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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학도서 의 홍보 활동에 한 재학생의 이용 황과 인식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  홍보를 한 학도서  인스타그램 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국내외 

학도서  인스타그램 운  황을 조사하고, 소속 학의 도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학생 292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학도서  인스타그램 운  개선을 해 첫째, 재학생의 인스타그

램 이용과 하게 연 된 ‘도서  행사  이벤트’ 정보를 활용하되 실질 인 도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참여 방법을 기획하여 도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  이미지 

인식에 정 인 향을 주기 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서의 역할을 홍보하고 일상  커뮤니 이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도서  인스타그램에 이용자가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주기 인 

게시물 업로드와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와의 소통에 극 으로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students’ use of university libraries’ 

public relations activities using Instagram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Instagram. To this end, the status of Instagram oper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y libraries was investiga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92 students who used 

the library Instagram of their universit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use of libraries by using ‘Library Events’ information closely related to the use 

of Instagram by students, but planning ways to participate that can lead to practical use of 

librar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ole of librarians through Instagram and utilize 

daily communication information in order to positively affect library image recogni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guide users on how to inquire on library Instagram and actively respond 

to communication with users through periodic post uploads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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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목

학도서 은 이용자가 도서  자료  서비

스, 시설 등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홍보 략을 수립․시행해왔다. 그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활용한 홍보 략이 최근 주목받고 있

는데 온라인 랫폼을 통해 커뮤니 이션이 가

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그 향력과 

력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부

분 기업과 단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에 따른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사용 동기 

변화에 따라 서비스가 단되거나 새로운 유

형이 계속 등장하는 등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특정 주제를 심으로 심사를 공유하고, 작

은 단 의 소셜 랫폼을 연결하는 인스타그

램(Instagram)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미지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인스타그램은 기존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진 련 기능을 제공하여 인 인기를 

얻었으며,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개

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리함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맹주형, 2019). 이용자들은 DM 

(direct message)을 활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한 해시태그(hashtag)를 활

용하며, 게시물에 여러 개의 사진이나 상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스타그램은 

마  랫폼으로써  주목받고 있으며, 기

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 에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학도서 은 도서  소식  서비스 홍보, 

도서  이미지 제고, 이용자와의 소통 등을 목

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 해왔으며 

특히, 재학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를 활용한 학도서 의 홍보가 실제로 이

용자에게 어떤 향을 끼치는지에 한 연구는 

비교  제한 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사용자

가 증가한 인스타그램에 한 연구는 부족한 상

황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이용자 조사를 통해 인스

타그램을 활용한 학도서 의 홍보 활동에 

한 재학생의 이용 황과 인식을 악하는 것

이다. 홍보 활동에 한 이용자의 의견은 도서

 이용, 도서  이미지, 도서 과의 소통 세 가

지 측면으로 나 어 재학생의 인스타그램 사용

이 도서  이용 활성화, 도서  이미지 제고, 도

서 과의 소통 개선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범

재학생의 인스타그램 이용과 인식을 바탕으

로 학도서  인스타그램의 홍보 효과를 알아

보고자 첫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스타

그램, 도서  홍보에 한 이론  배경과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학도서 의 인스타그램 운  

황을 조사하 다. 국내의 경우, 한국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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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9 

학별 통계자료를 활용하 으며 국외의 경우, 순

 선정 기 인 타임즈 고등 교육(Times Higher 

Education, 이하 THE)과 콰콰 리 사이몬스

(Quacquarelli Symonds, 이하 QS)의 2021년 

세계 학 순 를 참고하여 총 국내 245개, 국외 

61개의 학도서 을 황조사 상으로 선정

하 다. 조사는 각 도서  홈페이지의 링크를 

참고하 으며, 링크가 존재하지 않는 도서 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직  속하여 검색하

다. 국내 황조사는 2021년 2월 11일부터 2

월 14일까지, 국외 황조사는 2021년 4월 20일

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하 다.

셋째, 학도서  인스타그램의 홍보 효과를 

악하기 하여 소속 학의 도서  인스타그

램을 이용하는 재학생과 수료생을 상으로 설

문 조사를 진행하 다. 수료생은 졸업생과 달리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재학생과 비

슷한 수 으로 도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을 

고려하여 조사 상에 포함하 다. 설문은 황

조사를 통해 악된 국내 49개 학도서  인스

타그램 가운데 팔로워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학부생 수 비 팔로워 수 비율이 10% 이상인 

14개 학도서   조사에 응한 3개 학도서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상으로 진행하 다. 

설문방식은 본 연구의 설문 상이 인스타그램

을 이용하는 학생을 상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 

방식이 편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응답률을 높이

기 해 온라인으로 진행하 다.

설문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 

황, 학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황, 도서  이용에 한 문항, 도서  이미지에 

한 문항, 도서 과의 소통에 한 문항, 반

인 이용 평가, 응답자의 일반사항으로 구성

하 다. 설문지의 구성은 김정하(2020), 박경호

(2012), 박상근(2014), 조수연(2018), 조정연 외

(2011), 조창환 외(2019), 최연진(2013)의 연구

와 문헌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 다. 

설문 조사는 2021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

지 각 학도서 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

다. 설문 결과, 총 303명이 응답하 으며 설

문 상에 포함되지 않는 9명과 분석에 합하

지 않은 2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92명의 

응답을 설문 분석에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와 학도서  인스타

그램의 황조사, 이용자 조사 분석을 통해 

학도서  인스타그램의 홍보 효과  운  개

선방안을 논의하 다.

1.3 선행연구

학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연

구로 조정연 외(2011)는 학도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 황을 조사하고 각 학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담당자와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여 학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방안에 해 제안하 다. 임정 (2012)은 

국내외 학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

형을 조사하여 선호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의 유형을 밝히는 한편, 서비스가 활성화된 

학도서 의 사례 분석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 다. 송

은지(2016)는 학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업무 담당자를 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인식과 운  효

과,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등을 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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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을 제안하 다. Stvilia와 Gibradze(2017)는 

로리다 학에 재학 인 학부생을 상으로 

학도서  서비스  제공 방식에 한 선호

도를 조사하여 도서  소셜 미디어에 한 이

용자의 참여도를 분석하 다.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형에 한 연구

로 박희언(2008)은 학도서  블로그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도서  블로그 이용자는 디자

인이나 구조 인 간결함보다 쉽게 정보에 근

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를 얻을 때 만

족을 느끼는 것을 악하 다. 이수상(2012)은 

한국과 미국의 학도서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  황과 활용 실태에 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학도서 의 페이스북 활용방안을 

연구하 다. 이란주(2014)는 D 학교 학생들

의 블로그 사용에 한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  블로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으며 블

로그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근성 

강화, 카테고리  태그의 개선, 콘텐츠 다양화 

 품질 향상, 홍보 방법의 다양화 등의 방법을 

제시하 다. Al-Daihani와 Abrahams(2018)는 

학도서  페이스북 이용자의 참여와 상호작

용을 측정하기 해 페이스북에 게시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높은 참여

율과 낮은 참여율을 보인 게시물에서 자주 사

용되는 단어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

다. Doney와 Wikle, Martines(2020)는 아이다

호 학의 16개 동종기   도서  인스타그램

을 운 하는 11개 기 의 콘텐츠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도서  는 캠퍼스 련 정보에 

한 게시물이 공유 게시물의 50% 이상을 차지했

으며, 감정에 기반한 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요

구한 게시물은 훨씬 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

주 외(2021)는 국내 도서  인스타그램 계정 82

개를 상으로 도서 의 종, 지역과 인스타그

램 계정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각 게시물의 텍스

트, 해시태그, 업로드 날짜, ‘좋아요’ 수, 댓  등

을 분석하여 도서  인스타그램 운  개선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도서  홍보에 한 연구로 이종열(1999)은 

서울 지역의 학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도

서 에 한 만족도, 심도, 요구도, 자료 활용

도 등을 조사하여 학도서  인식요인과 홍보

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수 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김명희(2010)는 K 학교 재학생

을 상으로 도서  홍보 로그램 참가 여부, 

로그램 유형별 참여도, 인구통계학  특성이 

도서  서비스 이용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 다. 윤지윤 외(2012)은 D 학교를 

심으로 도서  홍보 로그램에 한 인지도, 

이용자가 원하는 로그램의 종류  보상체계, 

효과 인 홍보 방법에 해 연구하 다. Hines 

et al.(2019)은 로리다 학 내에서 상 으

로 이용도가 높은 Library West와 이용이 조

한 Education Library의 홍보 략 효과를 분

석하 는데 이용자는 사서의 역할과 도서 의 

기능에 해 제 로 인지하지 못할 때 사서에

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반면, 친구나 강사의 

추천이 있을 때 도서 에서 제공하는 소셜 미

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 졌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도서  홍보 

효과에 한 연구로 이효빈 외(2013)는 학도

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조사를 실

시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효과 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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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연동을 통한 

SNS에 한 인식 제고, 콘텐츠 확보, SNS 

담 인력 수 을 통한 지속  리와 피드백을 

제시하 다. 조수연(2018)은 공공도서 의 홍

보 수단으로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치와 

효과성을 이용자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이 도서  이

용만족도와 도서  지속이용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김정하(2020)는 

공공도서  SNS 품질이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

와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

하 다. 이용자는 시스템 품질의 ‘안정성 정도’

와 서비스 품질의 ‘확신성 정도’를 통해 지각된 

가치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스템 품질의 ‘이용용이성 정도’와 정보 품질

의 ‘ 시성, 이해용이성 정도’, 서비스 품질의 

‘확신성 정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다시 이

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Fong 

et al.(2020)은 사회  증명(social proof)과 사

회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사용하여 홍콩

학도서 (Hong Kong University Library)의 

반 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

고 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선 방법으

로 이용자 정보의 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형별 목표와 측정 기  설정, 서비스 정책 수

립 등을 제시하 다.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학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 활성화 방안 등에 한 연구가 다

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홍보 효과를 다룬 논의는 비

교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사용자

가 증가한 인스타그램에 한 논의는 아직 부족

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학도서 의 홍보 효과를 이용자 

에서 조사하여 학도서  흥보 략 수립  

운 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학도서  인스타그램 황과 
사례

2.1 국내 학도서

2.1.1 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9 학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

내 학도서 의 인스타그램 운  황을 조사

하 다. 학교 유형은 문 학, 학원 학을 제

외한 224개의 학으로 한정하 으며, 분교와 

캠퍼스를 포함한 총 245개의 국내 학도서 을 

황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조사는 2021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서  홈페이지 메

인에서 아이콘, 배  는 메뉴에서 링크를 제공

하는 학도서 을 기 으로 진행하 으며 홈페

이지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직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여 추가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총 124개 학도서 이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를 운 하 으며 그  49곳에서 

인스타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표 1> 참조). 

그  비공개 계정과 게시물이 없는 3개의 계정

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의 첫 게시물 업로드 날

짜를 살펴보면 2015년 1곳, 2017년 5곳, 2018년 

10곳, 2019년 14곳, 2020년 16곳으로 2015년 

이후 학도서  인스타그램 운  추세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 47곳에서는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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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 명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 수

(개)
팔로워 수

(명)
팔로잉 수

(명)
첫 게시일

1 가톨릭 동 학교 학술정보원 @librarycku 21 280 464 2020-09-15

2 강원 학교 도서 @knulibrary 0 41 0 없음

3 경남 학교 앙도서 @ku_lib 77 991 45 2019-12-23

4 경북 학교 도서 @knu.library 1 1 1 비공개

5 경인교육 학교 도서 (인천) @ginue_library 11 16 5 2019-06-04

6 고려 학교 도서 @kulib1905 94 1,109 25 2017-11-24

7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학술정보원 @ku_sejong_lib 31 496 1 2019-10-08

8 고신 학교 도서 (문헌정보 ) @kosin_library 131 338 82 2019-04-16

9 단국 학교 율곡기념도서 @dku_yglib 48 335 239 2020-04-10

10 구경북과학기술원 학술정보 @dgistlibrary 24 295 122 2020-06-25

11 덕성여자 학교 도서 @dswu_lib 95 598 3 2019-04-23

12 동덕여자 학교 춘강학술정보 @dongduk_library 147 542 149 2018-11-08

13 명지 학교 도서 (자연캠퍼스) @myongji_lib 144 714 1 2020-03-09

14 목원 학교 도서 @mokwon_lib 104 90 9 2019-09-04

15 백석 학교 도서 (천안) @bu.lib 114 319 16 2020-06-25

16 부산 학교 도서 @pnu.library 160 1,141 182 2019-03-13

17 부산외국어 학교 앙도서 @bufs_library 0 62 71 없음

18 서강 학교 로욜라도서 @loyolasogang 73 711 14 2020-08-28

19 서울과학기술 학교 도서 @seoultech.library 15 192 61 2018-03-19

20 서울시립 학교 도서 @uoslibrary 1 0 0 2020-09-28

21 서울여자 학교 도서 @swulib.official 97 807 1 2019-09-18

22 서울한 학교 도서 @hytulib 51 94 45 2020-05-18

23 선문 학교 앙도서 @sunmoon_lib 49 288 11 2020-10-14

24
성균 학교 앙학술정보
성균 학교 삼성학술정보

@lib_skku_official 14 347 5 2019-03-11

25 숙명여자 학교 도서 @sookmyung_lib 55 921 2 2020-08-04

26 신라 학교 도서 @silla_library 85 280 78 2019-10-30

27 신한 학교 앙도서 @shulib12 32 64 1 2018-10-19

28 아주 학교 도서 @ajou_library 24 226 8 2018-05-28

29 연세 학교 학술정보원 @yonsei_library 104 1,603 3 2017-02-11

30 원 학교 도서 @wonkwanglibrary 83 296 112 2015-07-09

31 덕 학교 학술정보원 @uulibrary 16 204 173 2019-05-20

32 이화여자 학교 도서 @ewhalibevent 97 1,241 1 2020-07-15

33 북 학교 앙도서 @jbnu_library 121 2,577 6,446 2019-07-08

34 주 학교 도서 @jjunivlib 131 684 168 2018-05-14

35 제주 학교 앙도서 @jejunu.lib 134 72 1 2017-01-18

36 앙 학교 안성캠퍼스 도서 @cau.owli 39 184 2 2020-08-19

37 청주 학교 앙도서 @cju_library 134 236 3 2017-10-30

38 충북 학교 도서 @cbnul 24 136 5 2018-11-07

39 침례신학 학교 도서 @kbtus_lib 63 150 138 2020-06-24

<표 1> 국내 학도서  인스타그램 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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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북을 동시에 운 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용자

가 선호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변화 흐름

에 따른 것으로 다수의 학도서 이 페이스북

과 인스타그램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김 주 외(2021)에 따르면 도서  

종별로 게시물의 개수 평균과 팔로워, 팔로잉 수

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도서 으로, 재 국내에

서는 인스타그램의 운 이 공공도서 에서 가장 

활발하며 네트워크도 가장 리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황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으로 첫째, 게

시물 수와 팔로워 수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는 게시물의 인 수보다 게시물의 

특성이나 유형이 팔로워 수와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게시물 수가 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워가 많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심 있는 정

보를 제공했거나 팔로우를 유도하는 행사  이

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인스타

그램 계정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인스타그램 아

이콘을 도서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거나 배

를 통해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노출하는 등 계정에 한 홍보가 잘 

이루어졌음을 상할 수 있다. 둘째, 팔로워 수

가 많은 도서 은 게시물 업로드 날짜가 최근이

라는 이다. 즉,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인스타

그램을 주기 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따라

서 인스타그램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주기

인 게시물 업로드와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이용

자의 댓   DM에 응답하고 이용자들이 원하

는 정보 요구를 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1.2 사례

국내 사례 상은 다양한 게시물 유형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게시물 수가 많고, 최근까지 활발

히 운 하는 계정을 심으로 선정하 다. 이를 

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000명 이상이거

나, 학부생 수 비 팔로워 수 비율이 10% 이상

인 기 을 용하여 1차로 14곳의 학도서

을 선정하 다. 여기에, 2021년 1월부터 4월까

지 게시물이 30개 이상 업로드된 조건을 추가

하여 총 7개의 학도서  인스타그램 사례를 

살펴보았다. 운  사례는 2021년 1월부터 4월

까지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로 어떤 유형

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도서  인

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은 선행

번호 도서 명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 수

(개)
팔로워 수

(명)
팔로잉 수

(명)
첫 게시일

40 한경 학교 도서 @hknu_library 16 292 4 2020-09-18

41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 @kaist_library 41 1,166 139 2020-09-01

42 한국방송통신 학교 도서 @knou_library 137 883 809 2018-09-13

43 한국외국어 학교 도서 @hufslibraries 73 1,105 46 2020-11-06

44 한국외국어 학교 로벌캠퍼스 도서 @hufslib 36 256 2 2020-12-04

45 한성 학교 학술정보 @hansung_library 86 410 3 2019-04-23

46 한양 학교 백남학술정보 @hyulibrary 406 842 90 2018-02-20

47 한양 학교 ERICA 학술정보 @hyuerica 675 1,667 1 2017-07-26

48 한일장신 학교 도서 @hanillib 74 105 25 2018-10-10

49 호서 학교 앙도서 @hoseo_univ_lib 81 308 77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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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 최연진(2013), 조수연(2018)의 설문 문

항을 참고하여 도서  공지사항, 도서  소식, 

도서  자료, 도서  서비스, 도서  시설, 도서

 행사  이벤트, 다른 도서   타 기 , 일

상  커뮤니 이션 총 8가지로 구분하 다.

부산 학교 도서  인스타그램(@pnu.library)

은 도서  공지사항과 도서  행사  이벤트

에 한 내용이 많았다. 공지사항의 경우, 코로

나19로 인해 변동되는 운 시간을 공지하여 이

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 다. 한, 도

서  행사에 한 안내와 함께 진행 인 강연

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공유하여 참석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강연에 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

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화여자 학교 도서  인스타그램(@ewha

libevent)은 도서  시 내용을 카드뉴스 형

식으로 소개하여 도서 에 직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 내용을 살

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 다. 도서  자료에 

한 정보는 다양한 코 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  ‘오늘의 신착’은 간단한 책소개, 인사말과 

함께 사서가 직  선정한 신착도서를 소개한 

코 로 다른 게시물에 비해 좋아요, 댓 이 많

았다.

한국외국어 학교 도서  인스타그램(@huf

sllibraries)에서는 일상  커뮤니 이션에 한 

게시물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내용은 주로 개

강, 시험 기간과 같은 학사 일정이나 날씨와 

련된 콘텐츠 다. 일상  커뮤니 이션 게시물

은 다른 자료  서비스 안내와 같은 게시물에 

비해 조회 수나 좋아요 수가 많았으며, 이를 통

해 이용자들은 단순한 안부나 인사와 같은 게

시물을 통해서도 도서  소식을 듣고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양 학교 ERICA 학술정보  인스타그램

(@hyuerica)은 일주일에 평균 13.8개의 게시

물이 업로드되어 활발하게 운 되었으며 게시

물 내용은 도서  자료에 한 정보가 높은 비

율을 차지하 다. 카드뉴스에는 해당 도서의 

소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기호와 QR코

드를 삽입하여 이용자들이 출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일상  커뮤니

이션 정보에는 공식 인 성격이 아닌 친근한 

말투와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도서

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 다.

도서 명
게시물 유형

합계
1주당 평균

업로드 게시물 수공지 소식 자료 서비스 시설 행사 타기 일상

부산 학교 도서 14 2   7  3 4 13  2  3  48  2.8

이화여자 학교 도서 11 6  13  8 5 18  0  0  61  3.6

한국외국어 학교 도서 11 1  37  8 8  8  2 11  86  5.1

한양 학교 ERICA 학술정보 33 2 137 24 1 13 20  5 235 13.8

서울여자 학교 도서  2 1  26  8 0  3  0  0  40  2.4

서울한 학교 도서  6 0  30  5 0  0  3  0  44  2.6

침례신학 학교 도서 13 0   8  1 4  1  5  0  32  1.9

<표 2> 국내 학도서  인스타그램 활용 사례 

(단 :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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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 학교 도서  인스타그램(@swulib.

official)은 도서  서비스에 한 정보를 논문 

이용방법, DB별 이용방법 등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하 다. 한, 스토리를 활용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본인 계정에 게시한 스토

리를 도서  계정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이 이벤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이

벤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인스타그램을 활

성화하고자 하 다.

서울한 학교 도서  인스타그램(@hytulib)

은 도서  자료와 련된 정보에 단행본, 자

책 출 여부를 표시하여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책을 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

었다. 로필에는 ‘추가 문의 사항은 댓 , DM, 

챗 ’을 공지하여 이용자가 댓 이나 DM을 활

용하여 도서 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었다.

침례신학 학교 도서  인스타그램(@kbtus_lib)

에는 신입생을 한 정보가 많았다. 도서  공

지사항에 한 정보로 도서  이용방법, 기간, 

이용 범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개강  문

의가 많은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개강 후에는 

‘신입생을 한 도서  꿀 ’, ‘ 비 신입생을 

한 도서  소개’ 코 를 통해 도서 을 처음 

이용하는 신입생에게 유용한 시설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 다.

2.2 국외 학도서

2.2.1 황

국외 황조사는 순  선정 기 인 THE와 

QS의 2021년 세계 학 순 를 참고하여 각각

의 상  50개 학교를 비교해 순 의 차이와

는 상 없이 모든 학교의 도서 을 조사 

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THE와 QS 모두에서 

선정된 37개 학과 THE의 기 만 만족한 13

개 학, 그리고 QS의 기 만 만족한 13개 

학을 합한 63개 학교에서 국내 학교 2곳

(서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총 61

개의 국외 학도서 을 황조사 상으로 선

정하 다. 조사는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1

일까지 도서  홈페이지 메인에서 아이콘, 배

 는 메뉴에서 링크를 제공하는 학도서

을 기 으로 진행하 으며 홈페이지에 명시되

지 않는 경우 직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여 추

가 조사하 다. 국외 학도서 의 경우 단과

학별로 분 이 많고, 실제로 분 마다 별도

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운 하는 경

우가 지 않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

당 학도서 의 표 계정 는 메인 도서

의 계정으로 그 범 를 한정하 다.

조사 결과, 총 60개 학도서 이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운 하 으며 그  48곳에서 인

스타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표 3> 참조). 국

외 학도서 에서는 인스타그램 운 이 매우 

빠르게 시작되었는데, 첫 게시물 업로드 날짜

를 기 으로 국내에서는 도서  인스타그램이 

2015년 이후 개설되기 시작했다면, 국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과반수가 2015년 이 에 개설되

었다. 2019년과 2020년에 개설한 도서 은 홍

콩성시 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

과 홍콩 문 학(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으로 모두 아시아 지역의 학도

서 이며, 2021년에 개설한 맥길 학교(Mcgill 

University) 도서 은 2016년부터 도서 과 아

카이 가 함께 운 하던 계정에서 도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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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서 명 국가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 수

(개)
팔로워 수

(명)
팔로잉 수

(명)
첫 게시일

1 난양기술 학교 도서 싱가포르 @ntusglibrary 1,416 1,304 188 2013-04-08

2 노스웨스턴 학교 도서 미국 @nu_library 902 1,550 203 2014-04-15

3 뉴사우스웨일스 학교 도서 호주 @unswlibrary 559 4,955 146 2013-10-23

4 뉴욕 학교 도서 미국 @nyulibraries 108 1,648 145 2018-04-10

5 듀크 학교 도서 미국 @dukelibraries 745 2,762 164 2012-08-27

6 로잔연방공과 학교 도서 스 스 @epfllibrary 390 2,152 542 2017-05-24

7 뢰번가톨릭 학교 도서 벨기에 @kuleuvenbibliotheken 25 532 22 2017-07-04

8 매사추세츠공과 학교 도서 미국 @mitlibraries 1,348 7,624 329 2015-01-14

9 맥길 학교 도서 캐나다 @mcgilllib 84 282 137 2021-01-16

10 맨체스터 학교 도서 국 @uomlibrary 810 3,200 137 2017-06-23

11 멜버른 학교 도서 호주 @unilibrary 1,201 6,671 610 2013-08-09

12 뮌헨공과 학교 도서 독일 @tum.library 482 1,426 175 2016-12-01

13 리티시컬럼비아 학교 도서 캐나다 @ubclibrary 344 2,390 691 2014-05-22

14 시드니 학교 도서 호주 @sydney_library 797 2,913 223 2014-09-10

15 시카고 학교 도서 미국 @uchicagolibrary 665 1,479 139 2016-04-12

16 싱가포르국립 학도서 싱가포르 @nuslibraries 788 897 114 2012-09-20

17 에든버러 학교 도서 국 @edunilibraries 943 1,664 602 2016-11-25

18 일 학교 도서 미국 @yalelibrary 655 20,700 1,598 2015-07-25 

19 옥스퍼드 학교 도서 국 @bodleianlibs 866 41,100 160 2015-02-27

20 워싱턴 학교 도서 미국 @uofwalibraries 1,327 1,742 257 2014-03-04

21
워싱턴 학교 세인트루이스 
도서

미국 @wustllibraries 547 1,013 347 2016-04-07

22 스콘신 학교 매디슨 도서 미국 @uwmadlibraries 466 1,497 142 2013-03-06

23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도서 국 @uclmainlibrary 117 1,365 94 2017-03-17

24
일리노이 학교 어바나 샴페인 
도서

미국 @uillinoislibrary 733 2,671 218 2015-04-14

25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도서 국 @imperiallibrary 446 1,330 79 2013-09-05

26 조지아공과 학교 도서 미국 @gtlibrary 909 1,155 296 2014-04-24

27 존스홉킨스 학교 도서 미국 @jhulibraries 954 1,772 279 2013-10-07

28 취리히연방공과 학교 도서 스 스 @eth_library 488 2,230 198 2018-03-30

29 카네기 멜론 학도서 미국 @cmulibraries 274 1,163 680 2017-10-05

30 카롤린스카 연구소 학도서 스웨덴 @kibiblioteket 665 854 110 2012-03-06

31 캘리포니아공과 학교 도서 미국 @caltechlibrary 163 1,039 329 2016-04-19

32
캘리포니아 학교 로스앤젤 스 
도서

미국 @uclalibrary 1,219 7,693 309 2012-03-16

33 캘리포니아 학교 버클리 도서 미국 @ucberkeleylibrary 223 2,265 125 2017-09-09

34
캘리포니아 학교 샌디에이고 
도서

미국 @ucsdlibrary 1,319 4,024 1,483 2012-02-03

35 임 리지 학교 도서 국
@cambridgeuniversityl
ibrary

579 17,900 43 2016-02-12

36 코넬 학교 도서 미국 @cornell_library 482 2,880 339 2015-09-24

37 퀸즐랜드 학교 도서 호주 @uniofqldlibrary 456 2,144 507 2017-08-02

38 킹스칼리지런던 도서 국 @kings_libraries 454 1,785 120 2015-04-22

39 텍사스 학교 오스틴 도서 미국 @utlibraries 441 1,647 368 2013-07-20

<표 3> 국외 학도서  인스타그램 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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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도서  인

스타그램 사용이 미국, 유럽 지역을 심으로 

시작되어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황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으로 첫째, 국

외 학도서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유형이 

부분 사진이라는 이다. 국내의 경우 주로 일

러스트 이터, 워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제작

한 이미지가 게시되었다면, 국외의 경우에는 직

 은 사진이나 도서  아카이  는 컬 션 

사진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국내에서

는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여러 장의 이미지를 게

시했다면 국외는 주로 한 장의 이미지를 게시하

는 경우가 많았다. 한, 국내는 주로 이미지에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외는 주로 이미지 하단의 게시 을 통해 제공

함을 알 수 있었다.

2.2.2 사례

국외 사례 상은 다양한 국가 사례가 포함

될 수 있도록 팔로워 수가 1,000명 이상인 인스

타그램  국가별로 팔로워 수가 가장 높은 기

을 용하여 1차로 8곳의 학도서 을 선정

하 다. 한, 게시물 수가 500개 이상이면서 

팔로워가 5,000명 이상인 기 을 용하여 2차

로 7곳의 학도서 을 선정하 다. 1차와 2차

로 선정한 15곳의 학도서   복된 4곳을 

포함한 11곳의 학도서 에서 2021년 1월부

터 4월까지 게시물이 30개 이상 업로드된 조건

을 추가하여 총 9개의 학도서  인스타그램 

사례를 살펴보았다. 운  사례는 앞서 국내 사

례와 동일하게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로 어떤 유형의 정보를 제

공하는지 살펴보았으며 도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 역시 8가지로 유형

화하 다.

난양기술 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 

versity Singapore) 도서  인스타그램(@ntusg

library), 뮌헨공과 학교(Technische Univer- 

sität München) 도서  인스타그램(@tum.lib

rary)에는 교육과 련된 세미나, 워크 에 

한 게시물이 많았다. 세미나는 주로 작권, 연

구 데이터 리 등의 내용이었으며, 워크 은 

엔드노트(EndNote), 멘들리(Mendeley)와 같

은 데이터베이스 이용 교육을 심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매사추세츠공과 학교(Massachusetts Ins- 

titute of Technology, MIT) 도서  인스타그램

(@mitlibraries), 옥스퍼드 학교(University of 

Oxford)의 앙도서 인 보드 이안 도서

(The Bodleian Libraries) 인스타그램(@bodlei

anlibs), 취리히연방공과 학교(Eidgenössische 

번호 도서 명 국가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 수

(개)
팔로워 수

(명)
팔로잉 수

(명)
첫 게시일

40 토론토 학교 도서 캐나다 @uoftlibraries 1,381 9,058 569 2015-05-26

41 펜실베이니아 학교 도서 미국 @upennlib 591 3,297 189 2013-02-15

42 린스턴 학교 도서 미국 @PULibrary 351 2,237 164 2013-07-27

43 하버드 학교 도서 미국 @harvard.library 221 6,431 148 2018-08-17

44 호주국립 학교 도서 호주 @anu_library 336 958 157 2013-10-29

45 홍콩과학기술 학도서 홍콩 @libraryathkust 313 687 27 2018-02-10

46 홍콩 학도서 홍콩 @hkulibrary 108 1,145 11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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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sche Hochschule Zürich) 도서  인스타

그램(@eth_library), 캘리포니아 학교 로스앤

젤 스(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도서  인스타그램(@uclalibrary)에

서는 주로 도서  컬 션을 활용한 정보가 많

았다. 그  UCLA 도서  인스타그램은 분  

도서 에 한 정보를 통해 다양한 도서  시

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 다. 한, 일상

 커뮤니 이션 정보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 상을 일컫는 ‘ (meme)’을 활용하여 

이용자와 친근하게 소통하고자 하 다.

일 학교(Yale University) 도서  인스

타그램(@yalelibrary)에는 강연, 온라인 시

에 한 정보가 많았다. 다른 도서 에 비해 도

서  소식에 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

는데 내용은 도서  수상, 기부, 리모델링 소식

과 같은 기  련 소식과 도서  로젝트에 

한 소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임 리지 학교(Cambridge University) 도

서  인스타그램(@cambridgeuniversitylibrary)

과 토론토 학교(University of Toronto) 도서  

인스타그램(@uoftlibraries)은 소장자료를 형태

별, 주제별로 소개한 정보가 많았다. 한, 토론토

학교 도서  인스타그램에는 화 상 , 시와 

같은 정보가 소개되고 있었다(<표 4> 참조).

 3. 학도서  인스타그램 이용자 
조사 결과

조사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000명 이

상이거나, 학부생 수 비 팔로워 수 비율이 

10% 이상인 국내 A, B, C 학도서  이용자

를 상으로 2021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

지 실시하 다. 설문 결과, A 학도서  22명, 

B 학도서  87명, C 학도서  194명이 응

답하여 총 303명이 응답하 다. 그  설문 상

에 포함되지 않는 9명과 분석에 합하지 않은 

2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92명의 응답을 

설문 분석에 사용하 다.

도서 명
게시물 유형

합계
1주당 평균

업로드 게시물 수공지 소식 자료 서비스 시설 행사 타기 일상

난양기술 학교 도서 17  6  3 95 0 11 0  6 138 8.1

매사추세츠공과 학교 

도서
 0 14 31  1 0  2 0  4  52 3.1

뮌헨공과 학교 도서  6  0  8 18 1  0 0  7  40 2.4

일 학교 도서  6 13  2  0 1 17 3 10  53 3.1

옥스퍼드 학교 도서  1  4 41  0 0  2 0  7  57 3.4

취리히연방공과 학교 

도서
 3  2 28  0 0  0 0 11  48 2.8

캘리포니아 학교 

로스앤젤 스 도서
 3 16 38  6 8 10 0  8  89 5.2

임 리지 학교 도서  5  4 22 12 1 15 2 18  79 4.5

토론토 학교 도서  1  1 11  1 1  7 0  8  30 1.8

<표 4> 국외 학도서  인스타그램 활용 사례 

(단 :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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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응답자의 일반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여

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신분은 학부

생이 학원생보다 5배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

다. 재학 인 학기는 3~4학기가 가장 많았

으며 체로 6학기 이내 재학 인 것으로 나타

났다. 공은 공학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복수 

공 응답자는 24명으로 부분 1개의 공을 

가지고 있었다(<표 5> 참조).

3.2 인스타그램 이용행태

3.2.1 이용 경험  빈도

일상 으로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형에 한 질문에 <표 6>과 같이 인스타그램

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279명(32.98%)으로 가

장 많았으며, 유튜 를 이용한다는 답변은 252

내용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내용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성별

남  65  22.26

공*

인문계열  46  14.56

여 227  77.74 사회과학계열  46  14.56

합계 292 100.00 자연과학계열  42  13.29

신분

학부생 250  85.62 공학계열 106  33.54

학원생  42  14.38 체능계열  21   6.65

합계 292 100.00 경 계열  31   9.81

재학 

인 

학기

1~2학기  72  24.66 사범계열  16   5.06

3~4학기  79  27.05 의학계열   3   0.95

5~6학기  73  25.00 약학계열   1   0.32

7~8학기  58  19.86 자유 공계열   2   0.63 

9학기 이상  10   3.42 기타   2   0.63 

합계 292 100.00 합계 316 100.00

*복수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사용해본 유형* 선호하는 유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응답자 수(명) 백분율(%)

블로그(네이버, 티스토리 등)  99  11.70   3   1.03

페이스북 100  11.82   9   3.08

트 터  54   6.38  12   4.11

인스타그램 279  32.98 165  56.51

유튜 252  29.79  95  32.53

카페(네이버, 다음 등)  61   7.21   7   2.40

기타   1   0.12   1   0.34

합계 846 100.00 292 100.00

*복수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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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9.79%)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유형에 한 질문에서도 인스타

그램이라는 답변이 165명(56.51%)으로 과반수

를 차지하 으며, 유튜 가 95명(32.53%)으로 

확인되었다.

도서 에서 운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사용해보았다는 응답은 282명

(79.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호하는 유형에

서도 인스타그램이 253명(86.64%)으로 압도

인 비율을 차지했다(<표 7> 참조). 이는 조사한 

3개 학도서 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

으며, 이를 통해 재학생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도서 에서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도 

인스타그램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해서 매시간 틈날 때마다 확인한다는 답변이 

193명(66.10%)으로 과반수를 차지하 다. 하루

에 한 번쯤 확인한다는 답변이 70명(23.97%), 

2~3일에 한 번쯤 확인한다는 답변이 14명

(4.79%), 일주일에 한 번쯤 확인한다는 답변이 

10명(3.42%)이었다. 한 달에 한 번쯤 확인하거

나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명(1.71%)

으로 응답자의 부분이 인스타그램을 자주 활

용하고 있었다.

3.2.2 이용 목

학도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목 에 

해서 ‘도서  행사  이벤트(경품)에 한 정보

를 얻기 해서’라는 응답이 211명(42.71%)으

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  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해서’라는 응답이 194명(39.27%)

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주로 학 생활  도서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해서 인스타그

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도서 소개

가 흥미로워서’, ‘시험 기간 이용에 한 안내를 

보기 해서’라는 응답이 있었다(<표 8> 참조).

3.2.3 유입 경로

학도서  인스타그램 유입 경로를 알아본 

결과, <표 9>와 같이 도서  행사  이벤트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12명(38.36%)으

로 가장 많았으며, 인스타그램의 ‘회원님을 

한 추천’ 서비스라는 응답이 66명(22.60%)으

로 나타났다.

구분
사용해본 유형* 선호하는 유형

응답자 수(명) 백분율(%) 응답자 수(명) 백분율(%)

블로그(네이버, 티스토리 등)  23   6.50   6   2.05

페이스북  43  12.15  15   5.14

트 터   2   0.56   1   0.34

인스타그램 282  79.66 253  86.64

유튜   4   1.13   0   0.00

카페(네이버, 다음 등)   0   0.00   0   0.00

기타   0   0.00  17   5.82

합계 354 100.00 292 100.00

*복수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7> 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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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학업  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해서 194  39.27

도서  행사  이벤트(경품)에 한 정보를 얻기 해서 211  42.71

새로운 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서   2   0.40

도서 과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어서  60  12.15

심 분야에 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편리해서  24   4.86

기타   3   0.61

합계 494 100.00

*최  2개까지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8> 학도서  인스타그램 이용 목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도서  홈페이지  16   5.48

도서  행사  이벤트 112  38.36

도서  홍보물  19   6.51

학교 홈페이지  15   5.14

학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9   9.93

인스타그램 ‘회원님을 한 추천’ 서비스  66  22.60

친구  지인 소개  26   8.90

검색 포털 사이트   1   0.34

기타   8   2.74

합계 292 100.00

<표 9> 학도서  인스타그램 유입 경로

‘회원님을 한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해 이용자가 팔로우할 가

능성이 높은 계정을 추천하는 인스타그램 기능

으로, 정확한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 이용자가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아는 친구, 알 수도 있는 친구, 심사가 비슷한 

사용자를 추천한다(김 애, 2017). 즉, 도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친구나 기  계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이용자가 도서  인스타그램

에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공식 계정이나 재학생들이 주로 

심을 가질 만한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이 인

스타그램 홍보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3.2.4 게시물 내용 확인 정도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피드에서 스크롤을 내

리는 행 를 통해 정보를 하며, 심 있는 게

시물에 해 좋아요, 댓 , 공유 등의 반응을 하

게 된다. 즉, 게시물 정보에 한 단을 통해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가 아니거나 심이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재학생이 도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정

보를 얼마나 확인하는지 조사한 결과, 149명

(51.03%)이 체로 확인한다고 응답하 으며 

72명(24.66%)은 보통 확인한다, 44명(15.07%)

은 모두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체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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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 정도가 도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반면 체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명(7.19%),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명(2.05%)으로 도서  인스

타그램을 팔로우하지만 게시되는 정보는 다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

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정보를 거의 확인

하지 않거나 소극 으로 확인하는 이유를 조사

한 결과, 제공되는 정보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

다는 응답이 11명(40.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의 도서  서비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이 각각 7명(25.93%), 개인정보 노출에 한 

험이 있다는 응답이 1명(3.70%) 있었다.

3.3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도서  홍보 효과

3.3.1 도서  이용 측면

재학생의 학도서  인스타그램 사용이 도

서  이용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먼  인스타그램을 통해 얻은 도서  

련 정보에 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 다.

첫째, 인스타그램에서 도서  련 정보를 얻

을 때 주로 어느 내용에 심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도서  공지사항에 한 정보라는 의견이 

211명(2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

이로 도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라는 의

견이 210명(22.65%)으로 나타났다(<표 10> 참

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학도서  인

스타그램 이용 목 에 한 질문에서 ‘도서  행

사  이벤트(경품)’에 한 정보를 얻기 해서, 

‘학업  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해

서’라는 응답이 많은 것과 맥락이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이때 도서  공지사항에 한 정보는 도

서  운 시간, 열람실 운  여부 등 주로 학업 

 학 생활과 연 된 것임을 상할 수 있다.

둘째, 주로 어느 내용이 도서  이용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도서  공지

사항에 한 정보라는 응답이 205명(24.03%)

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라고 응답한 학생은 161명(18.87%)

으로 앞서 심 있는 정보라고 응답한 수에 비

해 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이를 통해 도

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에 심은 있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도서  공지사항에 한 정보 211  22.76 

도서  소식에 한 정보 129  13.92 

도서  자료에 한 정보 105  11.33 

도서  서비스에 한 정보 124  13.38 

도서  시설에 한 정보 109  11.76 

도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 210  22.65 

다른 도서 이나 타 기 에 한 정보  21   2.27 

일상  커뮤니 이션  18   1.94 

합계 927 100.00

*복수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10> 주로 심 있는 도서  인스타그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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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도서  공지사항에 한 정보 205  24.03 

도서  소식에 한 정보 133  15.59 

도서  자료에 한 정보  98  11.49 

도서  서비스에 한 정보 116  13.60 

도서  시설에 한 정보 110  12.90 

도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 161  18.87 

다른 도서 이나 타 기 에 한 정보  16   1.88 

일상  커뮤니 이션  14   1.64 

합계 853 100.00

*복수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11> 이용에 도움이 되는 도서  인스타그램 정보

으나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주로 어느 내용이 실제 도서  이용으

로 이어지는지, 는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

한 결과, 도서  공지사항에 한 정보라는 응답

이 167명(24.42%)으로 가장 많았다. 도서  시

설에 한 정보라는 응답은 102명(14.91%)으

로 앞선 두 질문과 달리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차지하 다(<표 12> 참조).

도서  인스타그램 정보에 한 세 차례의 

응답을 살펴보면 각 정보 유형별로 응답자 수

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학생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로 심을 가지는 정

보, 도서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

보, 실제로 도서  이용으로 이어지는 정보 간

의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에서도 도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는 3가지 질문의 

응답 간 격차가 다른 정보 유형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의 결과를 통해 도서  행사  이벤

트가 모두 재학생의 도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행사  이벤트를 기획할 때 재

학생들의 도서  이용을 독려할 수 있는 참여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도서  공지사항에 한 정보 167  24.59 

도서  소식에 한 정보  78  11.49 

도서  자료에 한 정보  95  13.99 

도서  서비스에 한 정보  88  12.96 

도서  시설에 한 정보 102  15.02 

도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 128  18.85 

다른 도서 이나 타 기 에 한 정보  15   2.21 

일상  커뮤니 이션   6   0.88 

합계 679 100,00

*복수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12> 실제 이용으로 이어진 도서  인스타그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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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도서 에서 운 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도서  자료, 서비스, 시설, 행사  이벤

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고 실제로 이용한 경험

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242명(82.88%)이 그

다고 답하여 응답자의 부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제로 도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도

서  이용에 한 인스타그램의 홍보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50명(17.12%)은 인스

타그램을 통해 정보를 얻었지만 도서  이용으

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 으며, 그  1명

은 도서  인스타그램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도서  이용에 제한이 있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42명에게 구체 으로 어떤 정보를 얻고 이

용했는지 질문한 결과, 도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가 166명(37.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시설에 한 정보가 112명(25.63%), 도

서  자료에 한 정보가 94명(21.51%), 도서

 서비스에 한 정보가 65명(14.87%)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이때, 도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학생은 인스

타그램을 통해 도서  행사  이벤트에 참여

하 으나 해당 도서  행사  이벤트가 자료 

출  서비스, 시설 이용과 같이 도서  직  

방문 는 홈페이지 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서  이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3.2 도서  이미지 측면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서 에 한 이미지가 

변하 는지 알아본 결과, 133명(45.55%)이 ‘그

다’라고 답하 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

답은 119명(40.75%), ‘아니다’라는 응답은 40

명(13.70%)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

답은 기존에 도서  이미지에 한 인식이 존

재하지 않거나 이미 인식한 도서  이미지에 

해 인스타그램이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스타그램이 도서  이미지

에 주로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나 일정 

부분에서는 아직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서  이미지가 변화한 

경험이 있는 133명에게 구체 으로 어떤 부분

에서 이미지가 변화했는지 질문한 결과, ‘도서

 사서에 한 인식이 친근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바 었다’라는 응답이 43명

(32.33%)으로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 운

을 통해 학도서 이 시 의 변화에 맞추어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도서  자료에 한 정보  94  21.51 

도서  서비스에 한 정보  65  14.87 

도서  시설에 한 정보 112  25.63 

도서  행사  이벤트에 한 정보 166  37.99 

합계 437 100.00

*복수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13>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용한 도서  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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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게 진화했다고 느껴졌다’라는 응답은 

42명(31.58%), ‘정 인 도서 에서 활동 인 도

서 으로 이미지가 바 었다’라는 응답은 28명

(21.05%),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로 바 었다’라는 응답

은 18명(13.53%)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이미지가 더 정 이다’라는 의견이 1명 있었으

며, 기타 의견으로 ‘최근 도서  리모델링 소식을 

보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정돈된 도서

이라는 인식을 얻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3.3.3 도서 과의 소통 측면

도서  인스타그램의 소통 활동에 한 의견

을 조사한 결과, ‘도서  인스타그램은 이용자

와 소통하기에 한 수단이다’라는 응답이 

204명(40.72%)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도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서 과 이용자 간의 소통

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응답은 68명(13.57%)으

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인스타그램을 소통 채

로써 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통이 이

루어지는 정도에 해서는 다소 부정 으로 생

각함을 알 수 있었다. ‘도서  인스타그램은 이

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심사를 악하려고 노

력한다’라는 응답은 139명(27.74%)으로 나타

났는데, 이를 통해 도서  인스타그램에 게시

되는 정보들이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  인스타그

램은 이용자가 문의한 내용에 해 진정성있게 

응한다’라는 응답은 36명(7.19%)으로 가장 

게 나타났으며 ‘도서  인스타그램은 이용자

의 요청이나 문의사항에 신속한 답변을 제공한

다’라는 응답 역시 47명(9.38%)으로 나타나 댓

  DM을 통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

스타그램을 통해 소통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외부인의 유입이 우려된다’ 등의 의견이 있었

다(<표 14> 참조).

3.3.4 종합

재학생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도서  이용 활

성화, 도서  이미지 제고, 도서 과의 소통 개

선  어떠한 측면에서 가장 향을 미치는지 

악하기 해 도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후 

이 과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을 알아보았다.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도서  인스타그램은 이용자와 소통하기에 한 수단이다. 204  40.72 

도서  인스타그램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심사를 악하려고 노력

한다.
139  27.74 

도서  인스타그램은 이용자의 요청이나 문의사항에 신속한 답변을 제공

한다.
 47   9.38 

도서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문의한 내용에 해 진정성 있게 응한다.  36   7.19 

도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서 과 이용자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68  13.57 

기타   7   1.40 

합계 501 100.00

*복수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14> 도서  인스타그램의 소통 활동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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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결과, ‘도서  이미지가 친 해지고 심

도가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126명(27.39%)으

로 나타나 도서  이미지 제고의 측면에서 인

스타그램의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다음으로 ‘도서 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

양해졌다’라는 응답이 116명(25.22%), ‘도서

을 통해 각종 정보원을 활용하는 기회가 늘어

났다’라는 응답이 115명(25.00%)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

던 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도서  방문이 잦아졌다’

라는 응답은 37명(8.04%)으로 나타나 도서  

방문 빈도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도서 과의 소통이 편리해졌다’라는 응

답은 49명(10.65%)으로 이용자와의 소통 측면

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새로운 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라는 응답이 5명(1.09%) 있었으며 

‘변화가 없다’라는 응답이 9명(1.96%)으로 나

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19로 학교에 가

지 못하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서  소식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표 

15> 참조).

도서  인스타그램에 한 자유 의견으로는 

도서  행사  이벤트를 다양하게 열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는 

학교 행사로 인해 변경되는 운 시간을 인스타

그램을 통해 빠르게 안내받기를 원한다’, ‘스토

리를 활용하여 일상 인 도서  이야기가 자주 

올라왔으면 좋겠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자유롭

게 DM을 보내도 된다는 걸 알리면 좋겠다’라

는 의견이 있었다.

4.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도서 에서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가 극 으로 이루어

지는 가운데, 도서 의 주 이용자층인 재학생

의 학도서  인스타그램 이용 황과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학도서

의 홍보 활동에 한 효과를 악하고자 하

다. 이에 문헌연구와 국내외 학도서  인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도서  방문이 잦아졌다.  37   8.04 

도서 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116  25.22 

도서 을 통해 각종 정보원을 활용하는 기회가 늘어났다. 115  25.00 

도서  이미지가 친 해지고 심도가 높아졌다. 126  27.39 

도서 과의 소통이 편리해졌다.  49  10.65 

새로운 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5   1.09 

없다   9   1.96 

기타   3   0.65 

합계 460 100.00

*최  2개까지 선택 가능한 다 응답 문항

<표 15> 도서  인스타그램 이용 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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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그램 황조사, 국내 학도서  인스타그

램 이용자 조사 분석을 통해 학도서  인스

타그램의 홍보 효과를 악하고 도서  홍보를 

한 인스타그램 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용자 조사를 바탕으로 도서  인스타그램

의 홍보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

답자의 부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에서도 도서  행

사  이벤트에 한 정보를 얻고 이용한 경험

이 가장 많았다. 둘째, 인스타그램 사용에 따른 

도서  이미지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미

지가 변하 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서  이미지가 바 었다는 응답자들은 

‘사서에 한 인식이 친근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바 었다’, ‘인스타그램 운 을 

통해 학도서 이 시 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

트하게 진화했다고 느껴졌다’라고 응답하여 인

스타그램이 도서  이미지 인식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 셋째, 응답자들

은 인스타그램을 도서 과 소통하기에 한 

채 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도서  인스타그램

이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심사를 악하고, 

문의한 내용에 해 진정성있게 응한다는 응

답이 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와의 소통 측면

에서 인스타그램 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후 ‘도서  

이미지가 친 해지고 심도가 높아졌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도서  이미지 제고 측면에

서 인스타그램의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  홍보를 한 

학도서  인스타그램 운  방안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학도서  인스타

그램 이용 목 을 살펴보면 ‘도서  행사  이

벤트(경품)에 한 정보를 얻기 해서’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도서  인스타그램을 

알게 된 경로 역시 ‘도서  행사  이벤트를 통

해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즉, 재학생의 인스타

그램 이용이 도서  행사  이벤트 련 정보

와 하게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도서  이용을 홍보

하고 활성화하기 해서는 이용자들이 심 있

는 ‘도서  행사  이벤트’ 정보를 활용하되 실

질 인 도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서

 자료, 서비스, 시설 등을 직  이용하는 참여 

방법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인스타

그램 주 이용자가 학부생인 것을 고려하여 학부

생에게 유용한 정보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

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도서  이미지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

을 살펴본 결과 인스타그램이 도서  사서의 이

미지 인식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서의 역할을 홍보하고 

일상 인 게시물과 친근한 말투를 활용하여 이

용자가 도서 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콘텐츠

를 기획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한, 도서  이미지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해서는 공식 인 성격과 정보 제공 주로 운

하는 것이 아닌 일상  커뮤니 이션 정보를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황조사 결과 부분의 도서 에서 인

스타그램을 통한 문의 방법에 해 안내하지 않

았으며 이용자 역시 댓 , DM을 사용하는 측면

에서 소극 인 반응을 보 다. 따라서 도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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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이용자가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댓 , DM을 이용하거나 

는 다른 문의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주기 인 게

시물 업로드와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댓  

 DM에 빠르게 응답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 요구를 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

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도서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 은 

도서 의 특성  목표와 하게 연 되어 

있으므로, 일반 기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와는 다른 운  양상을 보인다. 앞으로 도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운  효과에 한 지

속 인 연구를 통해 도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효과 으로 운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홍보를 한 

서비스 운   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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