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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U-도서  서비스의 운  실태를 조사하여 U-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들의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U-도서  서비스가 합리 으로 운 되기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상은 

문화체육 부의 지원을 받아 U-도서  서비스를 시행한 국의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서들의 인구통계

학  요인과 U-도서  서비스 운 의 차이 인 업무독립성 유무, U-도서  서비스 운 주체인 사서들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U-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들의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 다. 이를 

해 통합  연구방법(설문조사, 방문조사, 화 인터뷰)을 사용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U-library services is identified, and after confirming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from librarians, based on the results, the U-library 

services explore ways improvement plan to be operated reasonably. This study selected 10 local 

governments supported of the Ministry of Culture was performed in U-library services as a 

subject of study. Whether is any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were measured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of librarians, presence or absence of work independency, employment 

pattern difference of librarians mainly operating U-library service as U-library services operating 

difference. For this study, united research methods (survey, visit, phone call)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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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공공도서 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으

며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공간이다. 

한 지식정보 사회를 한 인 라로 정보 불

평등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한 정보의 보물

창고이다. 유비쿼터스시 에 IT 신기술을 활

용한 공공도서  서비스는 공공도서 의 이념

을 실 하고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

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계기가 되었다. 식별기술(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도서 시스템 보 을 확

산하고 유비쿼터스센서망(Ubiquitous Sensor 

Network, USN) 등 최신 IT 기술을 도서  서

비스에 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 으

며 도서  운  비용을 감해 효율 인 도서

 서비스를 창출했다. 도서  자동화 서비스

와 함께 컴퓨터 보 과 인터넷의 상용화는 도

서 과 이용자의 을 무한 로 생성시켰으

며 컴퓨터 워와 네트워크 능력을 활용하면서 

물리  공간과 자 공간이 결합된 다른 차원

의 도서 을 가능  했다.

정부는 1996년 제1차 정보화 진기본계획, 

1999년에는 제2차 정보화 진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 2002년 4월부터는 제3차 정보화

진기본계획인 ‘e-Korea 2006’ 등을 수립․추진

하여 2006년도에는 유비쿼터스 IT 국가를 실

시키기 해 ‘u-Korea’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범국가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하 다(행정자

치부 2007). 도서 은 문화 분야의 하나로 문화

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 체육, 작권, 

국어정보화와 함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왔

다. 2008년부터는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지

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 의 U-도서  서

비스가 시행되어 시범 운 되었다(문화체육

부 2012).

U-도서  서비스는 기존의 도서 이 해왔던 

자료 제공서비스와 참고서비스를 자동화․무인

화 시켜 이용자들의 자료 서비스 에 한 이용 

편리성을 증 시켰다. 한 자료의 순환주기를 

단축시키며 더 많은 이용자에게 신속한 자료 제

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다. 무인 자동화 장

비 활용을 통해 도서 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자유로운 출 반납이 이루어졌으며 운 시간 

외에도 자동화 기계를 통한 도서  이용이 가능

해져 도서  운  시간은 개방되고 확  되었다. 

재 U-도서  서비스 사업은 행정안 부(문

화체육 부)의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시스템 구축이 이루었을 뿐, 사업을 유지시키

고 발 시킬 수 있는 ‘인력’에 한 안 제시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도서  서

비스가 시행됨에 있어 필요한 많은 고민 , 가

장 요한 주체인 ‘ 리자’ 즉 ‘사서’에 한 고

려 없이 무리하게 시행되고 있다. 한 U-도서

 서비스를 운 함에 있어서 충분한 비를 

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

는데 필요한 담 인력이나 별도의 장치가 없

이 운 되고 있어 공공도서  장에 있는 사

서들의 업무는 과 해지고 서비스에 한 필요

성과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와 U-도서  

서비스에 한 이해를 돕고, U-도서  서비스 

운  실태와 사서의 인식에 어떤 향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 조사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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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공공도서 의 U-도서  서비스에 한 

재의 문제 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U-도서  서비스를 발 시키는 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 기반 RFID 도입과 도

서 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도서 자료의 

무인 출과 반납, 장서 검, 분실 방지 등 도서

업무의 자동화에 도움을 주고 도서 간 연계

서비스를 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공

유  안정성 있는 업무처리와 사서들의 단순

하고 반복 인 일에서 벗어나 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양질의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여

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문제

이 연구의 범 는 문화체육 부 지원을 통

해 이루어진 U-도서 서비스 실시 지자체로 한

정하며 U-도서  서비스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이용하 다.

첫째, 문헌과 선행연구를 심으로 유비쿼터

스에 한 이론과 사서의 인식에 한 요인을 

살펴보았다. 둘째, U-도서  서비스에 한 운

 실태를 악하기 해 해당 도서 의 홈페이

지를 조사하고 방문을 통해 담당자와의 인터뷰

를 병행하 다. 셋째,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기 

해 통합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구체 으

로 설문조사, 방문조사, 화 인터뷰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자메일 발송과 장 배포를 

통해 실시하 고 회수하 다. 한 설문에 한 

답변의 근거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하여 화

와 방문 인터뷰를 병행하 다. 넷째, 설문조사 

상은 문화체육 부의 지원을 받아 U-도서

 서비스를 시행한 국의 9개 지자체(강북구, 

악구, 성북구, 주시, 주시 북구, 구시 달

서구, 부산시 수 구, 수원시, 동해시)와 본 사

업의 근거가 되었던 1개 지자체인 은평구의 공

공도서  서비스 담당자로 한정하 다.

한 이 연구의 목  수행을 해 연구문제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공공도서 의 U-도서  서비스 운  

실태와 그 차이 은 무엇인가? 둘째, 조사 상

자인 사서들의 인구 통계학  요인은 사서의 인

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운 실태를 

통해 악된 업무독립성과 고용형태의 차이는 

사서의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넷째, 

공공도서 의 U-도서  서비스 운 실태, 사서

의 인식에 한 조사와 분석결과를 통한 도서

의 문제 과 U-도서  서비스 운 에 한 개

선 방안은 무엇인가? 

2. 유비쿼터스와 U-도서  서비스

2.1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동시에 어디에

나 존재하는’, ‘편재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Ubique에서 생된 단어로 본래 신학

인 의미를 가지는 신의 무소부재(無所不在)

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이 의미는 로 넘

어오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첨단 기술을 통

하여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3차원상의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공간 인 제약의 문제는 신이 아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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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세계라고만 여

겨지던 것이 컴퓨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장소  한계의 개념을 벗어나 물리공간과 자

공간이 소통․공존하는 시 가 열리게 된 것이

다(김민화 2011, 8).

유비쿼터스가 컴퓨터 환경을 가리키는 개념

이 된 것은 미국 제록스사의 연구원인 마크 와

이 (Mark Weiser)가 제시한 ‘유비쿼터스 컴

퓨 ’이 효시다. 그는 컴퓨터의 진화과정을 컴

퓨터 기술과 인간과의 계 변화를 심으로 설

명하면서 제1의 물결인 메인 임 시 (1 의 

고가 컴퓨터를 다수가 공유), 제2의 물결인 퍼

스  컴퓨터 시 (1인 1 의 컴퓨터 사용), 그

리고 역분산 컴퓨 을 제공하는 인터넷 시

를 거쳐 제3의 물결인 유비쿼터스 컴퓨  사회

(다양한 사람들이 내장형의 다양한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로 나

고 있다. 한 그는 유비쿼터스 컴퓨 을 ‘어디

에서나 컴퓨 이 가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어디에서나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이 필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즉 유

비쿼터스 컴퓨 은 어디에 가더라도 네트워크

에 속된 컴퓨터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과 컴퓨  환경을 실 하는 

것이다(이성국, 김완석 2003, 22-23).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란 모든 것이 상시 네트

워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로드밴드, 모바

일, 상시 속, IPv6 등의 요 기술요인과 네트

워크 통신 역의 확 로 유비쿼터스 인 환경구

축이 가능하다. 디지털 컨버 스가 가속화 되면

서 유비쿼터스 컴퓨 에 모바일 컴퓨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무선 통합 인터넷, 모

바일 컨버 스, RFID 등 유비쿼터스 IT와 결합

되어 유비쿼터스는 ‘새로운 미래 정보사회’라는 

의미로까지 확 되고 있다(김경  2007, 11). 

2.2 U-도서 과 기반기술

2.2.1 U-도서

U-도서 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자

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통신망이 

통합된 컴퓨  환경에 기반을 두고 정보를 제공

하는 디지털 도서 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도

서 은 가상공간이 생활공간과 결합된 새로운 

통합공간으로 존재하며, 더욱 강력해진 근 심

의 도서 이다(곽동철, 노 희 2013, 191-192). 

즉 도서 이 사서를 통해서 정보서비스가 이루

어진다면 U-도서 은 가상의 공간에서 무선 인

터넷을 기반으로 개인별 정보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닌 시

공 월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행 보다는 

근 심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2.2 U-도서  기반기술

재 공공도서 에 용되고 있는 유비쿼터

스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이다. 도서  안 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속 할 수 있

는 로드밴드인 무선랜과 유비쿼터스 센서인 

식별(RFID) 기술, 상시 속이 가능한 모바

일 정보서비스이다. 

1) 무선랜(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무선랜은 기존 네트워크 이블이나 일반 

화선 등 일련의 이블 신에 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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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무선 네트워크를 하이 이 오디오처럼 편리하

게 쓰게 한다는 뜻에서 와이 이(Wi-Fi)이다

(정수진 2013, 10). 

무선랜은 노트북과 PDA 등 컴퓨터 뿐 아니

라 디지털 기기 등에서도 다양하게 용되어 유

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실 하는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도서 의 경우 무선랜의 설치는 이

용자의 인터넷 속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그 편리성 한 높아 도서  내외에서 자료 검

색과 연구 활동에 매우 유용하며 도서 의 디지

털 컨텐츠 제공과 이용의 폭도 넓히고 있다.

2) 식별 시스템 RFID/USN와 USN

식별이란 신호를 통해 비 식으

로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

별하여 내부의 정보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새로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비 식 첨

단 무선 식별 기술이다(홍미라 2004, 34). USN

은 모든 사물에 RFID를 부착해 인터넷에 연결

하여 정보를 인식, 리하는 네트워크로 자

태그, 리더, 미들웨어, 응용서비스 랫폼 등을 

심으로 유무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로 구성

되어 있다(정수진 2013, 13). 

식별 시스템은 반복 이고 기계 인 단

순 업무를 자동화하여 사서의 업무 부하를 감

소시키고 이용자에 한 참고 사 서비스나 

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으며 장서 검 시스

템을 통해 장서 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강화

할 수 있다. 

3) 모바일을 통한 도서  정보서비스

재 공공도서 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

바일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터넷 익스

로어, 사 리 등의 웹 라우 를 통해 도서

 홈페이지에 속하는 웹 기반 방식과 스마

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앱 기반 

방식의 서비스가 있다. 

모바일도서  서비스는 핸드폰이나 PDA를 

통해 도서 서비스에 속하여 자료를 찾거나 

약하고 개인의 출반납 황을 확인하며 

출연장신청과 도서  소식 등을 이용할 수 있

다. 한 자자원의 근도 가능해 온라인 서

과 연결하여 e-book을 활용 할 수도 있다. 스

마트폰의 경우 멀티미디어 데이터 송의 문제

가 있어 도서  정보서비스는 텍스트를 심으

로 제공되기 시작하 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

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정보에 

근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모바일도서  서비스로 인해 U-도서  서비

스의 이용자 근이 확  되었고 기술의 발달

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들의 보 으로 향후 

공공도서  서비스의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 

상된다.

RFID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 된 유비쿼터

스 도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활동 

 도서  서비스는 인증서비스, 지식정보의 

치 악  경로안내, 이용안내, 정보서비스, 

정보자원공유, 도서 이용, 도서 종합 리 등

이 있다(차미경 2006, 332-333).

2.3 U-도서  서비스와 운

2.3.1 U-도서  서비스 

1) U-도서  서비스 개요

행정안 부는 RFID, USN 등 최신 IT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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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정서비스에 목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안정강화  비용 감 등을 한 ‘유

비쿼터스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 으며 2010년부터는 행정안 부의 U-

도서  기 을 지원하여 9개의 지자체(서울시 

강북구, 악구, 성북구, 경기도 수원시, 주시, 

주시북구, 구 달서구, 부산 수 구, 강원 동

해시) 26개 도서  도서자료의 자동화를 구축

하 다. 연도별 U-도서  구축 황을 살펴보

면 <표 1>과 같다(최경혜 2012, 52-53).

2010년에는 RFID기반 도서 리시스템을 구

축하고 동일지역 내 통합 이용증을 이용한 도

서 간 통합 출서비스가 가능  하고자 하

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도서검색  출 약 

등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하철역에 24시

간 무인 약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2011년에는 시범운 하던 도서 을 확

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국가표 상호 차(책바

다)서비스를 연계하여 동일지역 내 도서통합검

색을 통해 도서 간의 상호 차 서비스를 가능

 했으며 모바일 서비스의 기능을 고도화 시

키고 무인 약 출기를 도서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교통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회원 통합 리가 가능해졌고 스마트폰 기반 도

서  모바일 서비스가 선진화 되었으며 24시간 

무인 약 출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고 성능

을 개선하여 국으로 확산시켰다. 2012년 이

후에는 산을 확보하지 못해 재의 수 이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U-도서  서비스는 

재 지역 통합 출서비스, 24시간 무인 약 

출서비스, 도서  모바일서비스, 도서  RFID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서비스는 표 자료

리시스템(KOLASⅢ)을 기반으로 연동되어 

있다.

U-도서 서비스라는 명칭에 한 범 는 각 

지자체 공공도서 별로 다르지만 공통 인 서

비스의 구체 인 내용으로는 상호 차, 무인

약, 앱(U-도서  어 리 이션), 도서  RFID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2) U-도서  서비스 내용

(1) 지역 통합 출서비스(상호 차): 해당 

지역 내의 통합도서   어느 도서 에서든 

출․반납이 가능하며, 출하고자 하는 도서

가 가까운 도서 에 없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경

연도 구축지역

2010년
•서울 강북구(강북, 솔셈, 송 ,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주시(무등, 산수)

•무인 출기: 수유역, 남 주역

2011년

•서울 성북구(성북정보도서 , 해오름도서 , 아리랑정보도서 , 종암동복합청사, 성북동 다문화도서 , 

서경로 작은도서 ), 강원 동해시(동해시립북삼도서 , 발한도서 )

•무인 출기: 성신여 역, 강원 E-마트

2012년

•서울 악구( 악문화 , 빛정보, 성 동 작은도서 ), 경기 수원시(선경도서 , 통도서 ), 부산 

수 구(수 구, 망미), 주(무등, 사직, 북구일곡, 운남어린이), 구 달서(도원, 달서어린이)

•무인 출기: 서울( 천역, 낙성 역), 부산(수 역, 메가마트), 구(상인역, 용산역), 주( 주은행

본 , 주역, 북구청), 수원(수원역, 통역)

<표 1> 연도별 u-도서  구축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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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가까운 도서 을 이용하여 원하는 책을 

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24시간 무인 약 출서비스: 도서 을 

방문할 시간  여유가 없는 이용자가 도서 을 

직  방문하지 않고 도서  홈페이지, 는 모

바일서비스를 이용하여 책을 약하고 지정한 

지하철역이나 형할인매장 등에 설치된 약

출기에서 책을 출할 수 있으며 출한 책

을 자가반납기에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

(3) 도서  모바일서비스(U-도서  어 리

이션): 모바일 서버는 도서 의 서버와 연동

되어 이용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용 앱

을 이용하여 도서 이 보유하고 있는 책을 검

색하거나 출을 한 약 신청  출한 책

에 한 반납을 연기하는 등의 서비스 요구를 

하면 도서  서버와 연결된 도서 시스템은 도

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변경시키고 

모바일을 통한 도서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최경혜 2012, 56).

한 이용자는 모바일로 자책(e-Book) 이

용이 가능하며 도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1) 

(4) 도서  RFID 서비스: 공공도서 은 RFID

를 기반으로 도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도

서  운 의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 했다. 이

로 인하여 사서의 업무부담 경감과 도서  운

비 감이 이루어졌고 도서 의 합리  운

이 가능해졌다. 도서  RFID 서비스는 데

이터를 장하는 RFID 태그, 독  해독 기

능을 수행하는 RFID 리더, 미들웨어, 응용서

비스로 구성된다. 자가 출기, 자가반납기 등 

RFID 장비들이 열람실내 공간에 존재하고 이

용자는 스스로 출 반납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서는 장서를 검하고 장서의 출입 리를 할 

수 있다. 도난방지 시스템의 경우 태그와 센서

의 작용으로 열람실 안에서만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 되어 있다(이지 , 박종 , 하경

재 2009, 716).

2.3.2 U-도서  서비스 운  

2010년부터 행정안 부의 지원을 받아 U-도

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행한 국의 9개의 

지자체와 U-도서  서비스 사업의 근거가 되었

던 서울시 은평구의 사례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는 2013년을 기 으로 수집하

고 각 도서  홈페이지와 해당 지자체의 담당

자를 통해 조사․확인하 다.

1) 지자체별 황

(1) 서울시 강북구

U-도서  서비스는 2010년 시범운 을 시

작으로 2011년 1월 본격 시행되었다. 강북구의 

공공도서   강북문화․청소년문화․솔셈문

화․송 문화정보센터를 심으로 상호 차 서

비스를 시작하 으며 단계 으로 사립작은도

서 까지 확  실시하 다. 무인 약 출의 경

우는 수유정보도서 과 미아정보도서 을 포

함하여 이용 가능하며 수유역(역내 3번 출구), 

미아역(역내 고객서비스코 ), 미아삼거리

역(역내 1번 출구)등 3개 무인 약 출기를 

운 하고 있다. 자료는 오  오후 각 1회씩 도

서 과 무인 약 출기, 문고를 순회하며 운

 1) 도서  치 안내, 통합도서  내 자료 통합검색, 자료신청(상호 차, 무인 약 출 신청, 희망도서 신청 등), 공

지사항, 행사안내 열람 등, 모바일 회원증 발 , 이용조회  가입정보 확인, 자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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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되고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5일 운

한다. 이용자는 3권의 자료를 상호 차 신청

할 수 있으며 3권에 한해서 무인 약 신청이 

가능하다. 상호 차는 일평균 약 500권으로 

출은 약 200권, 타 반납은 약 300권정도로 조

사 상 지자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 다. 

무인 약 출기의 일평균 신청권수는 약 300

권이며 출 약 130권, 반납이 약 170권이다. 

지하철 역사에 무인 약 출기의 치가 이용

자가 근하기에 수월하며 가장 먼  시작한 

만큼 이용자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다. 3회 

불이행 시 향후 1개월간 자동 약 출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자료 신청은 홈페이지와 모바

일 어 리 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부

록 1] 참조). 

(2) 서울시 악구

2011년 상호 차를 시작으로 2012년 무인

약 출기를 구축하여 U-도서  서비스를 시행

했다. 상호 차는 ‘책나래’라는 명칭으로 자체 

산으로 운 했으며 악문화 도서 을 

심으로 사립작은도서 과 문고를 포함하여 34

개 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도서  뿐아니라 

내의 사립작은도서 과 문고도 상호 차를 

통해 장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함께 운 되

고 있는 이 특이하다. 악구의 경우 무인

약 출기 설치를 해 U-도서  서비스 지원

으로 신 방역, 신림역, 천역, 서울 입구역, 

낙성 역에 5 의 무인 약 출기를 운 하

다. 악문화 도서 , 빛정보도서 , 성 동

작은도서 , 은천동작은도서 , 조원도서  소

장자료에 한하여 자료 신청이 가능하고 담

을 통해 하루에 도서  2회, 문고 1회, 무인 약

출기 2회 순회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2인 1조

로 3 의 차량이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주7일 

운 된다. 이용자는 5권의 상호 차와 2권에 한

해서 무인 약 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호 차는 일평균 약 267권으로 출이 약 

67권, 반납이 약 200권으로 주로 이용자들이 타

반납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약 출기의 경우 총 약 290권 정도로 

출이 약 130권, 반납이 약 160권으로 출신청

이 더 많았으며 무인기계가 5 인만큼 이용률

도 높고 이용자의 만족도 한 높다. 지역이 넓

고 교통이 불편해 도서  근성이 낮은 만큼 

이용자들의 무인 약 출기의 설치 요구 한 

많다. 무인 약 출기는 셀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2권 미수령시 1개월간 U-도서 서비스 

이용자체가 불가하지만 도서  이용은 가능하

다. U-도서  서비는 악구립도서  통합 홈

페이지와 모바일 어 리 이션을 통해 가능하

다([부록 1] 참조).

(3) 서울시 성북구

2011년 지원사업을 신청해 2012년 1월부터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 성북구의 8개 공공도

서 이 참여하고 있다. 성북구는 ‘책드림’이라

는 명칭으로 내의 공공도서 이 모두 상호

차와 무인 약 출기 서비스 운 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며 성북정보도서 을 

앙 집 처로 활용하고 있다. 무인 약 출기는 

성신여 입구역․월곡역․보문역․돌곶이

역․성북구청 등 5개소에서 운 되고 있다. 1

개 운송 이 오  1회 무인 약 출기를 순회

하고 오후 1회 공공도서 을 순회하며 운 되

고 있으며 이용자는 4권의 상호 차와 2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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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약 출 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

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 하고 있

으며 상호 차는 일평균 총 435권정도로 출

이 약 145권, 반납이 약 290권으로 인 해있는 

강북구 다음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 으며 무인

약 출기의 경우 일평균 약 232권으로 출

이 약 89권, 반납이 약 143권으로 이용자들의 

이용과 심 높다. 웹페이지와 ‘책드림’이라는 

앱을 이용하여 U-도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부록 1] 참조). 

(4) 서울시 은평구

자체 으로 지형  특성과 교통의 불편함등

의 도서 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해 2009년 

3월 가장 먼  U-도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2013년 재 ‘책단비’라는 도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평구 6개 공공도서 이 참여하고 

무인 약 출기는 총 4 (녹번역, 구 발역, 디

지털미디어시티역, 상림마을 작은도서  버스

정류장)를 운 하고 있다. 하루에 도서  1회, 

무인 약 출기 1회씩 순회하며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7일 담 이 기증도서 처리와 함

께 U-도서  서비스를 운 하며 이용자는 상

호 차와 무인 약 출 각각 2권씩 신청가능하

다. 상호 차는 일평균 약 250권으로 출이 약

100권 반납이 약 150권이며 무인 약 출기의 

경우 일평균 약 310권으로 출이 약 160권, 반

납이 약 250권이다. 은평구는 구립공공도서

과 공립작은 도서 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록자

료신청이 가능하고 약도서 3회 미수령 시 1

개월간 책단비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책단비

서비스와 련한 모든 차는 본인이 직  도

서  홈페이지 는 모바일 어 리 이션[리

로피아 는 은평스마트도서 ]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부록 1] 참조). 

(5) 강원동해시

2011년 11월 시립도서 인 발한도서 과 북

삼도서 을 심으로 U-도서  서비스를 시

작했다. 2013년 재 3개 작은도서 이 상호

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인 약 출기는 이

마트 동해 에 설치 운 하고 있다. 도서 과 

작은도서 , 무인 약 출기는 오후에 일 1회 

순회운 하며 도서  휴 일을 제외하고 주6

일 운 한다. 상호 차는 운송 을 통해 1회

에 3권, 무인 약 출은 2권 신청할 수 있으며 

상호 차는 일평균 약 32권으로 서울지역보다 

이용률이 낮다. 무인 약 출기는 1 임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약 87권 이용되고 있었으며 

출이 약 41권, 반납이 약 46권으로 상호 차

보다 높은 이용을 보 다. 도서  홈페이지와 

도서  출반납  그리고 강원동해 U-도서

 어 리 이션을 통해 신청 이용한다([부록 

1] 참조). 

(6) 주시․ 주시 북구

주시의 경우 2010년 시립공공도서 을 

심으로 상호 차를 시행하 으며 무등도서

과 산수도서  2개 으로 운 되었다. 2012년

에는 구립도서 인 북구일곡․운남어린이 도

서 이 참여하 다. 무인 약 출기는 365무인

약 출이라는 명칭으로 2010년 남 주역에 1

 설치하여 운 하 으나 그 실 이 조하여 

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주역, 

주은행본 , 주북구청으로 확  설치하

다. 2013년에는 시립도서 과 구립도서 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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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상호 차 택배서비스와 타 반납 서비스를 

실시하 으며 주 7일 운 되고 담 을 통해 

오 에는 도서 과 무인 약 출기, 오후에는 

문고 등을 돌며 1회씩 순회하며 운 된다. 시와 

구가 함께 실시하는 서비스라서 정확한 이용통

계는 구할 수 없었지만 타지역에 비해 이용률

이 낮은 편이며 특히 무인 약 출기에 한 

이용자의 인식이 조했다. 상호 차는 도서  

출반납 를 통해 사서에게 신청하고, 무인

약 출은 도서  홈페이지와 주 U-도서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부록 1] 참조). 

(7) 부산시

부산시는 2012년 수 구도서 과 망미도서

을 심으로 ‘책두 서비스’라는 명칭 하에 

U-도서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무인 약 출

기는 수 역과 메가마트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

을 통해 오  오후 1회씩 도서 과 무인

약 출기를 순회하며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

하고 주5일 운 되고 있다. 임산부 도서 배달 

서비스를 겸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1회에 상호

차 2권, 무인 약 출 2권 신청할 수 있고 일

평균 상호 차 권수는 2권으로 거의 이용이 되

지 않고 있었다. 무인 약 출기의 경우 출

은 약 13권, 반납은 약 25권으로 총 28권 정도 

이용률이 있었으며 상호 차 보다는 높았으나 

타 자치구와 비교해볼 때 이용자의 U-도서  

서비스 인식이 낮다. 수  U-도서  앱과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부록 1] 

참조). 

(8)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는 시립도서 인 선경도서

을 심으로 7개 공공도서 이 2011년 ‘책수 ’

라는 명칭의 상호 차를 시작했으며 2012년 U-

도서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책나루’라는 명칭

의 무인 약 출 서비스가 수원역, 통역, 수

원시청역에 구축되어 시행되었다. 운송 을 통

해 오  오후 1회씩 도서 과 무인 약 출기

를 순회하며 주말을 제외한 주5일 운 된다. 이

용자는 1회에 상호 차 2권, 무인 약 출 2권 

신청할 수 있고 상호 차는 일평균 총 8권으로 

이용률이 낮았으나 무인 약 출기의 경우 일

평균 100권 이상으로 상 으로 이용이 높다. 

도서  홈페이지와 수원시도서  앱을 통해 이

용한다([부록 1] 참조). 

(9) 구 달서구

2012년 ‘달서U-도서  책드림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상호 차와 무인 약 출, 자책서

비스가 U-도서  서비스로 시행되었다. 2013

년 기  상호 차의 경우 4개 도서 이 참여하

며 공립작은도서  5개 으로 확  운 되고 

있다. 무인 약 출기는 상인역, 용산역에 설치 

운 되었으며 상호 차는 1회에 3권, 무인 약

출은 2권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  모바일

을 통한 상호 차 서비스 신청은 달서구립도서

 비치도서만 이용 가능하고 작은도서 은 이

용이 제한된다([부록 1] 참조). 

2) U-도서  서비스 운  실태

U-도서  서비스는 이용자 근 심의 서

비스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자료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서비

스이다. 공공도서 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참고 서비스, 정보교육 등 많은 업무를 사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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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하고 있어 U-도서  서비스를 운 하

기 해서는 별도의 운송인력이 필요하다. 즉 

U-도서  서비스는 공공도서 의 새로운 서비

스로 이것을 리 운 할 담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  인력 부족의 이유로 담

이 없이 운송 을 구성해 자료의 운반에 치

하는 경우가 많다.

U-도서  서비스를 해 담 을 구성하여 

운 하는 지자체는 3곳( 악구, 은평구, 주

시․북구)이며 담 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

류하며 운송을 도맡아 하면서 U-도서  서비

스의 장애업무를 처리하고 통계처리와 사업평

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밖의 지자체에서는 담 이 없이 운송

을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운송 은 악구, 

은평구, 동해시, 주시․북구, 부산시에서 정

규직과 기간직으로 구성되어 운 되고 있으며, 

강북구, 성북구, 수원시에서는 고용형태가 불안

정한 기간직으로 운 되고 있다. 한 운송

은 주로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를 해당 도서

으로 운반하고 무인 약 출기에 투입하는 일

을 한다. 

3) 모바일 서비스 운  황

모바일 앱은 이미지 사인으로 표시되고 있

으며 지자체의 도서 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어

리 이션을 다운받아 사용가능하다. 어 리

이션을 이용해서 이용자는 회원증, 통합자료

검색, 상호 차  무인 약 출 신청, 약도

서 신청, 희망도서 신청, 문화행사 안내, 설문

지, 자책 이용 등 도서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부분의 이용자들은 도서  어 리 이

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서  로그

램과 연동이 잘 되지 않거나 장애율이 높아 아

직은 모바일 근성이 낮다. 이용자들은 주로 

모바일 어 리 이션을 통해 회원증을 이용하

거나 자료를 검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

며 자료서비스 이외에 문화행사 안내나 설문

지, 자책 이용 등의 이용률은 미흡하게 나타

나고 있다. 

2.4 선행연구

2.4.1 U-도서 에 한 연구

U-도서  즉, 유비쿼터스 도서 에 한 연

구는 다양한 근에서 시도되었다. 이는 주로 

유비쿼터스 기술과 의미  해석을 심으로 연

구되었으며 련연구는 <표 2>와 같다.

이름(연도) 내용

노동조(2004) 유비쿼터스도서  과제와 망

정 민, 박성우(2004) 유비쿼터스와 도서 정보서비스

홍미라(2004) 학도서 과 유비쿼터스 용

고성순, 강해 (2005) 유비쿼터스도서 과 정보서비스

차미경(2006) 유비쿼터스시  도서  공간운

이응 (2008) RFID시스템과 도서  용

이지  외(2009) U-LSM 모델 제시

김민화(2011) 유비쿼터스와 공공도서 서비스

김주희(2011) 유비쿼터스 도서 구 과 RFID

Kaske(2004) 유비쿼터스도서 에서 고려 문제

Lowry(2005) 유비쿼터스도서 과 가상도서

LILI(2006) 유비쿼터스 라이 러리 로젝트

Bridges(2010) 모바일도서

<표 2> U-도서 에 한 연구

2.4.2 사서의 인식에 한 연구

이 연구는 U-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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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 도서 의 운 차이가 사서의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사서의 인식을 주제로 연구한 

선행연구와 사서의 인식을 측정하기 해 어떤 

요소를 사용하 는지 살펴보았다. 직무만족도

는 <표 3>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름(연도) 내용

유길호, 박정숙(2002)
상사의 리더십유형과 하 자의 

직무만족 계( 학도서  사서)

박 정(2007) 학도서  사서들의 직무만족도

김학면(2012) 국립 학도서  사서 직무만족도

박 연(2013) 학도서  사서와 이용자만족도

안화미(2014) 학도서  사서와 사회  책임

Locke(1976) 직무만족요인 제시

Luthan(1998) 직업만족과 요한 성격, 태도

<표 3> 직무만족도

2.4.3 사서의 사회  책임인식과 문성

사서의 사회  책임인식에 한 별도의 연구

는 많지 않으나, 그 직업  문성과 직업의식

에서 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는 <표 4>와 같다. 

이름(연도) 내용

최희선(1999)
강원도 공공도서  교육 로그램 실태와 

사서들의 인식과 로그램개선

구본 (2002) 문헌정보학 문직의 정체성과 미래

이제환(2003) profession의 올바른 이해

김상미(2004)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비교

신승주(2008) 서울경기지역 ․ 등 사서교사의 역할

이 희(2007) 도서  사서의 문직으로서 역할 수행

오지은(2009) 사서의 공공도서  역할에 한 인식

노동조(2010) 국립 앙도서  사서인식(청소년 담당)

Gorman(2010) 리자 정신( 문직사서 소명과 책무)

<표 4> 사서의 사회  책임인식과 문성

따라서 이 연구는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U-도서  서비스에 한 운  실태와 

사서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 공공도서 의 

새로운 서비스인 U-도서  서비스에 한 

재의 문제 을 진단하고 문제 에 해‘사서’를 

심으로 발 방안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과 표본설정

3.1.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분석을 해 <그림 1>과 같이 연

구모형을 설계하 다. 

U-도서  서비스 운 상의 차이가 사서의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하

여 선행연구들과 이론  근거를 조사하 다. 이

를 토 로 독립변인은 인구통계학  특성, 업무

독립성, 고용형태로 구성하 다. 종속변인은 업

무 요도  만족도, 사회  책임감, 문성 요

구  수 으로 설정하 으며 추가로 U-도서  

서비스 제공시 사서의 역할 인식에 한 변인을 

별도로 설정하 다.

3.1.2 가설 설정

이 연구에서는 U-도서  서비스와 사서의 

인식에 하여 포 으로 설명하기 해 이론

 배경에서 연구된 결과와 앞에서 제시한 연

구모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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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인구

통계학  특성

① 성별

② 연령

③ 사서자격증 유무

④ 학력

⑤ 경력

⇒

사서의

인식

① 업무 요도  만족도

② 사회  책임감

③ 문성 요구  수

④ U-도서  서비스 제공 역할에 

한 인식

업무

독립성

① 조직 차원의 업무독립성

② 개인 차원의 업무독립성
⇒

고용

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그림 1> 연구 모형

<가설 1> U-도서  서비스 수행 시 인구통계

학  특성은 사서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U-도서  서비스 수행 시 업무독립

성유무는 사서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 U-도서  서비스 수행 시 고용형태

는 사서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1.3 표본 설정

이 연구는 2014년 재 국의 공공도서   

U-도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지자체

(서울시 강북구, 악구, 성북구, 은평구, 주시, 

주북구, 부산시, 구 달서구, 강원동해시, 수

원 선경시)의 23개 도서  사서를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표 5> 참조).

조사는 U-도서  서비스 운  실태를 악

하고 그 차이 을 바탕으로 사서의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라 단되는 요인들을 추출한다. 

한 사서의 인식 차이, U-도서  서비스 운

의 문제 , U-도서  서비스 운  등에 한 

실 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운 실태는 설문지와 도서  홈페이지, 담당

자 면담  자메일을 통해 악하 다. 설문

은 운 실태에 해 2개 분야 6문항, 사서의 인

식은 3분야 총 14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지 

지역 도서  수 도서 명

서울 14개

강북문화정보도서 , 솔샘문화정보도서 , 송 문화정보도서 , 은평구립도서

, 증산정보도서 , 응암정보도서 , 악문화 도서 , 성북정보도서 , 아리

랑정보도서 , 서경로꿈마루도서 , 석 동미리내도서 , 정릉도서 , 해오름도

서 , 달빛마루도서

수원시, 주시, 구시, 

부산시, 강원, 동해시
9개

선경도서 , 수원 앙도서 , 일곡도서 , 무등도서 , 산수도서 , 사직도서 , 

도원도서 , 수 구도서 , 강원동해시립도서

<표 5> U-도서  서비스 운  실태 설문 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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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주로 빈도수를 이용한 기술통계

를 활용하 고 사서의 인식을 검증하기 해 

t-test와 ANOVA분석을 사용하 다. 이 연구

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  *p<0.1, **p<0.05, 

***p<0.01에서 검증하 다.

설문지 분석의 주안 은 첫째, U-도서  서

비스 운 담당자의 인구통계학  요인을 악

한다. 둘째, U-도서  서비스 운  실태를 확인

하여 그 차이 을 심으로 향 요인을 설정

한다. 셋째, 향요인에 따른 사서의 인식 차이

를 측정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도서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조사기간은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13

일까지 23일간 이루어졌고 설문조사는 화

통화, 직  방문,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

지 배포로 진행하 다. 설문지 회수는 직 회

수나 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포한 뒤 총 132부를 회수하

으며 설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7부를 제외

하고, 답안이 유효한 설문지 125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사용되지 않은 설문지 7부는 

설문  일부가 락되어 통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설문이었다. 

3.2 설문구성  내용설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U-도서  서비스 운  실태를 

고려해 공공도서 의 환경과 성격에 맞게 내용

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 다. 설문지의 

역은 독립변수인 U-도서  운  실태 상의 차

이를 드러낸 업무독립성, 고용형태, 그리고 사

서의 인구통계학  특성의 3개 역과, 종속변

수인 사서의 인식에 한 역을 3개 분야로 

나 어 구성하 다. 한 U-도서  서비스 수

행시 느끼는 사서의 역할 인식을 살펴보기 

해 별도의 변수 하나를 추가 으로 구성하여 

총 6개 역의 26문항으로 구성하 다(<표 6> 

참조).

이 설문문항의 응답형태는 그 다/아니다, 

해당사항 선택, 리커트(Likert) 척도, 주 식 등

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리커트 척도는 5  척

도와 명목척도로 이루어졌다. 한 이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 분

석을 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 다. 

변수명 구분 문항수 출처 척도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  특성 6 연구자 명목

업무독립성 5 연구자 명목

고용형태 1 연구자 명목

종속
변수

사서의 
인식

업무만족도  요도 5
이 (2009)
김미숙(2010)
Locke(1976)

5  Likert

사회  책임감 5 안화미(2013)
이 희(2007)
연구자 작성

5  Likert

문성 인식 3 5  Likert

U-도서 서비스 1 5  Likert

합계 26

<표 6> 설문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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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4.1 인구사회학  요인  운 실태

4.1.1 인구사회학  분석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으로 성별, 연

령, 자격증 소지 여부, 학력, 근무경력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

다. 연령은 30 가 40.8%로 가장 많았고, 사서자

격증 소지자가 68%, 비소지자가 32%로 상당수

가 사서자격증이 없이 공공도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학력은 학교 졸업 69.6%, 

학원 석사 이상 12% 다(<표 7> 참조).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42 33.6

여 83 66.4

합계 125 100

연령

20 26 20.8

30 51 40.8

40 33 26.4

50 14 11.2

60 1 0.8

합계 125 100

사서 자격증 

소지 여부

있음 85 68

없음 40 32

합계 125 100

최종학력

문  10 8.0

학교 87 69.6

학원석사 15 12.0

학원박사 1 0.8

기타 12 9.6

합계 125 100

<표 7>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분석

조사 상자의 공공도서  평균 근무경력은 

약 7년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M=7.16, 

SD=6.19), U-도서  서비스 평균 근무 경력

은 약 2년 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M=2.58, 

SD=2.46). U-도서  서비스 시범 운 이 2010

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상 으로 U-도서  

서비스 근무 경력이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1.2 업무독립성 실태 분석

이 연구에서는 U-도서  서비스가 업무 으

로 독립성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사서의 인식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해 업무

독립성을 다음과 같이 나 어 정의한다.

첫째, 문 인 서비스 제공을 해서 다음 

<그림 2>와 같이 담 을 구성해 U-도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운 하며 평가하고 이를 다시 

업무에 환류 시키는 경우 조직  차원에서 업무

독립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 담 이 있고 

각 도서 에 담사서 존재하여 담 과 교류

하며 운 되는 경우도 조직  차원에서 업무독

립성이 있는 경우로 보았다.

<그림 2> 조직  차원의 업무독립성

둘째, 담 이 존재하지 않지만 담사서이

면서, 보조업무와 다른 균등업무가 없는 경우, 

개인  차원의 업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

았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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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인  차원의 업무독립성

다음 <그림 4>와 같이 담 이 없고, 담사

서도 없는 경우, 업무 독립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림 4> 업무독립성이 없는 경우

1) 조직  업무독립성이 있는 경우

다음 <표 8>과 같이 U-도서  서비스 담

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사 상자는 87

명으로 체의 69.6%를 차지했다. 담 이 없

는 경우 도서 에서는 담 신 자료의 운송

만을 담당해주는 운송 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

다. U-도서  서비스 담 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38명으로 체의 30.4%를 차

지했다. U-도서  서비스 제공 특성상 앙컨

트롤타워에 해당하는 도서 에 주로 담 이 

있고 각 도서 을 오가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U-도서  

담 이 있는 

환경

담사서인 경우 22 17.6

다른 업무와 겸하는 

경우
65 52

U-도서  

담 이 없는 

환경

담사서인 경우 7 5.6

다른 업무와 겸하는 

경우
31 24.8

<표 8> 업무독립성 실태 분석

2) 개인  업무독립성이 있는 경우

U-도서  서비스 담사서인 경우에 체크한 

상자들은 모두 29명이었다. 다른 업무와 겸하

는 경우는 U-도서  서비스를 고유 업무로 하지 

않아 개인  업무독립성이 없다고 보았다. 공공

도서  운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한 사람의 사

서가 모두 수행하면서 U-도서  서비스를 겸하

는 경우가 많다. 해당 서비스만 담으로 고유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체의 23%(29명)로 나

타났다. 상호 차와 무인 약 출기, 어 리

이션 등과 련된 모든 자료 서비스와 참고 사

의 범 는 실제 도서 에서 면 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서 이들 업무만을 독립 으로 리하

며 집 ․수행하는 경우는 담 에 해당하는 

담사서들의 경우가 많았다. 

4.1.3 고용형태 실태 조사

조사 상자의 고용형태는 크게 정규직과 비

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설문조사에서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보았고 그 외에는 비정

규직으로 보았다. 조사 상자의 83.2%(104명)

가 정규직으로 안정 인 근무환경에서 U-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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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U-도서  서비스 

담 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이 체 80.4%(70명)이다. 이는 U-도서  서

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담 이나 운송 이 별

도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되지 않

아 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도맡아 

하기 때문이었다. 체 으로 운송 이나 출

반납 에서는 여 히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

무자가 U-도서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4.2 신뢰도와 사서의 인식분석

4.2.1 신뢰도 분석

업무 요도  만족도는 업무를 요하게 생각

하는 정도와 업무 수행에 한 주 인 만족감

을 측정한 것으로 체 내 일치도(Cronbach α)

는 .89로 양호한 수 으로 나타났다.

사회  책임감은 공공 도서  사서로서의 사회

 책임감과 U-도서  사서로서의 사회  책임

감을 묻는 것으로 체 내 일치도(Cronbach α)

는 .78로 양호한 수 으로 나타났다.

문성인식은 U-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문성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과 본인

이 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범

주형 문항인 4번 문항을 제외한 3개 문항의 

체 내 일치도(Cronbach α)는 .49로 나타났다. 

4.2.2 사서의 인식 분석

U-도서  서비스에 한 업무 요도 인식

은 평균 3.41로 보통 이상의 수 으로 재 공공

도서 에서 U-도서  서비스를 요한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만족도의 경우 

재 수행하고 있는 U-도서  서비스에 해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지와 자

부심, 성취감과 즐거움 정도 역시 보통 이상의 

수 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2012년 문화체육 부가 U-도서  서비스 

도서 을 상으로 조사한 이용자 만족도와 비

교하면 성북구의 경우 74 , 강북구 88 , 주

시 94 , 동해시 83 의 개별 만족도를 보 으

며, 이를 산술평균한 4곳의 이용자 만족도 평균

은 84.8로 U-도서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주

체인 사서들의 업무 만족도와는 큰 차이가 있

다. 이는 도서 과 시민들의 수가 증가되

고 사용자 심 으로 서비스가 운 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U-도서  서비스에 해 정 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U-도서  서비스 운  

인력 부족과 무인 약 출기의 장애 처리 등이 

내용 평균 표 편차 순

업무 요도 U-도서  서비스는 지  재 공공도서  업무  가장 요한 일이다. 3.41 .88 -

업무만족도

1. U-도서  서비스를 수행할 때 가 장 즐겁다. 3.06 .82 4

2.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U-도서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고 나서 가장 

성취감을 느낀다.
3.10 .86 3

3. U-도서  서비스를 수행할 때 사서로서 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3.11 .89 2

4. 재 내가 제공하고 있는 U-도서  서비스에 만족을 느낀다. 3.48 .89 1

<표 9> U-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들의 업무 요도  만족도 인식에 한 문항별 수(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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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서들이 업무곤란

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표 10>에서는 조사 상자들이 도서

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사회  책임감과 U-도

서  서비스에 한 사회  책임감을 비교한 것

으로 U-도서  서비스 수행을 통해 공공도서  

사서로서 공공성을 실 시키는가에서는 보통 이

상의 수 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  사서로서 사회에 한 기여도나 

소명의식, 사회  향력에 해 보통 이상의 

수 으로 사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 으로 U-도서  서비스 수행

시 공공도서  사서로서 공공성을 실 시킨다

고 생각한다는 것은 낮게 나타났다. 공공도서  

사서와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공공도서  사서

의 직업  요도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즉 공

공도서  사서로서 U-도서  서비스 수행을 함

에 있어 사회  책임감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인 요도 인식은 높지 

않았다.

다음 <표 11>과 같이 문성 인식에서는 ‘U-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문교육

을 받아야한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사서의 문교육의 이수의 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상자들은 U-

도서  서비스에 해 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고 인식했으며 ‘U-도서  서비스 수행시 업무

 성장을 느낀다’가 가장 낮게 나타나 U-도서

 서비스 수행이 사서의 업무  성장 인식에 

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평균 표 편차 순

사회  

책임감

1. 공공도서  사서가 다른 어떤 직업보다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3.72 .82 1

2. U-도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도서  사서로서 공공성을 실  

시킨다고 생각한다.
3.62 .70 4

3. 공공도서  사서보다 사회 으로 더 요한 직업은 없다. 2.86 1.00 5

4. 공공도서  사서로서 진정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3.63 .78 2

5. 공공도서  사서 업무 수행을 통해 사회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63 .88 2

<표 10> 사서들의 사회  책임감 인식에 한 문항별 수(N=125)

내용 평균 표 편차 순

문성

인식

1. U-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문교육을 받아야한다. 3.67 .84 1

2. U-도서  서비스에 해 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3.30 .78 3

3. U-도서  서비스를 수행할 때 업무 으로 성장함을 느낀다. .32 .83 2

역할인식
U-도서  서비스 제공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보 문가 14 11.2 3

② 정보 개자 35 28 2

③ 도서  경 자(운 자) 6 4.8 4

④ 정보활용교육자 6 4.8 4

⑤ 서비스제공자 64 51.2 1

<표 11> U-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들의 문성 인식과 역할인식에 한 문항별 수(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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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U-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서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해서는 사서들은 

과반수이상이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 다. 이는 

U-도서  업무가 사서의 문 역이라기 보다 

도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를 수행한다

고 느끼는 한편 문 인 서비스가 아닌, 기술

인 서비스 행 에 지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

이 높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 U-

도서  서비스는 주로 책을 배달하고 기계에 투

입하는 업무를 주로 운 되는데 담 으로 운

되는 도서 도 운송 과 마찬가지로 책을 운

반하고 시스템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 서

비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 사서의 문성이 개입

될 여지가 많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4.3 가설검증

4.3.1 인구통계학  특성과 종속변수 

<가설 1> U-도서  서비스 수행 시 인구통

계학  특성은 사서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U-도서  서비스 수행 시 인구통계학  특

성에 따라 사서의 인식을 업무 요도, 업무 만

족도, 공공도서  사서로서의 책임감과 U-도

서  서비스 수행자로서의 사회  책임감, 그

리고 문성 인식으로 나 어 인구통계학  특

성이 사서의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성별에 따른 사서 인식 차이

다음 <표 12>와 같이 인구 사회학  특성인 

성별에 따라 사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업무만족도(t=2.84, p<.01)와 U-도서

 서비스의 사회  책임감(t=2.86, p<.01)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업무만족도의 평균은 남성이 3.45, 여성은 

3.05로 나타났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업무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사서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U-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

의 인식 평균을 살펴보면 경력이 가장 많은 50

 사서가 U-도서  서비스에 한 업무 요

도 인식 수 이 가장 높았고 업무 만족도도 가

장 높았다. 공공도서  사서로서의 사회  책

임감과 U-도서  서비스에 한 사회  책임

감 역시 50 가 가장 높았고 U-도서  서비스

에 한 문성 인식 역시 마찬가지 다. 그러

나 연령에 따른 사서의 인식 수 은 유의한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 60  이상의 응답

남(N=42) 여(N=83) t

업무 요도 3.62(.94) 3.30(.84) 1.93

업무만족도 3.45(3.02) 3.05(2.85) 2.84**

사회  책임감_공공 3.5(2.80) 3.44(2.66) .52

사회  책임감_U 3.86(.61) 3.51(.72) 2.86**

문성인식 3.35(1.98) 3.33(1.57) 1.50

*** p<.001, ** p<.01

<표 12> 성별에 따른 사서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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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26) 30 (N=51) 40 (N=33) 50 (N=14) F

업무 요도 3.27(.78) 3.39(.80) 3.42(1.00) 3.64(1.08) .55

업무만족도 3.04(2.68) 3.14(2.90) 3.26(3.00) 3.45(3.83) 1.03

사회  책임감_공공 3.31(2.74) 3.36(2.50) 3.64(2.69) 3.77(2.67) 2.60

사회  책임감_U 3.62(.64) 3.57(.76) 3.61(.70) 3.86(.66) .62

문성인식 3.33(1.74) 3.39(1.67) 3.44(1.76) 3.5(1.65) .34

<표 13> 연령에 따른 사서의 인식 차이

자는 한 명으로 비교 상이 부 합하여 결과에

서는 제외하 다(<표 13> 참조).

3) 학력에 따른 사서 인식 차이

기타에 해당하는 고졸 등의 학력에 응답한 

상자가 U-도서  서비스에 해 업무 요

도인식 수 과 업무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문성 인식 수 은 낮았다. 이는 기타의 학력에 

응답한 상자의 경우 사서직이 아니면서 단순

한 운송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되었다. 한 공공도서  사서직에 

한 사회  책임감은 학원 석사 졸업 이상의 

응답자가 가장 높았다. U-도서  서비스에 

해서 느끼는 사회  책임감은 기타의 학력에 

응답한 상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U-도

서  서비스에 한 사서의 인식차이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4> 참조).

4) 사서자격증 유무에 다른 사서의 인식 차이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사서 인식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공공도서  사서로

서 사회  책임감은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

증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 여부는 공공도서  사서로서 느끼

는 사회  책임감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5> 참조).

4.3.2 업무독립성과 종속변수 

<가설 2> U-도서  서비스 수행 시 업무독립

성 유무는 사서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업무독립성 유무는 조직  차원과 개인  차

원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담 이 있는 경

우와 담사서가 존재하는 경우, U-도서  서

비스를 수행하는데 조직  차원에서 업무독립

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담사서인 경우에는 개

문 (N=10) 학교(N=87) 학원 석사(N=15) 기타(N=12) F

업무 요도 3.50(.53) 3.39(.92) 3.13(.92) 3.92(.52) 1.93

업무만족도 3.33(2.26) 3.16(3.09) 2.97(3.23) 3.56(2.22) 1.61

사회  책임감_공공 3.20(1.48) 3.46(2.91) 3.80(2.01) 3.25(2.09) 2.21

사회  책임감_U 3.60(.70) 3.63(.70) 3.40(.83) 3.83(.58) .86

문성인식 3.43(1.89) 3.40(1.70) 3.40(1.57) 3.31(2.23) .11

<표 14> 학력에 따른 사서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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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N=85) 없음(N=40) t

업무 요도 3.39(.90) 3.45(.85) -.36

업무만족도 3.14(3.02) 3.29(2.93) -1.03

사회  책임감_공공 3.57(2.75) 3.23(2.35) 2.77**

사회  책임감_U 3.66(.70) 3.55(.71) .81

문성인식 3.38(1.66) 3.42(1.89) -.33

** p<.01

<표 15>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사서의 인식차이

인  차원에서 업무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

하 다(<표 16> 참조).

U-도서  서비스 운 에 있어서 담  유

무에 따라 사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U-도서 서비스 담 이 있을 때, 

U-도서  서비스에 한 업무의 요성, 업무 

만족도, 문성 인식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U-도서  서비스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방

한 역의 도서  서비스로 자료를 선정하고 

운송하며 도서  자료 리 로그램을 다루고 

통계 산출과 U-도서  서비스 운  시 발생하

는 민원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담하

고 리할 부서가 필요하다. 장에서는 이러

한 담 을 구성하여 반 인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에 한 만족도나 요도, 문성 인식

이 높았다. 

한 본인이 U-도서  서비스 제공을 단

하는 사서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서 인식에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참조).

없음(N=38) 있음(N=87) t

업무 요도 3.00(.81) 3.59(.86) -3.58***

업무만족도 2.87(2.54) 3.33(3.01) -3.28**

사회  책임감_공공 3.42(2.33) 3.48(2.85) -.45

사회  책임감_U 3.55(.80) 3.66(.66) -.75

문성인식 3.20(1.59) 3.48(1.74) -2.58*

*** p<.001, ** p<.01, * p<.05

<표 16> 조직차원에서 업무독립성 유무에 따른 사서 인식 차이

아니다(N=96) 그 다(N=29) t

업무 요도 3.42(.83) 3.38(1.05) .20

업무만족도 3.13(2.94) 3.36(3.09) -1.44

사회  책임감_공공 3.42(2.50) .48(3.24) -1.45

사회  책임감_U 3.67(.66) 3.62(.83) 1.24

문성인식 3.35(1.72) 3.51(1.72) -1.34

<표 17> 개인  차원에서 업무독립성 유무에 따른 사서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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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고용형태와 종속변수 

<가설 3> U-도서  서비스 수행 시 직무유형

은 사서의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유형에 따라서 사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공공도서  사서로서 사회  

책임감은 정규직일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직무유형과 한 사서의 인식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 18> 참조).

4.3.4 U-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의 인식 

수

U 도서  서비스 담사서이거나 담사서

가 아니지만 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서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공공도서  사서로서 느끼는 

사회  책임감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만족도 인

식이 가장 낮았다(<표 19> 참조).

4.3.5 U-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의 역할 

인식 

U-도서  서비스 제공시 사서의 역할에 한 

인식은 서비스제공자라는 응답이 반 이상을 

차지하 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라함은 정보서비

스의 제공이라기보다는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서비스, 즉 제공하는 행 에 을 맞춘 것

으로 U-도서  서비스가 재 자료의 즉시성과 

편의성을 심으로 운 되다보니 운송과 배달에 

더 치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인터뷰). E

도서 에서는 U-도서  서비스 기 시행 시 사

서들과 논의 할 때 거의 부분의 사서들이 반

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사서가 책을 배달하고 운

송하는 일까지 도서 을 떠나서 해야 하는지에 

한 의문과 도서 에 오지 않아도 무인기계를 

통해 도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도서

에서 사서와 이용자와의 만남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 다.2) 

정규직(N=104) 비정규직(N=21) t

업무 요도 3.36(.91) 3.67(3.66) -1.84

업무만족도 3.17(3.10) 3.30(2.38) -.74

사회  책임감_공공 3.53(2.77) 3.16(1.91) 2.33*

사회  책임감_U 3.60(.72) 3.76(6.23) -.99

문성인식 3.41(1.69) 3.29(1.90) .93

<표 18> 고용형태와 사서의 인식 차이

평균 표 편차 순

업무 요도 3.39 .91 3

업무만족도 3.17 3.03 5

사회  책임감_공공 3.45 2.69 2

사회  책임감_U 3.61 .73 1

문성인식 3.39 1.66 3

<표 19> 공공도서 의 U-도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 수  

 2) 2014.05.01. 14:10~16:00 E도서  방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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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정보 개자라고 인식하 다. 이때 

정보는 곧 도서  자료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인터뷰). 정보 문가나 도서  경 자

(운 자), 정보활용교육자라는 응답은 상 으

로 어 역할인식에 있어서 ‘제공’에 한 인식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20> 참조).

빈도 표 편차 순

① 정보 문가 14 11.2 3

② 정보 개자 35 28 2

③ 도서  경 자(운 자) 6 4.8 4

④ 정보활용 교육자 6 4.8 4

⑤ 서비스제공자 64 51.2 1

 <표 20> U-도서  서비스 제공시 역할에 

한 인식 

4.4 사서의 인식과 개선방안

공공도서 에서 U-도서  서비스 운  실태

와 사서의 인식을 알아보고 나타난 문제 을 

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 상 지역의 도서 들  U-도서

 서비스를 담하여 운 하는 경우는 9개 지

역  3개 지자체만 해당되었고 이들도 운송과 

기증도서배달  자료 배달서비스를 겸하고 있

었다. 6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U-도서  서비스

를 담하여 운 하는 담 이나 별도의 이 

없이, 각 도서 과 무인기계를 돌며 자료를 운

송하는 운송 만 존재하 다. 담 이 있는 경

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앙의 도서

에 사서를 포함한 담인력이 상주하고, 통계처

리  평가, 장기계획 등을 수립하여 업무를 

담하여 처리하 고 운송 을 리하는 등 각 도

서 의 운 시스템을 리 운 하고 있었다. 반

면에 운송 만 존재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는

데, 각 도서 에 담 사서  담당자가 존재하

고 운송 을 통해서 자료만 운반 이동하는 형태

다. 한 조직  차원에서 업무 독립성이 있

는 경우는 68.6%로 반이상으로 응답자의 

부분이 담 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

으며 개인  차원에서 업무독립성을 가지고 근

무하는 사서는 체의 23.2%로 미비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주체들에게 도서 의 새

로운 서비스에 한 이해가 필요하며 서비스를 

담하여 운 하는 담 을 구성해 리 운

되어야 한다. 한 도서 에서의 서비스를 시

행하기 이 에 인  물  요인들을 철 하게 

분석하여 계획 운 하고 도서  서비스 장에

서 사서 개인이 다 할 수 없는 서비스 분석  

평가 등이 면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결

과를 바탕으로 U-도서  서비스 담 은 다

시 U-도서  서비스로 환류 시킬 수 있어야 하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찾고 발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부분이 정규직을 채용하여 담

을 구성하는 것 신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운

송 을 구성해 자료를 운반하는 일만을 주로 하

고 있었는데 이 경우 업무책임소지가 불분명해

지며 체 인 업무 처리가 아닌 단순업무인 배

송만을 맡겨 처리하게 된다. U-도서  서비스

는 자료와 련된 공공도서 의 모든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문지식을 가지고 통합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도

서 의 심과 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에 

한 안정감을 가지고 향후 지속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해야한다. 반 로 많은 

장의 사서들이 지 하듯이 U-도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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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송과 제공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질 수 있

다면 사서의 리 역과 운송 의 운송의 역

을 구별하여 사서의 개입이 필요 없는 부분은 

외주를 이용해 업무를 덜고 사서 본연의 업무에 

집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U-도서  서비스 운 에 한 보완이 

시 하다. U-도서  서비스가 이용자 심의 

서비스로 출발했다면 이제 양  확 에 그치지 

않고 질 인 근이 필요하다. U-도서  서비

스는 정보기술의 발 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서

는 이제 정보화 기기 활용방법에 해 교육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정보화 기기를 능숙하게 

다를  아는 이용자들 주로 소수 계층만 이

용하는 도서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공도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릴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확 해 나가는데도 심을 가져

야 한다. 이용자는 U-도서  서비스가 특정 개

인이 아닌 모든 이용자를 상으로 하는 서비스

임을 인지하고 필요할 때 그 이용 방법을 요구

할 능력을 기르고 습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

은 사서의 극 인 의지와 동반하여 실천되어

야 한다. 정보화 기기의 발달과 도서 의 변화

에서도 공공도서 의 정신을 지켜나가며 운

해야 한다. 

셋째, 기단계에서는 자료에 한 이용자의 

근을 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더 나

아가 본질 인 이용자 심의 정보서비스가 필

요하다. 자료를 쉽고 빠르게 얻는 것에서 나아

가 정보에 한 유비쿼터스 인 해석을 통하여 

이용자 심의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사서의 개입을 확 하고 이용자에게 합한 

정보들을 찾아 제공하여 이용자의 U-도서  

서비스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  차원에서 업무독립성이 있는 경

우 업무 요도와 공공도서  사서로서의 사회

 책임과 U-도서  서비스에 한 문성 인

식이 더 높았으나 제 으로 개인  차원의 업

무독립성 유무에 따라 사서인식의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개인  차원의 업무독립성은 담

사서로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부분의 도

서 에서 담사서는 운송 만 존재하는 경우, 

U-도서  서비스와 더불어 다른 업무도 첩하

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의 인식차이에는 

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사서가 갖고 있는 

업무의 능력과 효율 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조직을 제정비하고 기능과 역할에 

한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응답자의 83.2%가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으며 U-도서  서비스 담 이 있는 

환경에서도 정규직의 분포가 80.4%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서의 

인식에서 업무 요도와 업무 만족도, U-도서

 서비스에 한 책임감은 비정규직이 더 높

게 나타났고 사서로서 느끼는 사회  책임감과 

U-도서  서비스에 한 문성 인식은 정규

직 사서가 더 높았다. 이것은 U-도서 서비스

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떠나 도서 에

서 요한 업무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도서  서비스에 한 이해와 그 실행방안

을 구체 으로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U-도서  서비스 제공시 느끼는 역

할에 한 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51.2%

로 가장 높았다.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서비스  하나라고 느끼거나, 자료를 제

공하는 데 있어 사서가 개입하지 않고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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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하는 자료를 비해서 주는 행 만을 하

는 에 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U-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의 문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서와 이용자의 커뮤

니 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재 수 의 

서비스에서는 사서로서 느끼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도서  서비스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로서 발 하고 이것이 사서를 통해 

가능하도록 문 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에 한 사서들의 자발  욕구와 인식 환이 

필요하다. 

5. 결론  제언 
 

이 연구의 조사를 토 로 나타난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  요인에 따라 사서의 인

식은 업무만족도와 U-도서  서비스에 한 

사회  책임감 인식에서만 유의한 향을 미치

며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서자격증 유무

에 따라 부분 으로 U-도서  서비스에 한 

사회  책임감 인식에 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사서의 문직으로서 역할의 

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업무독립성 유무에 따라서는 조직  차

원의 업무독립성 유무에 따라 업무 요도, 업무 

만족도, U-도서  서비스에 한 문성 인식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개인  차원의 업무 

독립성 유무에 따라서는 모든 인식 분야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사서가 U-도서

 서비스와 더불어 다른 업무도 첩하여 수행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의 인식차이에는 향을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사서의 인식에는 공

공도서  사서로서 느끼는 사회  책임감을 제

외하고는 모든 인식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U-도서 서비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떠나 도서 에서 요한 업

무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넷째, U-도서  서비스 제공시 느끼는 사서

의 역할에 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응답

(51.2%)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공공도서 에

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하나라고 느끼

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사서가 개입하

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비해서 주

는 행 만을 하는 에 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도서  서비스가 사서의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들에게 도서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효율 으로 운 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U-도서  서비스 운 에 해 서비스

를 담하여 운 하는 담 을 구성해 리되

어야 한다. 한 이 담 을 통해 U-도서  

서비스를 분석하고 계획 운 해 도서  서비스 

장에서 사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서비스 분석 

 평가 등이 조직  차원에서 면 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U-도서  서비스 담 은 분

석결과를 다시 U-도서  서비스로 환류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완되어

야 할 부분을 찾고 발 시켜 나가 U-도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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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도서 의 새로운 서비스로서 개선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 U-도서  서비스는 자

료의 물  이동과 이용자의 자료 근을 심

으로 운 되고 있으므로 재의 상태에서는 자

료의 운송과 련하여 사서의 리 역과 운송

의 운송의 역을 구별하고 사서의 개입이 

필요 없는 부분은 외주를 이용해 업무 부담을 

덜고 사서 본연의 업무에 집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도서  업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U-도서  서비스는 사서의 증원과 지

속 인 산 지원을 통해 담당자가 업무가 의 

부담에서 벗어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사서는 

문직종의 문인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가

공․제공함에 있어 그 문성이 발휘되어야 한

다. 따라서 재의 도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 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 리 차원에서 업무를 다변화하

여 U-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의 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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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U-도서

서비스 명칭
참여기 (상호 차) 무인 약 출(기)

자료 출

신청 운 상호 차 무인 약

서울시

성북구
(책바다)

강북문화․청소년문화․솔샘문

화․송 문화정보센터, 사립작은

도서

수유정보도서 , 미아정보도

서 ,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

거리역

홈페이지, 모바일어

리 이션

주5일

(화- )
3권 3권

서울시

악구
책나래

빛정보․성 동작은도서  은

천동작은도서 ․조원도서 ․

책이랑놀이랑도서 ․ 악산詩

도서 ․낙성 공원도서 ․고

맙습니다 하난곡작은도서 ․용

꿈꾸는작은도서 ․도림천에서

용나는작은도서 ․ 작은도

서 ․삼성작은도서 ․청룡 작

은도서 ․보물섬작은도서 ․

책사랑작은도서 ․다사랑 작은

도서 ․뜰안에작은도서 ․굴

쇠작은도서 ․우리작은도서

․숯고을작은도서 ․ 사랑

작은도서 ․울타리작은도서

․해오름작은도서 ․한울작

은도서 ․어울작은도서 ․녹

두작은도서 ․ 랑새작은도서

․푸른숲작은도서 ․책의향

기작은도서 ․우듬지작은도서

․샛별작은도서 ․새싹작은

도서 ․마루작은도서

신 방역 (1,2번 출구 근처), 

신림역 (1~2번 출구 근처), 

천역 (5,6번 출구 쉼터 근처), 

서울 입구역 (6,7번 출구 

장 근처), 낙성 역 (5,6번 출

구 북카페 근처)

구립도서 통합홈페

이지, 모바일 어 리

이션

주7일

(법정공휴일 

제외)

5권 2권

서울시

성북구
책드림

성북정보․해오름․아리랑정보 

도서 , 새날․꿈마루․석 동 미

리내․달빛마루․정릉도서

성신여 입구역․월곡역․보

문역․돌곶이역․성북구청 
웹페이지, ‘책드림’ 앱

주6일

(월요일제외)
4권 2권

서울시 

은평구
책단비

은평구립․구립증산정보․구립

응암정보․상림마을 작은도서 , 

신사어린이도서 , 불 천작은도

서

녹번역, 구 발역, 디지털미디

어시티역, 상림마을 작은도서

 버스정류장

홈페이지, 모바일어

리 이션

주7일

(법정공휴일 

제외)

2권 2권

강원

동해시
(책바다) 무릉․등 ․이도 작은도서 이마트 동해

홈페이지, 도서

출반납 , U-도서

어 리 이션

주6일

(도서 휴

일 제외)

3권 2권

주시

․북구

(책바다), 

365무인 약 출

무등도서 , 산수도서 , 일곡․

운남어린이구립도서  

남 주역, 주역, 주은행본

, 주북구청

홈페이지, 도서 출

반납 , U-도서 앱

주7일

(법정공휴일 

제외)

2권

부산시
책두  

서비스
수 구도서 , 망구도서 수 역, 메가마트

홈페이지, 수  U-도

서 앱

주5일

(일․월요일

제외)

2권 2권

수원시 책수

선경도서 , 앙․서수원․북수

원․ 추골․ 통․태장마루도

서

수원역, 통역, 수원시청역
홈페이지, 수원시도서

앱

주5일

(주말제외)
2권 2권

구

달서구

달서U-도서

책드림 서비스

구립도서 인 도원․달서어린이․

성서․본리도서  , 달서구청 행정

정보문고센터․웃는얼굴아트센

터․죽 동․장기동․용산1동․

이곡2동 작은도서

상인역(1호선), 용산역(2호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3권 2권

[부록 1] U-도서  서비스 운  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