 유형별 보유 비율

공공도서 의 주요 디지털자료는 상 콘텐

츠와 오디오북  자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213개의 응답 내용

을 살펴보면, 공공도서 에서 가장 많이 보유

하고 있는 디지털자료는 상 콘텐츠(63.8%)

이며, 다음으로는 자책(53.5%)과 오디오북

(53.5%)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은 자책(63.3%)

과 오디오북(61.2%)의 보유 비율이 상 으

로 높은 반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은 상 

콘텐츠(73.2%) 보유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디지털자료실을 운 하는 경우에 자책

(56.4%)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

면, 디지털자료만 리하는 경우에는 상 콘

텐츠(71.6%)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지역유형별로는 서울특별시와 소도시 지

역의 경우 자책과 오디오북의 보유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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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 콘텐츠는 서울특별시와 역시  특별자치

시 지역에서 보유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호남 지역은 다른 지

역에 비해 자책(65.8%)과 오디오북(68.4%) 

보유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남 지역은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

면 상 콘텐츠(69.2%) 보유 비율이 다른 지

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료실 면 별로 살펴보면, 

자료실의 면 이 넓어질수록 정기간행물과 오

디오북 보유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표 15> 참조).

4.3.2 자책  정기간행물 보유 황

자책  정기간행물 보유 황을 악하기 

해, 자책․정기간행물 보유 수량  보유 

유형과 수량, 유형, 자책  정기간행물 용 

단말기 구비 여부, 자책  정기간행물 구입

사(유통업체) 등에 해 질의하 다.

먼  자책  정기간행물의 체 수량과 유

형을 살펴보면, 자책은 평균 9,597종을 보유하

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은 평균 1,222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간행물은 자책에 비

해 유통사 서버를 통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자책  정기간행물 보유 수량의 경우, 자

책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1,220종)에서 보

구분 사례수
자책 정기간행물 오디오북 상 콘텐츠

상 외 

비도서

기타/

무응답

% % % % %) %

체 213 53.5 18.3 53.5 63.8 10.3 10.8

소속기
지자체 139 63.3 18.7 61.2 59.7 5.8 10.1

교육청 74 35.1 17.6 39.2 71.6 18.9 12.2

디지털

자료실

운 172 56.4 18.6 53.5 61.6 11.0 13.4

비운 41 41.5 17.1 53.7 73.2 7.3 0.0

지역

유형별

서울 27 63.0 25.9 51.9 70.4 22.2 11.1

역시  특별자치시 32 44.1 8.8 50.0 70.6 5.9 17.6

소도시 95 57.3 22.9 60.4 59.4 11.5 10.4

군(읍면지역) 53 48.2 12.5 44.6 64.3 5.4 7.1

지역별

서울 27 63.0 25.9 51.9 70.4 22.2 11.1

경기 38 55.3 23.7 52.6 55.3 15.8 15.8

강원 18 44.4 33.3 44.4 66.7 0.0 16.7

충청 27 55.6 29.6 44.4 66.7 3.7 11.1

호남 38 65.8 13.2 68.4 55.3 18.4 5.3

남 65 43.1 6.2 52.3 69.2 3.1 9.2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53 43.4 7.5 41.5 58.5 11.3 18.9

71~150㎡ 39 51.3 10.3 53.8 59.0 10.3 2.6

151~300㎡ 47 72.3 27.7 59.6 66.0 12.8 14.9

301㎡ 이상 33 60.6 33.3 63.6 63.6 9.1 15.2

디지털자료만 리 41 41.5 17.1 53.7 73.2 7.3 0.0

<표 15> 디지털자료 유형별 보유 비율(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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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책 정기간행물

평균 평균

사례수 114 39

보유 수량

총 자료보유량(2020년 8월 기 ) 9,597종 1,222종

1종 당 구매 copy(2020년 기 ) 2copy 16copy

연간 구독계약 종수(2020년 기 ) 1,143종 1,179종

보유 유형 

(합계 100%)

자체 서버 66.1% 21.9%

유통사 서버 33.9% 78.1%

<표 16> 자책  정기간행물 체 보유 수량  유형

유하거나 구독하고 있는 종수가 상 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정기간행물은 교육

청 소속 공공도서 (2,622종)에서 보유하거나 

구독하는 종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유형별로는 자책 평균 보유량은 소

도시 지역(12,146종)이 가장 많고, 정기간행물 

보유 종수는 군(읍면지역) 소재 공공도서

(2,140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간 평균 구독계약 종수(143종)는 이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자책 평균 보유량은 경기 지

역(14,325종)이 가장 많고, 정기간행물 연간 평

균 구독계약 종수는 강원 지역(2,236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7> 참조).

구분

자책 정기간행물

사례수
총자료 
보유량

1종당
구매copy

연간 구독
계약 종수 사례수

총자료 
보유량

1종당
구매copy

연간 구독
계약 종수

평균(종) 평균(copy) 평균(종) 평균(종) 평균(copy) 평균(종)

체 114 9,597 2 1,143 39 1,222 16 1,179

소속
기

지자체 88 10,138 2 1,220 26 686 12 457

교육청 26 7,766 2 884 13 2,293 23 2,622

디지털
자료실

운 97 10,156 2 921 32 1,468 11 1,355

비운 17 6,409 2 2,414 7 96 31 375

지역
유형별

서울 17 8,606 2 1,419 7 1,032 1 1,611

역시  특별자치시 15 7,316 3 3,616 3 101 1 181

소도시 55 12,146 2 871 22 1,143 1 1,507

군(읍면지역) 27 6,298 2 152 7 2,140 31 143

지역별

서울 17 8,606 2 1,419 7 1,032 1 1,611

경기 21 14,325 3 716 9 1,096 36 1,291

강원 8 9,660 3 114 6 108 55 2,236

충청 15 7,162 2 303 8 1,794 1 95

호남 25 8,934 2 2,818 5 25 1 410

남 28 8,533 2 547 4 3,858 6 1,712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23 9,686 2 2,533 4 113 72 145

71~150㎡ 20 7,118 2 264 4 1,471 1 1,471

151~300㎡ 34 9,783 2 416 13 1,921 3 1,950

301㎡ 이상 20 14,370 3 582 11 1,424 1 1,049

디지털자료만 리 17 6,409 2 2,414 7 96 31 375

<표 17> 자책  정기간행물 보유 수량



 공공도서  디지털자료 운 실태에 따른 디지털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41

다음으로 자책  정기간행물 보유 유형에 

해 분석한 결과, 자책은 자체 서버(66.1%), 

정기간행물은 유통사 서버(78.1%)에 보유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자료실 운  시 자책은 자체 서버 

67.4%, 정기간행물은 자체 서버 26.7%로 디지

털자료실 운  시 자체 서버 보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자책  정기간행물 용 단말기 구비 여

부를 악한 결과, 자책과 정기간행물 모두 

모든 단말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 일반 이며, 

정기간행물은 자책에 비해 용 단말기에서

만 이용가능한 경우(23.1%)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은 교육청 소속 공공

도서 에 비해 자책의 경우 모든 단말기에서 

이용가능하다는 응답(86.4%)이 더 많았으며, 정

기간행물은 용 단말기에서만 이용가능하다는 

응답(26.9%)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자책  정기간행물 구입사(유통업체)의 

경우, 자책 주요 유통사는 교보문고(68.4%), 

스24(43.9%)  북큐 (41.2%)인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에서는 스24(53.3%)

와 북큐 (57.7%)의 유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호남지역에서는 교

보문고, 스24는 강원․ 남 지역에서 유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구분

자책 정기간행물

사례수
자체 서버 유통사 서버

사례수
자체 서버 유통사 서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체 114 66.1 33.9 39 21.9 78.1

소속
기

지자체 88 60.8 39.2 26 21.2 78.8

교육청 26 84.0 16.0 13 23.3 76.7

디지털
자료실

운 97 67.4 32.6 32 26.7 73.3

비운 17 58.8 41.2 7 0.0 100.0

지역
유형별

서울 17 59.1 40.9 7 0.0 100.0

역시  특별자치시 15 66.7 33.3 3 66.7 33.3

소도시 55 67.9 32.1 22 20.6 79.4

군(읍면지역) 27 66.7 33.3 7 28.6 71.4

지역별

서울 17 59.1 40.9 7 0.0 100.0

경기 21 71.4 28.6 9 22.2 77.8

강원 8 87.5 12.5 6 16.7 83.3

충청 15 56.7 43.3 8 18.8 81.3

호남 25 56.0 44.0 5 40.0 60.0

남 28 74.5 25.5 4 50.8 49.3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23 53.7 46.3 4 12.5 87.5

71~150㎡ 20 70.0 30.0 4 25.0 75.0

151~300㎡ 34 72.1 27.9 13 23.3 76.7

301㎡ 이상 20 72.7 27.3 11 36.4 63.6

디지털자료만 리 17 58.8 41.2 7 0.0 100.0

<표 18> 자책  정기간행물 보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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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책 정기간행물

사례수

범용 

이용 

범용+ 

용

용 

단말기만
잘 모름

사례수

범용 

이용

범용+ 

용

용 

단말기만

% % % % % % %

체 114 83.3 8.8 5.3 2.6 39 69.2 7.7 23.1

소속

기

지자체 88 86.4 8.0 4.5 1.1 26 65.4 7.7 26.9

26 73.1 11.5 7.7 7.7 13 76.9 7.7 15.4교육청

디지털

자료실

운 97 84.5 9.3 4.1 2.1 32 75.0 6.3 18.8

비운 17 76.5 5.9 11.8 5.9 7 42.9 14.3 42.9

지역

유형별

서울 17 70.6 17.6 11.8 0.0 7 57.1 14.3 28.6

역시  특별자치시 15 100.0 0.0 0.0 0.0 3 100.0 0.0 0.0

소도시 55 80.0 7.3 7.3 5.5 22 63.6 27.3 9.1

27 88.9 11.1 0.0 0.0 7 85.7 14.3 0.0군(읍면지역)

지역별

서울 17 70.6 17.6 11.8 0.0 7 57.1 14.3 28.6

경기 21 90.5 4.8 0.0 4.8 9 66.7 11.1 22.2

강원 8 37.5 62.5 0.0 0.0 6 83.3 16.7 0.0

충청 15 93.3 0.0 0.0 6.7 8 87.5 0.0 12.5

호남 25 88.0 0.0 12.0 0.0 5 40.0 0.0 60.0

남 28 89.3 3.6 3.6 3.6 4 75.0 0.0 25.0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23 82.6 13.0 4.3 0.0 4 63.3 6.7 30.0

71~150㎡ 20 80.0 10.0 5.0 5.0 4 75.0 25.0 0.0

151~300㎡ 34 82.4 8.8 5.9 2.9 13 100.0 0.0 0.0

301㎡ 이상 20 95.0 5.0 0.0 0.0 11 100.0 0.0 0.0

디지털자료만 리 17 76.5 5.9 11.8 5.9 7 100.0 0.0 0.0

<표 19> 자책  정기간행물 용 단말기 구비 여부

구분

자책

사례수

교보

문고
스24 북큐

웅진

OPMS

우리

자책 

리

미디어 
알라딘 ECO

풍

문고
북토비

한국학

술정보
기타

% % % % % % % % % % % %

체 114 68.4 43.9 41.2 20.2 19.3 6.1 5.3 3.5 3.5 2.6 2.6 17.5

소속

기

지자체 88 68.2 40.9 36.4 14.8 17.0 3.4 3.4 4.5 1.1 3.4 1.1 13.6

교육청 26 69.2 53.8 57.7 38.5 26.9 15.4 11.5 0.0 11.5 0.0 7.7 30.8

디지털

자료실

운 97 67.0 42.3 42.3 22.7 19.6 3.1 5.2 4.1 4.1 2.1 3.1 18.6

비운 17 76.5 52.9 35.3 5.9 17.6 23.5 5.9 0.0 0.0 5.9 0.0 11.8

지역유

형별

서울 17 52.9 35.3 17.6 17.6 11.8 0.0 0.0 5.9 0.0 0.0 5.9 17.6

역시  특별자치시 15 66.7 40.0 46.7 26.7 6.7 13.3 0.0 6.7 0.0 6.7 6.7 13.3

소도시 55 80.0 52.7 43.6 27.3 32.7 5.5 9.1 1.8 7.3 3.6 1.8 21.8

군(읍면지역) 27 55.6 33.3 48.1 3.7 3.7 7.4 3.7 3.7 0.0 0.0 0.0 11.1

지역별

서울 17 52.9 35.3 17.6 17.6 11.8 0.0 0.0 5.9 0.0 0.0 5.9 17.6

경기 21 90.5 23.8 14.3 23.8 38.1 0.0 4.8 0.0 4.8 9.5 0.0 23.8

강원 8 50.0 100 25.0 25.0 37.5 12.5 0.0 0.0 0.0 0.0 0.0 25.0

충청 15 60.0 33.3 60.0 26.7 6.7 0.0 0.0 6.7 0.0 0.0 0.0 26.7

호남 25 92.0 40.0 56.0 8.0 8.0 20.0 4.0 0.0 4.0 4.0 0.0 4.0

남 28 50.0 57.1 57.1 25.0 21.4 3.6 14.3 7.1 7.1 0.0 7.1 17.9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23 87.0 34.8 43.5 8.7 13.0 4.3 4.3 4.3 4.3 4.3 4.3 .0

71~150㎡ 20 55.0 35.0 35.0 20.0 30.0 5.0 5.0 0.0 0.0 0.0 10.0 25.0

151~300㎡ 34 67.6 52.9 47.1 32.4 11.8 0.0 8.8 2.9 8.8 0.0 0.0 20.6

301㎡ 이상 20 55.0 40.0 40.0 25.0 30.0 5.0 0.0 10.0 0.0 5.0 0.0 30.0

디지털자료만 리 17 76.5 52.9 35.3 5.9 17.6 23.5 5.9 0.0 0.0 5.9 0.0 11.8

<표 20> 자책 구입사(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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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을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정기간

행물 유통사는 리미디어(23.1%), 한국학술

정보(17.9%)  모아진(15.4%) 순으로 조사

되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에서는 리미

디어(38.5%)와 한국학술정보(38.5%)의 유

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은 리미디어

(42.9%)가 가장 높은 반면, 경기 지역은 한국

학술정보(33.3%)와 모아진(33.3%), 강원 지

역은 특히 리미디어의 유율이 50%로 나

타나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1> 참조).

4.3.3 자책  정기간행물 외 디지털자료 

보유 황

자책․정기간행물 외 디지털자료 보유 수

량과 디지털자료 열람 서비스 형태, 디지털자료

용 보유 단말기(디바이스)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책․정기간행물 외 디지털자료 보유 황을 

악하 다.

자책  정기간행물 외 디지털자료 보유 수

량을 살펴보면, 오디오북은 평균 781종, 상 콘

텐츠는 4,985종, 상외 비도서 콘텐츠는 3,616

종, 기타 디지털자료는 626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정기간행물

사례수

리
미디어 

한국학
술정보

모아진
교보
문고

스24
랜

디엠
북큐 다하미

퍼시픽
미디어

웅진
OPMS

학술
교육원 

기타

% % % % % % % % % % % %

체 39 23.1 17.9 15.4 12.8 12.8 10.3 7.7 7.7 7.7 5.1 5.1 23.1

소속
기

지자체 26 15.4 7.7 15.4 15.4 11.5 7.7 7.7 11.5 11.5 3.8 3.8 19.2

교육청 13 38.5 38.5 15.4 7.7 15.4 15.4 7.7 0.0 0.0 7.7 7.7 30.8

디지털
자료실

운 32 21.9 18.8 12.5 15.6 12.5 12.5 9.4 6.3 9.4 6.3 3.1 25.0

비운 7 28.6 14.3 28.6 0.0 14.3 0.0 0.0 14.3 0.0 0.0 14.3 14.3

지역
유형별

서울 7 42.9 14.3 0.0 0.0 14.3 0.0 0.0 14.3 0.0 0.0 0.0 28.6

역시 
특별자치시

3 0.0 0.0 33.3 0.0 0.0 33.3 0.0 0.0 0.0 0.0 0.0 33.3

소도시 22 27.3 27.3 13.6 18.2 9.1 13.6 13.6 9.1 4.5 4.5 9.1 27.3

군(읍면지역) 7 0.0 0.0 28.6 14.3 28.6 0.0 0.0 0.0 28.6 14.3 0.0 0.0

지역별

서울 7 42.9 14.3 0.0 0.0 14.3 0.0 0.0 14.3 0.0 0.0 0.0 28.6

경기 9 22.2 33.3 33.3 11.1 0.0 0.0 11.1 0.0 11.1 0.0 22.2 11.1

강원 6 50.0 33.3 33.3 0.0 16.7 33.3 0.0 0.0 0.0 0.0 0.0 0.0

충청 8 0.0 0.0 0.0 25.0 25.0 12.5 0.0 0.0 25.0 12.5 0.0 25

호남 5 20.0 0.0 0.0 20.0 0.0 0.0 20.0 20.0 0.0 0.0 0.0 40.0

남 4 0.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25.0 0.0 50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
/13~70㎡

4 0.0 0.0 25.0 50.0 25.0 0.0 25.0 0.0 25.0 0.0 0.0 0.0

71~150㎡ 4 25.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25.0 50.0

151~300㎡ 13 30.8 30.8 0.0 7.7 15.4 15.4 7.7 15.4 7.7 15.4 0.0 30.8

301㎡ 이상 11 18.2 18.2 9.1 18.2 9.1 18.2 9.1 0.0 9.1 0.0 0.0 18.2

디지털자료만 리 7 28.6 14.3 28.6 0.0 14.3 0.0 0.0 14.3 0.0 0.0 14.3 14.3

<표 21> 정기간행물 구입사(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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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에 비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이 자책․정기간행물 이외의 디지털자료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자료실을 운 하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 콘텐츠(5,289종)와 상 외 

비도서 콘텐츠(3,762종)의 평균 종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유형별로 보면 오디오북 평균 보유량은 

소도시 지역(913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지역별로 보면 오디오북 평균 보유량은 

남 지역(896종)이 가장 많고, 상 콘텐츠 평

균 보유량은 서울 지역(6,992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2> 참조).

자책․정기간행물 이외의 디지털자료에 

한 열람 서비스 형태를 살펴보면, 오디오북은 

주로 스트리 (70.2%)과 다운로드(50.9%) 

방식으로 열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속기 별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 소속 공공

도서 은 스트리 (75.3%)과 다운로드(52.9%),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은 비도서 출(58.6%) 

형태로 서비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지역유형별로 보면 소도시 지역에서는 다

른 지역에 비해 스트리 (77.6%)과 다운로드

(55.2%) 형태로 서비스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

에 비해 높은 반면, 군(읍면지역)은 다른 지역

구분
오디오북 동 상 콘텐츠 동 상 외 비도서 기타 

사례수 평균(종) 사례수 평균(종) 사례수 평균(종) 사례수 평균(종)

체 114 781 136 4,985 22 3,616 6 626

소속 

기

지자체 85 712 83 4,383 8 2,411 5 746

교육청 29 990 53 5,922 14 4,274 1 146

디지털

자료실

운 92 750 106 5,289 19 3,762 6 626

비운 22 908 30 3,895 3 2,526 0 0

지역

유형별

서울 14 762 19 6,992 6 3,602 3 781

역시  특별자치시 17 632 24 5,302 24 12,500 1 76

소도시 58 913 57 5,737 57 3,330 2 746

군(읍면지역) 25 586 36 2,620 36 362 0 0

지역별

서울 14 762 19 6,992 6 3,602 3 781

경기 20 857 21 6,525 6 5,692 0 0

강원 8 802 12 3,755 0 0 2 746

충청 12 431 18 3,013 1 1,081 1 76

호남 26 742 21 3,908 7 2,350 0 0

남 34 896 45 5,015 2 920 0 0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22 354 31 3,740 6 995 1 1,346

71~150㎡ 21 588 23 3,916 4 2,582 0 0

151~300㎡ 28 926 31 5,989 6 4,241 3 569

301㎡ 이상 21 1,056 21 7,896 3 7,302 2 76

디지털자료만 리 22 908 30 3,895 3 2,526 0 0

<표 22> 자책․정기간행물 외 디지털자료 보유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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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비도서 출 형태로 오디오북을 서비

스하는 비율(48.0%)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스트리 (85.0%)과 다운로드(65.0%) 형

태로 서비스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로 ․호남 지역은 다

른 지역에 비해 비도서 출 형태로 오디오북을 

서비스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동 상 콘텐츠의 열람 서비스 형태를 살펴보

면, 동 상 콘텐츠 부분이 비도서 출(91.3%)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면 다운로드는 0.7%로 부분의 도서 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은 스트리

(26.5%),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은 비도서 

출(98.1%) 형태로 서비스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표 24> 참조).

자책․정기간행물 이외 디지털자료용 보

유 단말기(디바이스) 유형으로 오디오북용으

로는 별다른 단말기(디바이스)를 보유하지 않

고 있는 가운데 CD 이어(11.4%)와 키오스

크(5.3%) 보유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

로 악되었다.

구분

오디오북

사례수
스트리 다운로드 비도서 출 잘 모름

% % % %

체 114 70.2 50.9 36.0 1.8

소속기
지자체 85 75.3 52.9 28.2 1.2

교육청 29 55.2 44.8 58.6 3.4

디지털

자료실

운 92 69.6 47.8 31.5 2.2

비운 22 72.7 63.6 54.5 0.0

지역

유형별

서울 14 71.4 42.9 35.7 0.0

역시  특별자치시 17 58.8 52.9 29.4 0.0

소도시 58 77.6 55.2 32.8 3.4

군(읍면지역) 25 60.0 44.0 48.0 0.0

지역별

서울 14 71.4 42.9 35.7 0.0

경기 20 85.0 65.0 25.0 0.0

강원 8 87.5 37.5 12.5 0.0

충청 12 75.0 58.3 16.7 0.0

호남 26 80.8 57.7 46.2 3.8

남 34 47.1 41.2 47.1 2.9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22 68.2 40.9 40.9 4.5

71~150㎡ 21 52.4 52.4 38.1 0.0

151~300㎡ 28 75.0 50.0 28.6 3.6

301㎡ 이상 21 81.0 47.6 19.0 0.0

디지털자료만 리 22 72.7 63.6 54.5 0.0

<표 23> 오디오북 보유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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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 상 콘텐츠

사례수
스트리 다운로드 비도서 출

% % %

체 136 21.3 0.7 91.9

소속기
지자체 83 26.5 0.0 88.0

교육청 53 13.2 1.9 98.1

디지털

자료실

운 106 24.5 0.9 91.5

비운 30 10.0 0.0 93.3

지역

유형별

서울 19 15.8 0.0 94.7

역시  특별자치시 24 25.0 0.0 91.7

57 22.8 0.0 89.5소도시

군(읍면지역) 36 19.4 2.8 94.4

지역별

서울 19 15.8 0.0 94.7

경기 21 23.8 0.0 90.5

강원 12 16.7 0.0 91.7

충청 18 11.1 5.6 100.0

호남 21 28.6 0.0 90.5

남 45 24.4 0.0 88.9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31 19.4 0.0 90.3

71~150㎡ 23 26.1 0.0 87.0

151~300㎡ 31 32.3 0.0 90.3

301㎡ 이상 21 19.0 4.8 100.0

디지털자료만 리 30 10.0 0.0 93.3

<표 24> 동 상 콘텐츠 보유 수량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은 오디오북용 단말

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CD 이어

(13.8%)를 구비하고 있다. 한 지자체 소속 공

공도서 이 교육청 소속에 비해 보다 다양한 오

디오북용 단말기(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있으며 

CD 이어(10.6%) 외에는 키오스크(7.1%) 

구비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는 역시  특별자치시 지역

에서 CD 이어(23.5%)와 키오스크(11.8%) 

구비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 지역은 CD 이어

(16.7%), 남 지역은 키오스크(11.8%) 구비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표 25> 참조).

동 상 콘텐츠의 경우, 동 상 콘텐츠용으로

는 주로 DVD 이어(58.8%)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의 DVD 이어 구비 비율(62.7%)이 교육

청 소속 공공도서 (52.8%)에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지역유형별로는 역시  특별자치시 지역

의 DVD 이어 구비 비율(70.8%)이 다른 지

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남 지역의 DVD 이어 

구비 비율(64.4%)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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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디오북

사례수

CD

이어
키오스크

용 

단말기

MP3

이어
PMP 기타 없음

% % % % % % %

체 114 11.4 5.3 3.5 0.9 0.9 3.5 78.1

소속

기

지자체 85 10.6 7.1 4.7 1.2 1.2 1.2 77.6

교육청 29 13.8 0.0 0.0 0.0 0.0 10.3 79.3

디지털

자료실

운 92 12.0 5.4 3.3 0.0 1.1 2.2 78.3

비운 22 9.1 4.5 4.5 4.5 0.0 9.1 77.3

지역

유형별

서울 14 7.1 7.1 0.0 0.0 0.0 0.0 85.7

역시  특별자치시 17 23.5 11.8 0.0 0.0 0.0 0.0 64.7

소도시 58 6.9 3.4 5.2 1.7 1.7 5.2 81.0

군(읍면지역) 25 16.0 4.0 4.0 0.0 0.0 4.0 76.0

지역별

서울 14 7.1 7.1 0.0 0.0 0.0 0.0 85.7

경기 20 15.0 0.0 0.0 5.0 0.0 0.0 85.0

강원 8 0.0 0.0 0.0 0.0 0.0 0.0 100.0

충청 12 16.7 0.0 16.7 0.0 8.3 0.0 58.3

호남 26 11.5 3.8 7.7 0.0 0.0 7.7 73.1

남 34 11.8 11.8 0.0 0.0 0.0 5.9 76.5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22 4.5 4.5 9.1 0.0 4.5 4.5 72.7

71~150㎡ 21 14.3 9.5 0.0 0.0 0.0 4.8 76.2

151~300㎡ 28 10.7 7.1 0.0 0.0 0.0 0.0 82.1

301㎡ 이상 21 19.0 0.0 4.8 0.0 0.0 0.0 81.0

디지털자료만 리 22 9.1 4.5 4.5 4.5 0.0 9.1 77.3

<표 25> 오디오북 단말기(디바이스) 유형

구분

동 상 콘텐츠

사례수

DVD 
이어

휴 용 DVD 
이어

CD
이어

블루 이 
이어

셋탑박스 기타 없음

% % % % % % %

체 136 58.8 1.5 0.7 0.7 0.7 3.7 39.7

소속
기

지자체 83 62.7 2.4 1.2 0.0 1.2 2.4 36.1

교육청 53 52.8 0.0 0.0 1.9 0.0 5.7 45.3

디지털
자료실

운 106 66.0 1.9 0.0 0.9 0.9 2.8 33.0

비운 30 33.3 0.0 3.3 0.0 0.0 6.7 63.3

지역
유형별

서울 19 47.4 0.0 0.0 5.3 0.0 0.0 57.9

역시  특별자치시 24 70.8 4.2 0.0 0.0 0.0 4.2 29.2

소도시 57 57.9 1.8 1.8 0.0 1.8 5.3 35.1

군(읍면지역) 36 58.3 0.0 0.0 0.0 0.0 2.8 44.4

지역별

서울 19 47.4 0.0 0.0 5.3 0.0 0.0 57.9

경기 21 57.1 4.8 0.0 0.0 4.8 14.3 33.3

강원 12 50.0 0.0 8.3 0.0 0.0 0.0 41.7

충청 18 61.1 0.0 0.0 0.0 0.0 0.0 38.9

호남 21 61.9 4.8 0.0 0.0 0.0 4.8 38.1

남 45 64.4 0.0 0.0 0.0 0.0 2.2 35.6

디지털
자료실
면 별

잘모름/13~70㎡ 31 54.8 3.2 0.0 0.0 0.0 3.2 38.7

71~150㎡ 23 56.5 4.3 0.0 0.0 0.0 4.3 39.1

151~300㎡ 31 77.4 0.0 0.0 0.0 0.0 0.0 25.8

301㎡ 이상 21 76.2 0.0 0.0 4.8 4.8 4.8 28.6

디지털자료만 리 30 33.3 0.0 3.3 0.0 0.0 6.7 63.3

<표 26> 동 상 콘텐츠 단말기(디바이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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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 운 실태에 따른 

황을 분석하여 디지털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스마트도서  도입을 

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 다. 이에 공공도서  디지털자료 담당

자를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은 제시

하 다.

첫째, 디지털자료 이용 활성화를 해서는 

문 인 디지털자료의 운   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담 조직이 필요하다. 디지털자료 운  

인력은 평균 1.75명이 디지털자료 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0.95명이 사서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산직은 0.23명으로 다른 직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 군(읍면지

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입 인력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서직 투입 인력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차 산업 명 시 의 도래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디지털정보화 격차 해소에 

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미래창조과

학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 교

육, 정보화기기 개발․보 , 웹 근성 제고, 정보

격차 실태조사 등 4가지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서 정보정책

원회, 2019). 도서 에서도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기기, 각종 DB와 자료

의 디지털화 등을 비하기 해서는 담 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마트디지털 환경을 한 스마트도서

 도입을 해 5G 구축  서비스 제공을 추

진해야 한다. 5G는 4차 산업 명의 기반 인

라로서 10개 산업 역과 스마트시티, 비도시

지역,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 등 4개 생활기반 

역에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국회도서 , 2019). 도서 에서도 4차 산업

명과 스마트도서  도입을 해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분의 응

답 공공도서 은 개방형 와이 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5G 서비스는 11.3%만이 도입하여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별 도서 에는 아직 와이 이

도 제 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구축

된 경우라 하더라도 도서 별로 서비스품질(속

도 등)이 천차만별이다. 이에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5G 등

의 서비스를 개별 도서 에서 구축하기 해 

국 공공도서 을 상으로 앙정부 등에서 

5G 구축사업을 주도 으로 추진하여 평 화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디지털콘텐츠 이용을 하여 다양한 단

말기(디바이스)를 구비해야 한다. 디지털자료 

 콘텐츠의 경우 공공도서 이 가장 많이 보유

하고 있는 디지털자료는 상 콘텐츠(63.8%)

이며, 다음으로는 자책(53.5%)과 오디오북

(5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자료

용 단말기 보유 황을 살펴보면, 동 상 콘텐츠

용 보유 단말기를 제외하면 과반수 이상이 보유 

단말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디지

털자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높이기 해

서는 단말기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디지털자료 운

황을 조사  분석하 다. 도서 의 디지털

자료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해 디지털

자료의 문 인력 배치와 도서  5G 도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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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디지털용 단말기 구비를 통한 다양한 디

지털 서비스를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스마트 도서  도입

을 하여 디지털 자료 활성화 방안, 스마트도

서  도입에 한 사서의 인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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