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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학도서  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 활동과 업무 수행의 어려운 을 분석하여 서비스 

업무 개선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참고하여 자책 보유 

종수가 많은 학의 자책 서비스 담당자 9명을 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 고, 수집한 자료는 

활동이론을 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담당자들은 자책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교내외의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한 각 구성원들의 분업을 통해 서비스 

업무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자책 서비스 업무 활동과 련한 교내  교외 수 의 규칙이 존재했다. 그러나 

업무 활동 과정에서 산 부족, 국내 자책의 상이한 제작 방식과 이로 인한 이용의 불편함, 일부 구성원과의 

의견 충돌 등의 갈등이 악되었다. 나아가 담당자들이 언 한 자책 서비스 개선방안을 콘텐츠 측면, 시스템 

측면, 정책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e-Book 

service task in academic libraries through the task analysis of e-Book service librarians.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9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Activity Theor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have used various tools and interacted with diverse people to 

attain the goals of e-Book services. In addition, the division of labor and rules related to e-Book 

services were observable. However, there exist some problems in task performance, such as lack 

of budget, inconvenience of use due to unstandardized e-Book production, and disagreements 

of opinions. Furthermore, based on participants’ responses, the ways of improvement of e-Book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were suggested in the aspects of content, system,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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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책은 종이책에 상당하는 내용을 자

으로 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개

인용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 단말기 용 뷰어 등의 표 화된 포맷

으로 각종 자매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다(한국 자출 회, 2009; 장혜란, 2006). 

자책은 디지털 작권 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고가의 단말기 등과 같

은 제약이 있지만, 멀티미디어 요소와 검색 기

능을 지원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자책 서비스는 이용자의 입장에

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쉽게 검

색하고 근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장으로 바로 

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Ashcroft, 2011; 

Chrzastowski, 2011). 이와 련하여 학도서

 이용자의 자책 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 결

과에서 이용자들은 ‘이용 용이성’, ‘온라인 출/

반납’, ‘원문 근성’, ‘기능  특성’ 등을 자책

의 장 으로 언 하기도 하 다(남태우, 김진아, 

2003; 남 , 최성은, 2011). 

도서  차원에서 자책 서비스의 도입은 공

간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감소하는 도서 의 

출 책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서 

훼손 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리 비용 감,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김용욱, 

2012). 국내 학에서는 2001년 수원여자 학

교가 자책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많은 

학도서 이 자책을 도입하여 재는 다

수 학이 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개 

학이 구독하는 자책의 종수는 2016년에 평

균 26,434종이었으나 2020년에는 평균 50,218

종으로 최근 5년간 23,784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학술정보통계시스템, Rinfo).1) 

학도서  장서에서 자책 비 이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효과 인 

자책 서비스를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한 

연구는 다양한 에서 심도 있게 수행될 필요

가 있다. 

기존의 자책에 한 연구는 출 학, 미디

어학, 문헌정보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책 수

용  확산 측면의 연구(성동규, 성 훈, 2010; 

이애리, 최재원, 김경규, 2012; 김경일, 2014), 

자책 이용동기  반 인 이용행태에 한 

연구(남태우, 김진아, 2003; 장혜란, 2006; 남

, 최성은, 2011; 송용구, 2018; 이수범, 장성

, 2013; 김민정 외, 2014), 자책 서비스 측면

의 연구(정진한, 박일종, 2007; 송미령, 2013; 

김수정, 이지원, 2016)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그 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이용자 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으며, 

자책 서비스 담당자를 상으로 업무 활동과 

애로사항을 이론  분석 틀을 활용하여 체계

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도서  자책 서

비스 담당자를 상으로 자책 서비스 업무 

활동 반을 살펴보고자 문화역사 활동이론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을 용

하 다. 활동이론의 기본 분석단 는 활동체제

로서 주체, 객체, 도구 등 개인  차원의 요소와 

규칙, 공동체, 분업 등 집단  차원의 요소들로 

 1) http://www.rinf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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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이러한 활동이론을 용하면 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와 련한 활동체제를 구

성요소별로 악할 수 있고, 요소 간 상호작용

과 모순(갈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활동이론에 근거한 학도서  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 활동과 업무 상의 문제

을 분석하 으며, 추가 으로 서비스 활성화

를 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 다.

2. 선행연구  이론  배경

2.1 자책 련 연구

련 연구는 크게 자책 이용 측면의 연구

와 서비스 측면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자책 이용 측면의 연구로 상당수는 기술수용

모델이나 이용과 충족 이론을 용한 사례가 

많았다. 를 들어, 성동규와 성 훈(2010)은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휴 용 자책 단말

기의 기 수용 단계에 휴 용 자책 단말기 

기술이 사회 내에 수용되는 과정을 분석하 다. 

한 이수범, 장성 (2013)의 연구는 스마트미

디어를 활용한 자책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해 기술수용모델을 바탕

으로 분석모델을 설계한 연구로서, 자책 체

험기회 확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한 자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그리고 김민정 외(2014)는 자책 이용

경험이 없는 잠재 이용자들을 상으로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자책 이용동기를 이용과 충족

의 근에서 분석하 다. 김경일(2014)은 자

책을 이용하는 학생 집단을 상으로 이용과 

충족 근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자책 

이용자의 이용지속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살펴보았다. 

한편, 신 항모형을 용하여 자책 수용 

 확산에 향을 미치는 신 항 요인을 분

석한 연구로는 이애리, 최재원, 김경규(2012)

의 연구가 표 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사

회  규범을 통한 지각된 가치로 인해 강화된 

자기효능감은 사용자 항을 직 으로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책을 사용하기 

해 감수해야 할 환비용은 사용자 항을 

강화시키지만 지각  가치는 항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제시된 연구들은 부분 미디어 분야에

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는 주로 학생  학도서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구체 으

로 남태우, 김진아(2003)는 자책 출  기

에 나타난 연구로 도서  자원으로서의 자책

에 해 고찰하고 학도서 의 자책 서비스 

인식  이용실태와 발 방안을 분석하 다. 

그리고 장혜란(2006), 남 , 최성은(2011), 송

용구(2018)는 학생을 상으로 자책 이용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자책 이용 활성화 방안

을 도출하 으며, 공통 인 활성화 방안으로 

극 인 홍보  이용 교육, 품질 높은 콘텐츠 

제공 등을 제시하 다.

자책 서비스 측면의 연구들은 체로 자

책 자원을 리하는 도서  역에서 수행되었

다(정진한, 박일종, 2007; 송미령, 2013; 김수

정, 이지원, 2016). 정진한, 박일종(2007)은 

구․경북지역 도서 의 자책 서비스를 담당

하는 사서들을 상으로 자책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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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황, 근  목록 황, 자책 이용정

책 등의 서비스 황과 자책 련 문제   

개선방안을 분석하 다. 한 김수정, 이지원

(2016)은 두 군데의 학도서 을 상으로 

자책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사서들과의 면

담을 통해 자책 리  서비스의 장애요인

과 안을 악하 다. 한편, 송미령(2013)은 

국내 학도서 과 출 사를 상으로 다양한 

자책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국내 학도

서 의 자책 수서 황  문제 을 분석하

다. 

2.2 활동이론

활동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사회문화  맥락

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로써 활동체제를 구

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모순(갈등)을 밝히는 이론이

다(Engeström, 1987; 설진성, 2013). 이는 비

고츠키(Vygotsky)의 1세  활동이론, 온티

(Leont’ev)의 2세  활동이론을 거쳐 엥게스

트롬(Engeström)의 3세  활동이론에 이르러 

재의 이론 인 틀로서 정립되었다. 엥게스트롬

(Engeström)은 <그림 1>과 같이 주체, 객체, 도

구(매개체)에 규칙, 공동체, 분업 등의 사회 인 

요소를 추가하여 집단  차원으로 확장된 활동체

제를 제시하 다(Engeström, 1987; Engeström, 

2001; 최지혜, 2017).

주체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며, 

객체(목표)는 주체에 의해 다루어지는 물질 ․

정신  산물로서 도구를 통해 산출되는 활동의 

상이다. 도구는 주체가 목표(객체)를 달성하

도록 행 를 매개하며 물리 , 상징  도구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 한, 규칙은 구성원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명시 인 

규정, 법, 정책, 습뿐만 아니라 암시 인 사회

 규범, 기 , 구성원 사이의 계를 포함하며, 

한 공동체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  

는 활동들을 유도한다. 공동체는 동일한 객체에 

계하고 그 객체에 어느 정도 자신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개인 는 집단이다. 주체와 공동체

의 구성원들은 규칙과 분업을 통해 하나로 묶여

지며, 활동을 수행하기 해 구성원들과 서로 의

존한다. 분업은 서로 동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그림 1> 확장된 활동체제 모형(Engeström, 198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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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 달성을 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구성원들 간의 수평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수

직  역할 분담을 포함한다(Engeström, 1987; 

윤창국, 박상옥, 2012).

제3세  활동이론은 4가지 차원의 모순

(contradiction) 개념을 제시하 는데, 이는 활

동체제 내부  활동체제 간의 복합 인 상호작

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서 활동체제의 

변화와 발 의 원동력 역할을 한다(Engeström, 

1987; Jonassen & Rohrer-Murphy, 1999). 즉, 

1, 2차  모순은 활동체제 내부의 모순으로, 각

각 심 활동체제 구성요소 내에서 발생하는 

자체 인 모순과 심 활동체제 구성요소 간에 

발생하는 모순을 의미하며, 3, 4차  모순은 활

동체제들 사이의 모순으로, 각각 심 활동체

제의 주체가 문화 으로 발 된 활동체제를 

직면할 때 발생하는 모순과 심 활동체제와 

다른 여러 가지 이웃하는 활동체제 간에 발생

하는 모순을 의미한다. 이들 모순은 활동체제 

내에 다양한 혼란과 갈등을 발생시키면서도 

활동체제를 신 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Engeström, 1987; 윤창국, 박상옥, 2012). 

이처럼 각 요소들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요소들 간의 모순,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을 어

떻게 해결하여 발 해 가는지를 요한 분석의 

상으로 삼는 것이 제3세  활동이론의 핵심

이다(Engeström, 1987; 최지혜, 2017).

활동이론은 교육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

에서 용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박지 , 박성재(2017)와 최시내, 오상희(2021)

의 연구에서 활동이론이 용된 바 있다. 박지

, 박성재(2017)는 활동이론을 사서 인턴십에 

용하여 인턴십 참여자들의 활동체제를 주체, 

목표, 도구, 커뮤니티, 인턴십 계획  규칙, 업

무와 역할, 성과로 구성하여, 각 요소 간의 갈등

계를 체계 으로 분석함으로써 인턴십 로

그램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한 최시내, 오

상희(2021)는 온라인 커뮤니티  하나인 에

리타임을 통해 학생의 일상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해 활동이론을 용하 으며, 이를 

통해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공동체 

의식에 따른 인식 차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 사회  규범에 한 인식 등을 살펴

보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도서  자책 서비스 담

당자를 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

으며, 체 인 면담지는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하 다. 면담 항목은 주체, 객체, 도구, 규

칙, 공동체, 분업 등 활동체제의 구성요소에 따

라 구성하 으며, 구체 인 면담 내용은 <표 1>

과 같다.

연구내용과 련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참여자를 의도  표집을 통해 선정하

고자,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을 통해 자

책 보유 종수가 많은 상  40개 학을 식별하

으며, 상  학부터 면담 참여자를 섭외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

황에 수행되어, 면 면담이 아닌 화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 과정에 9번째 참여자와의 면

담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론  포

화상태에 도달하 다고 단하여 면담을 종료

하 다. 면담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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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면담 내용

주체
개인  배경정보(성별, 경력, 직책 등)

자책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 동기

객체

재 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담당자의 업무

이상 으로 생각하는 자책 서비스의 모습, 재의 모습과의 일치 정도

자책 서비스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방해 요소

도구

자책 서비스 업무에 사용되는 자료  도구

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성

자책 서비스에 한 홍보

규칙

자책 서비스 업무 차

자책 서비스와 련된 규칙, 방침

업무 활동을 하면서 지키기 어려웠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규칙

공동체
자책 서비스 활동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과의 갈등  해결 방법

분업

업무분장의 성

자책 서비스 담당자가 습 으로 꼭 해야 하는 일

자책 서비스를 한 구성원들의 역할

구성원들이 분업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표 1> 면담 항목 구성

참여자 성별 도서  업무경력 자책 업무경력 담당 업무

P1 여 11년 2년 반  업무

P2 남 3년 2년 6개월 반  업무

P3 남 24년 3년 수서, 목록 업무

P4 여 19년 3년 구독, 이용자 서비스 업무

P5 여 33년 10개월 국내 자책 수서, 이용자 서비스 업무

P6 여 19년 3년 국외 자책 수서, 이용자 서비스 업무

P7 남 20년 3년 반  업무

P8 남 12년 1년 국외 자책 반  업무

P9 여 5년 7개월 2년 국외 자책 반  업무

<표 2> 면담 참여자 배경정보

시하 으며 면담시간은 약 4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

한 후 녹음하 으며, 녹음된 음성 자료는 분석

을 해 사하 다. 면담 참여자의 배경정보

는 <표 2>와 같다.

면담 내용 분석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상, 개념, 범주 간을 지속 으로 비교 분석하

는 반복  비교(constant comparison) 분석기

법을 활용하 다. 이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 으며, 연구 목 에 맞

게 자료가 잘 수집되고 있는지, 추가 으로 수

집되어야 할 자료는 없는지를 악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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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지의 질문들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 다. 세부 인 자료 분석은 3

단계 즉,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순으로 

이루어졌다(유기웅 외, 2018). 개방 코딩 단계

에서는 사된 녹음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며 

활동체제의 구성요소  모순별로 내용을 구

분하 으며, 이와 더불어 주요 개념을 표 할 

수 있는 단어나 어구로 코딩을 실시하 다. 이

후 범주화 단계에서는 활동이론의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 으며, 마지막으로 

범주 확인 단계에서는 원자료와 비교하여 자료

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범주가 제 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 다. 추가 으로 분석

한 내용 가운데 명료하지 않은 부분에 해서

는 4명의 담당자들과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명

료화하 다. 

4. 연구결과

4.1 활동체제 구성요소별 분석

활동이론에서의 활동체제 구성요소는 주체, 

객체, 도구, 공동체, 분업,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체에 해당하는 자책 

서비스 담당자들의 활동체제를 구성요소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 으며, 주요 내용은 <그림 2>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1.1 객체

자책 서비스의 업무 활동에서의 주체는 서

비스 담당자들이다. 이때 객체는 담당자가 자

책 서비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자책 서비스의 이상 인 모습을 의미한다. 면담 

<그림 2> 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활동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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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자책 서비스의 목표  

이상 인 모습으로는 ‘이용자 요구를 최 한 신

속하게 충족시키거나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P1, P6, P8)’, ‘이용자가 스스로 인

지하지 못하는 정보요구를 선제 으로 악하

는 것(P9 참고)’, ‘편리한 자책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P2, P3)’, ‘ 정 인 이용 피드백을 받

는 것(P7)’ 등이 주로 언 되었다. 

“이용자가 구체 인 정보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

만, 희가 추천을 해주거나 이용자 스스로가 

몰랐던 수요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도 요한 역

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원이 있는지도 몰랐

는데 알게 되어서 나의 학습이나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처럼요.” (P9)

이와 더불어 무제한 동시 속 가능한 라이선

스, 자책 랫폼 표 화, DRM의 제약을 받

지 않는 등 근성이 확 된 서비스의 모습(P4 

참고)과 자책 매 모델의 세분화  단행본

과 동시 출 (P3) 등 장기 인 차원의 목표도 

언 되었다.

“국내 자료만 해도 자책이 표 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할 때 랫폼마다 (방식

이) 다르고 모바일 서비스 자체도 조 씩 다르

고, 수서에서부터 등록하기까지 방식이 각자 상

이해요. 어느 책이든 한 랫폼에서 동일한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표 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P4)

4.1.2 도구

참여자들은 업무 단계별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담당자의 업무인 

산 리, 선정, 정리, 서비스 이용 제공, 서비스 

리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각 

단계에서 활용된 도구들은 담당자가 업무를 효

과 으로 수행하고 업무 활동 과정에서 가지는 

서비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 산 리 도구

산 리와 련한 도구로는 자책 산 

확보  확충을 한 설득자료가 조사되었다. 

자책 산의 경우 학마다 배정되는 방식이 

상이하나, 부분 다른 자자원들과 함께 배

정되는데 다른 자료 유형의 산에 비해 자

책 산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P3 참고). 한 

일부 담당자들은 자책 산을 확보 는 확

충하기 한 설득자료로서, 학평가  학

도서  진흥법 장서 기  등의 학도서  

황 련 객 인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5 참고).

“ 자책 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

, DB, 자책이 같은 항목에 묶여있어요. 자

, DB에 비하면 자책은 산이 은 편이

에요. 자  산이 남거나 DB에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구독을 안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산

으로 살 수 있어요.” (P3)

“ 희는 학도서  진흥법의 ‘재학생 1인당 

(연간) 2책씩 차 증가’라는 기 을 맞춰야 해

요. 그리고 학평가에서 국 순   우리 도서

의 평가 순 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희에게 추가 지원을 해달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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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 순 와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있잖아

요. 이처럼 산이 왜 필요한지에 해 근거자료

를 만드는 거죠.” (P5)

2) 선정 도구

자책 선정과 련한 도구는 선정 계획 단

계와 선정된 자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사용

하는 도구들이 식별되었다. 먼 , 선정 계획 단

계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자 수요에 근거한 

도구로 국내 자책 제공업체별 희망도서 신청 

랫폼, 자  희망도서 신청 랫폼, ProQuest 

DDA(Demand Driven Acquisition) 서비스, 이

용통계가 많이 언 되었다. 특히 다수 참여

자들은 국외 자책을 선정할 때, ProQuest사

의 DDA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구매 요

청을 받는다고 언 하 다. 해당 서비스는 기

에서 구독 는 구매한 자책이 아닌 경우

에 온라인에서 ‘5분 미리 보기’를 제공하며, 이

용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요청’ 버튼

을 통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의 참여자들은 이용통계를 보

고 이용자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책 업체별로 이용

이 되지 않는 것들은 구독을 취소하거나 선정

하는데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국외 자책을 

담당하는 일부 참여자들은 ‘ 근 거부(Access 

Denied)’ 통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P6 참고), 

이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책을 찾기 해 

도서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으나 자 에서 구

입 혹은 구독하지 않아 속을 거부당한 데이

터들을 모은 통계를 말한다. 

“주요 국외 출 사의 자책에 속해서 거부되

는 통계가 나와요. 서지 검색은 되는데 희 학교

가 구독을 안 해서 열람할 수 없는 통계를 모은 

데이터가 있어요. 는 Springer, Wiley 등 주요 

출 사에서 나오는 자책의 이용량을 요. Denied 

Access Data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보고 

해당 양이 많은 주제 분야, 출 사를 확인하고 

선정할 때 도움을 받거든요.” (P6)

추가 으로 담당자들은 이용자들의 직

인 수요 외에도 해외 자책 수서 랫폼( , 

ProQuest의 OASIS, EBSCO의 GOBI Library 

Solution, EBSCO의 ECM), 해외 서평지( , 

Choice Review) 등을 통해 국외 자책을 선정

하고 있었으며, 국내 자책은 업체에서 제공하

는 신간 리스트, 출 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정 검토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로는 업체  출

사 홈페이지, 기타 검색엔진 등이 있었으며, 이

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자

책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리 도구

자책 정리 업무는 목록 구축  장 작업

을 포함하며, 련 도구로는 목록 구축을 한 

목록 데이터, 도서 자동화시스템(LAS), 

자책 장 서버 등이 있었다. 자 의 목록을 구

축하기 해 자책 제공업체로부터 목록 데이

터를 제공받는데, 구입을 통해 구 소장하는 

자책에 해서는 MARC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구독하는 자책에 해서는 서지정

보 메타데이터를 엑셀 일 형식으로 제공받고 

있었다(P2). 이때, 자책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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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데이터를 바로 올리지 않고 자 의 규

칙에 맞게 목록 수정 작업을 행하는 경우도 있

었다(P1).

도서 에서 기본 으로 사용하는 도서 자

동화시스템(LAS)으로 Alma, SOLARS가 빈

번하게 언 되었으며, Libeka(P9), Intota(P8)

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분의 참여자

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자책 업체에서 제

공받은 MARC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개별 

자책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일

부 참여자가 사용하고 있는 SOLARS에서는 

MARC 반입 기능과 메타데이터 반입 기능이 

구분되어 있어 MARC 데이터는 한 건씩 업로

드하며, 메타데이터는 엑셀 일로 일 으로 

업로드하고 있었다(P2). 반면, 한 참여자의 경

우 메타데이터는 LAS에 업로드하고 있지 않

다고 답하 는데, 그 이유로 도서  목록 검색

에 무 많은 결과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P9). 

구입한 자책에 한 장 서버를 이용할 

때, 자책을 자  서버에 장하는 경우와 출

사의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부분의 학도서 은 국내 자책의 경우 자  

서버에 설치하며(P5), 국외 자책은 해당 출

사의 서버를 이용하면서 자 의 LAS에는 

서지정보만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1).

4) 서비스 이용 제공 도구

서비스 이용 제공 도구로는 록시(Proxy) 

서버, 자책 랫폼, 검색서비스 시스템 등이 

언 되었는데, 가장 요하게 언 된 것은 

자책 랫폼에 한 것이었다. 국내 자책은 

교보문고, Yes24, 북큐 , 웅진 OPMS 등 다양

한 벤더가 랫폼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부

분의 도서 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랫폼

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자책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P7). 국외 자책은 ProQuest Ebook 

Central, EBSCOhost ebook, Springer e-Book, 

Wiley e-Book 등 출 사  어그리게이터의 

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랫폼의 URL로 

링크시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뷰어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었다. 특히 국외 

자책의 경우, 연말에 컨소시엄을 통해 자

, 웹DB 등과 함께 계약하므로 부분의 담당

자들은 국외 자책을 패키지로 구독  구입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자책이 자  홈페이지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혹은 메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특히 디스커버리 서비스 도구로는 많

이 활용되는 순으로 ProQuest의 Summon(P5, 

P6, P8), Ex Libris의 Primo(P3, P4), EBSCO

의 EDS(EBSCO Discovery Service)(P7) 등

의 솔루션이 언 되었다. 

5) 서비스 리 도구

서비스 리 도구로는 도서  홈페이지의 게

시 , 이메일, 주제가이드(LibGuides), 뉴스

터 등의 이용 안내  홍보 도구가 있었다. 이러

한 도구를 활용하여 자 의 행사와 각종 업체 

 출 사의 새로운 자책 련 서비스나 이

벤트 등을 홍보하기도 하 고, 주제가이드나 

큐 이션 등을 통해 자책 랫폼 이용 방법

을 설명하기도 하 다. 도서  홈페이지 Q&A, 

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자책 련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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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 는데, 부분의 참

여자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문의한 불편  불만 사항, 이용방법 등에 해 

답변을 하고 이용자들과 직 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4.1.3 공동체

서비스 담당자들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교내외의 여러 유형

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도서

 내․외부 직원, 이용자 등의 교내 구성원과 

자책 공 자, 시스템 업체 등의 교외 구성원

으로 구분되었다.

1) 교내 구성원

도서  내부직원  상 자와는 업무  서

비스 계획과 련하여 많은 소통을 하고 있었

으며, 주로 장  리자가 언 되었다. 동료 

직원들과는 주로 산 조정 문제로 소통하거나 

업무 련하여 오류  이용자 문의 사항에 

해 공유하고 있었다. 이때, 동료 직원들로는 

자  담당자(P2 참고), 단행본 담당자(P8), 

정기간행물 담당자(P4) 등 다른 유형의 자료

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언 되었으며, 교내 

산 과도 소통하며 자책 시스템 오류를 해결

하고 있었다(P9). 

“ 산 문제에 있어서는 자  담당자분과 소

통을 많이 해요. 자 은 다른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자자원 산 내에서도 희끼리 조정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논의하고 있어요.” (P2)

도서  외부직원의 경우, 해당 학의 본부 

내 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언 되었으며, 이들

과는 자책 산 문제로 소통하고 있었다(P9). 

다음으로 이용자는 주로 학생  교수를 포함하

며, 이들과는 이용 문의나 서비스 불편 사항  

오류 사항 등에 해 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교수들과는 강의 교재와 련한 부분

을 자주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1). 

2) 교외 구성원

담당자가 주로 소통하는 교외 구성원은 자

책 공 자와 자책 련 시스템 업체가 있으

며, 이 외에 학도서  간 의체도 있었다. 

자책 공 자는 출 사, 행사, 어그리게이터 

등을 포함하며, 부분의 담당자들은 이들과 

주로 자책 련 정보와 출 사 랫폼의 오

류  개선사항에 해 소통하고 있었다. 자

책 련 시스템 업체와는 시스템 오류 혹은 서

비스 셋업과 련하여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9). 이 외에 일부 참여자들은 다른 

학도서  사서들과도 소통하고 있었는데, 특

히 국․공립 학의 경우, 학도서  간의 의

체를 통해 산 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P5, P6).

4.1.4 분업

서비스 업무 활동에서 각 구성원들(도서  

내․외부직원, 이용자, 자책 공 자  시스

템 업체)의 역할은 상이했다. 먼 , 서비스 담

당자의 역할은 각 학도서 의 업무 분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를 들면 자책 업무  

수서  목록 업무나 구입이나 구독 업무와 같

이 서비스의 일부만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P3, P4), 서비스 반을 담당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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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담당자가 업무 활동 속에서 상호작용하

는 구성원들의 유형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서  내․외부직원

도서  내부직원으로 장  리자와 동료 

직원, 도서  외부직원으로 산 , 학 본부 

내 산 의 역할이 악되었다. 먼 , 도서  

내부직원  장  리자는 주로 업무 계획

을 세우고, 자책 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며, 

자책 산에 한 총 을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밝 졌다(P1, P7). 다음으로 동료 직원들

은 각 학도서 의 업무 분장에 따라 자책 

서비스 내에서 다른 업무( , 자책 구독 업

무, 자책 이용 교육, 학 내 다른 캠퍼스의 

주제 분야 자책 업무 등)를 담당하거나(P2), 

담당자와 함께 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P6). 이 밖에 일부 참여자들은 서비스 도  문

제가 생기거나 자책 련 문의가 있을 때 동

료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P4). 

도서  외부직원 가운데 산 의 역할로는 시

스템 셋업  리, 시스템 오류 개선  보완 

업데이트 등이 언 되었다(P9). 이 외에도 

학 본부 내 산 은 서비스에 필요한 자책 

산을 실질 으로 배분하며 산을 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5).

2) 이용자

이용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를 신청하여 

수요를 직 으로 표출하거나, 서비스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오류  불편 사항을 보고

하는 역할을 하 다. 를 들어, 한 참여자는 콘

텐츠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구체 이고 다양한 

수요가 있음을 언 하 고(P2 참고),  다른 

참여자는 이용자들이 링크 오류를 보고하거나 

이용방법에 한 설명이 필요함을 요청하여 서

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고 언 하기도 하

다(P9).

“요즘에는 교육용 만화도 많고, 그래픽 노블

(novel)이라고 해서 그림이 많이 들어간 소설에 

한 입수를 확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

도 있어요. 그리고 자책 에는 로그램을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동 상이 

같이 탑재된 것도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요.” (P2)

3) 자책 공 자  시스템 업체

자책 공 자인 출 사, 벤더, 행사들은 

담당자가 요청한 양식에 따라 MARC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었다(P7). 한 자책 신간 리스트 

 신규 서비스, 최신 동향 등 자책 련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P1), 이용통계를 

공유하면서 선정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P4). 다음으로, 자책 련 시스템 업체들은 

자책 담당자들이 업무 활동에서 사용하는 도

서  자동화 시스템, 검색서비스 시스템 등 다

양한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거나 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P9). 

4.1.5 규칙

서비스 담당자의 업무 활동에서는 교내외 수

의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했으며, 해당 규칙

들은 도서 에서의 자책 이용이나 서비스, 

공 자 차원의 자책 제공 과정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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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었다. 교내 수 의 규칙으로는 자책 

선정과 련한 내용이 자주 언 되었다. 많은 

학에서는 자책 선정 규정이나 지침이 별도

로 존재하지 않아 자 의 단행본 지침을 용

하고 있으며, 학 장서로의 합성을 가장 

요하게 여기고 있었다(P2). 이 외에 기업 간 거

래(Business to Business, B2B)로 구입하거나

(P3), 단행본과 복되는 자료는 구입을 생략한

다는 등의 수서 규정이 있었다(P8). 다만, 외

으로 상당수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이

용자들이 도서  이용에 제약이 있어 자책의 

복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 하 다(P5).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자책에 한 수요

가 증가하면서 강의 교재를 우선 으로 선정한

다는 기 을 언 하 다(P1). 그리고 학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트 드를 익힐 수 있는 

자자원을 요시하여 ‘e-First’ 정책을 내세워 

단행본보다는 자책을 우선 수집하고 있는 경

우도 있었다(P9 참고).

“과학기술 분야는 트 드를 익히는 게 요하기 

때문에 이나 학회 발표자료 주로 (입수)

하거든요. 희 도서 에서는 종이책보다는 

자자원을 더 요한 콘텐츠로 간주해요. 그래서 

희는 ‘e-First’라고 해서 자자료를 우선 수집

해요.” (P9)

교내에서의 자책 이용 규칙과 련하여서

는 국내 자책 이용 시 업체별 뷰어 설치 과정

에 한 사항이 빈번하게 언 되었다. 구체 으

로 이용자들은 국내 자책을 이용하기 해 해

당 자책을 제공하는 업체의 뷰어를 설치해야 

하며, 자책을 이용하기 해서는 로그인 과정

이 필수 이라는 것이었다(P9).

교외 수 의 규칙으로는 국내 자책의 DRM 

용과 업체별 서로 다른 제작 방식이 언 되었

다. 특히 국내 자책 제공업체별로 자책 

랫폼을 각자의 방식으로 제작하여 랫폼별 이

용방식이 상이하다는 이 가장 많이 언 되었

는데, 를 들어 한 참여자는 형 출 사의 

자책 랫폼의 경우 오디오가 지원되지만 규모

가 작은 자책 업체의 랫폼에서는 오디오 지

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언 하 다(P5).

4.2 활동체제 모순 분석

자책 서비스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서 1차, 2차, 4차 모

순에 해 분석하 다. 다만, 자책 서비스 업

무 활동에 해 새롭게 제시된 방법이나 효과

으로 수행되고 있는 학도서 의 사례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에서 3차 모순은 분석하

지 않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1차 모순

1차 모순은 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업무에 한 활동체제 구성요소 내의 모순을 의

미하며, 주체 내의 모순과 도구 내의 모순이 

악되었다. 먼 , 주체 내의 모순으로 서비스 담

당자들이 자책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 계기는 

부분 업무 분장에 의한 것으로 자발 인 동기

를 가지고 자책 서비스를 담당하는 문가로

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P9). 

한 주체가 집단인 경우, 서로 간의 의견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 다(P5, P6). 

다음으로 도구 내의 모순으로는 자책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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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사용가치가 자책 공 자의 상업  이익을 

취하려는 교환 가치와 충돌하고 있는 경우가 

분석되었다. 자책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수의 이용자가 하나의 자책을 동

시에 볼 수 있다는 이 이 있으나, 국내 자책

은 국외 자책과는 달리 단행본과 같이 출 

 반납하는 라이선스 형태이므로 이미 출된 

자책을 이용하기 해서는 다른 이용자가 반

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P1, P9). 여기에는 국내 자책 제공업체들의 

상업 인 이익을 충족하려는 간 인 목표가 

내재되어 있어 자책 본래의 사용가치와 갈등

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자책의 패

키지 형태로 인해 생기는 문제 도 분석되었다. 

이는 가격 비 풍부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

다는 사용가치 측면과 묶음 상품을 통해 자

책 공 자들이 이익을 취하려는 목 인 교환가

치 측면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패키지 간 복 

자료의 생성(P3), 패키지 내 불필요한 자료 수

록(P6), 패키지 내 모든 자료에 한 목록 작업

의 어려움(P7) 등의 문제 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2.2 2차 모순

2차 모순은 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활동체

제의 구성요소 간 모순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순이다. 본 연구

에서는 주체와 공동체 간, 주체와 분업 간, 객체

와 도구 간, 객체와 규칙 간, 공동체와 규칙 간

의 모순이 분석되었다. 

1) 주체 vs. 공동체

주체와 공동체 간의 모순으로는 담당자와 구

성원 간의 목표의 차이가 언 되었다. 담당자

들은 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나, 상 자의 경우 산 조정이나 배정에 

을 둠에 따라 담당자들은 본인의 목표 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악

되었다(P1). 그리고 담당자의 업무 범 를 벗

어나는 이용자들의 요구도 언 되었는데, 특히 

일부 참여자들은 이용자가 특수한 주제의 이용 

범 가 좋은 자료에 한 구입을 요청하는 부

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P3, P8). 

이와 더불어 학 본부에서 실질 인 산 배

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도서 의 자료구입비를 

축소하려 한다는 이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들이 재정 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들이 요청하는 자책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5 참고).

“학생들 등록  반환을 하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

까 (본부에서) 자료구입비 산을 깎으려고 해

서 (애를 먹고 있어요). 얼마 에 총학생회에서 

자책 300종을 요청하여서 구입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덩치가 큰 자료구입

비를 자꾸 이려고 하는 거에요.” (P5)

2) 주체 vs. 분업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자책 업무가 본인에

게만 과도하게 집 되어 있거나(P2), 직원 수

가 어 혼자서 많은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P3). 반면, 이용자의 부실한 역

할 수행으로 업무에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도 

분석되었다. 구체 으로 이용자들이 자책 수

요를 표출하지 않거나(P2), 이용 교육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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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조하여 담당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 다(P3). 

3) 객체 vs. 도구

모든 담당자들이 공통 으로 언 한 것으로, 

부족한 자책 산은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산 문

제로 인해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P1), 기존 구독하

고 있는 자책을 단해야 한다고 언 한 경

우도 있었다(P9). 이처럼 산 문제는 모든 

학도서 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서, 특히 코

로나19로 인해 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당자가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도구

를 사용함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보고되었다. 몇몇 참여자는 자책 제공업체의 

랫폼이 분산되어 있어 각각 복본 조사와 주

문  납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을 언

하 으며(P2, P5), 한 참여자는 리자 시스

템인 LAS와 이용자 시스템인 홈페이지의 연

결이 매끄럽지 않은 과 국내 자책 통합사

이트에서 업체별 랫폼으로 연결할 때 오류가 

잦은 을 언 하 다(P9).

4) 객체 vs. 규칙

담당자가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작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자책은 주로 교양서 주이며, 실

제 이용자들이 필요한 학술 도서에 해서는 

작권 문제로 거의 출 되지 않아 서비스 제

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7).

한편, 자책 시장 내의 다양한 이해 계도 

담당자의 서비스 목표  업무 활동을 해하는 

요인으로 언 되었다. 국내 자책 시장 내 이

해 계로 인해 개별 업체마다 상이하게 제작된 

뷰어와 모바일 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는 은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담당자

들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문제 은 국외 자책에도 동일하게 

발생하 는데, 벤더마다 랫폼을 독립 으로 

운 하고 있어 랫폼별로 계정을 만들어야 하

며, 이용 방법도 다른 이 지 되었다(P9). 

한, 국내 자책은 기업 간 거래(B2B)로 

이루어지므로 자책으로 바로 출 이 되지 않

는 으로 인해 해당 산이 단행본으로 많이 

용되며, 이는 결국 담당자가 다양한 콘텐츠의 

자책을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P3 참고).

“신간은 자책으로 바로 출 이 되지 않기 때문

에 해당 산이 단행본으로 많이 용돼요....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구입하듯이 자책이 단행본과 비슷

한 시기에 출 되면 희도 자책을 구입할텐

데, 이미 단행본은 시 에 나왔는데 6개월 이후에 

자책으로 나오니까 구입하지 않는 거죠.” (P3)

5) 공동체 vs. 규칙

이용자들이 국내 자책을 이용하기 해서

는 자책 뷰어 혹은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자책 제공업체

별로, 그리고 PC  모바일 기기에 따라 설치하

는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매우 번

거롭게 여기고 있었다(P3 참고). 한 한 참여

자는 DRM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자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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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언 하 는데, 이용자

가 학습  연구를 해 자책을 오랫동안 이

용해야 하는 경우 DRM으로 인해 2주마다 자동

으로 반납되어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9).

“이용자들이 자책을 검색하면 결과는 한 곳에

서 다 볼 수 있지만 OO의 책을 이용하려면 OO 

앱이나 뷰어를 깔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출 사에서 매하는 책을 검색하면 그 출 사 

뷰어나 앱을  설치해야 해요. 쉽게 말해서 다섯 

개면 다섯 개의 출 사의 앱과 뷰어를 다 설치해

야 하니까 좀 번거롭죠.” (P3)

4.2.3 4차 모순

4차 모순은 서비스 담당자의 심활동과 이

웃하는 심활동 간의 모순을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즉각 으

로 제공하고자 하는 담당자들의 업무 목표와 

자책 생산  공 자의 리  목표와의 충

돌이 악되었다. 구체 으로 다수 참여자들

은 ‘ 자책 패키지 형태’, ‘기  매 지’ 등의 

조건들이 자가 출 사와 계약 당시에 세운 

조건들로서, 도서 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

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을 자 의 장서로 입

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 하 다. 이는 결

국 담당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콘

텐츠의 자책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5).

4.3 자책 서비스 개선방안

많은 담당자들은 자책 서비스에 한 정

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본 연구가 수

행된 시 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  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므로 자책 서비스를 확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가 으로 참여

자들에게 자책 서비스 개선방안에 해 질문

하 고, 이에 한 응답을 심으로 서비스 개

선방안을 콘텐츠, 시스템, 정책 측면으로 나

어 정리하 다.

4.3.1 콘텐츠 

학도서 은 이용자들의 학습  연구의 패

턴에 맞는 다양화된 콘텐츠의 자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참여자는 

최근 교육용 만화, 그래픽 소설, 동 상이 내재

된 자책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된 자책

이 제작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한 이용자

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 하 다(P2). 

 다른 참여자는 자책 내에서 동 상 강의, 

학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정보 자원을 

복합 으로 제공하는 랫폼이 나와야 할 시기

라고 언 하기도 했다(P7). 

4.3.2 시스템 

시스템 인 측면으로는 먼 , 자책 수서 업

무의 간소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 으로 한 참여자는 이

용자가 신청한 자책을 제공하는 과정에 담당

자가 개입함으로써 즉각 으로 제공하지 못한

다는 을 문제 으로 언 하 다(P8). 자책 

수서과정에는 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담당

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 

과정을 보다 효율화하여 좀 더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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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

용자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LAS

의 자자원 리기능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최근 해외의 도서  솔루션 업체들

이 이에 한 효율 인 업무를 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 으나, 국내 실정에는 합하

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련하여 한 참여

자는 자자원 선정  계약 업무부터 서비스 

업무까지 하나의 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LAS는 아직 없음을 지 하여, 이에 

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을 언 하 다(P9). 

4.3.3 정책 

정책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학도

서 에서의 자책 산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 으로 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책 산이 다른 자원에 한 

투자에 비해 은 편이라 언 하 는데, 이로 

인해 서비스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자책 제공업체별로 

제작 방식이 표 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랫폼이 통합되지 않은 은 담당자들 뿐만 아니

라 이용자들에게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나, 이러

한 문제를 학도서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담당자를 

상으로 한 직무 교육과 자책 서비스 업무

의 표 화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자자원을 리하는 사서로서 표

화된 로토콜이나 업무 지침이 부재하다는 

을 언 하 고, 담당 업무에 빈번한 변화가 

있으므로 담당자를 한 체계 인 직무 교육도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P9).

5.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자책에 한 이용자  사서들

의 인식과 이용이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도서  자책 서비스 담당자의 

반 인 업무 활동을 활동이론을 용하여 사회

 맥락에서 분석하 고, 특히 업무에서의 애

로사항을 체계 으로 조사하 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담당자들은 이용자의 요구를 능동 으로 만

족시키기 한 근성과 이용성이 높은 자책 

서비스를 해 산 리, 선정, 정리, 서비스 

이용 제공  리 등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

고 있었다. 한 업무 수행 과정에 교내 구성원

(도서  내․외부 직원  이용자)  교외 구

성원( 자책 공 자, 시스템 업체, 학도서  

의체)과 소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성원

들이 각기 제 역할을 함으로써 서비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자책 서비스를 

한 교내 수 의 수서  이용 규정과 DRM 

용이나 업체별 제작 방식 등의 교외 수 의 규

칙이 악되었다. 

자책 서비스 업무상의 갈등은 활동체제의 

모순을 통해 악하 는데, 1차 모순으로는 담

당자의 내  갈등과 자책의 사용가치와 교환 

가치 간의 충돌이 있었다. 다음으로 특히 2차 

모순 즉, 담당자와 공동체(상 자, 이용자, 

학 본부)의 의견 불일치,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담당, 서비스 목표 달성을 한 부족한 산, 

랫폼 이용의 불편함  작권 문제 등이 악

되었다. 나아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책 제

공업체에 따라 서로 다른 뷰어나 앱을 사용해

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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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자의 리  목표 간에도 갈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면담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한 

자책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자들

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화된 콘텐츠를 제공하

여야 하며, 둘째, 효율 인 자책 업무를 지원

하는 시스템 개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끝으로 정책  측면에서는 자책 산에 

한 안정 이고 독립된 산이 필요하며, 자

책 제공업체별 제작 방식의 표 화와 담당자를 

한 체계 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담당자의 활동체제 

분석에만 국한하여, 련 이해 계자( , 자

책 공 자)의 활동체제를 포 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 자책 보유 종수가 상

으로 많은 학의 담당자를 상으로 면담

을 실시하여, 다양한 학도서  상황을 반

하지 못하 다. 그리고 담당자의 활동체제 분

석에만 을 두어, 활동체제의 문제 을 해

결하기 한 개선방안을 체계화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보

완하여 담당자의 활동체제와 상호작용하는 활

동체제를 함께 분석하고, 서비스 업무의 개선

안을 도출하여 양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에 

한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도서 에서 이용자들

의 자책 서비스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

러한 이용행태의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 에

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

라 학도서 에서의 자책 서비스 업무에 

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상의 문제 을 개선하

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수 이다. 

다만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수행되고 활성화

되기 해서는 도서  내부 인 노력뿐만 아니

라 학 차원의 산 지원, 자책 랫폼의 표

화 등의 정책 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한, 

도서 계와 자책 업계 그리고 자 간의 

력이 이루어질 때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

츠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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