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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  연구의 요한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식컴퓨 의 도서  정보서비스 

용에 한 연구이다. 상황인식컴퓨 은 이용자의 상황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컴퓨  기술이다. 상황인식컴퓨 의 개념은 90년  말부터 논의되었으나 기술  제한으로 

인해 최근까지는 그 실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속한 발 과 스마트폰 사용을 

필두로 한 모바일 정보검색의 화는 상황인식컴퓨 을 실에 용시킬 수 있게 만들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 유용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 논문은 상황인식컴퓨 의 개념을 소개하고 각종 사례를 살펴보며, 상황인식

컴퓨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인식, 요구를 조사하여 도서  환경에 용해 으로써 보다 이용자 심 인 

도서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 of context-aware comput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ontext-aware computing represents mobile computing techniques 

which gather, analyze user's contextual information and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specific user. The idea was proposed in the late 90's but it was not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because of the technology limitation. Recent technology development made 

context-aware computing possible to apply to our everyday-life information seeking using smart 

phone and showed the usefulness of its application.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context-aware computing with some examples of it, and finally tried to propose some of its 

applications to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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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 이라는 용어의 확산, 기술

 발 과 더불어 정보통신 산업의 격한 발

은 작은 휴 폰 하나로 방 한 웹의 바다를 항

해하는 것이 더 이상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실세계 이

용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로 정보 검색과 가상사회 구 이 가능하다

는 측면에서  다른 정보기술의 명을 만들어

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명의 심에 모바일 네트

워크의 발 이 있다. 모바일 네트워크의 안정

인 확보와 화는 데이터와 통화 심의 휴

폰에서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와 활용이 

가능한 휴 폰이라는 휴 폰의 기능 변화로 나

타났다. 이는 화 기능의 역사  진화를 근간으

로 한다. “손안의 디지털”, “손안의 컴퓨터”라는 

말은 재 스마트폰이 가지는 역할을 단 으로 

나타내는 말로써 재의 스마트폰 시장은 소

트웨어, 하드웨어 모두에서 양 ․질 으로 비

약 인 발 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개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들이 손안의 작은 기기를 통해 제

공됨으로써 재의 휴 폰은 통화를 한 수단

에서 게임, 화, 정보검색, SNS를 통한 타인과

의 커뮤니 이션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

다. 화라는 통신수단의 진화는 인간생활 자체

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커뮤니 이션 

방법이 변화하고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의 양상

이 변화하게 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다. 가트 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

폰 매는 2010년 2.5억  정도로 체 휴 폰 

시장의 20%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더욱 증

가해 체 휴 폰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견한다(박인곤, 신동희 2010에서 

재인용). 한 2015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스

마트폰 사용자  약 40%가 상황인식 컴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신들의 활동추 이 가능

한 서비스에 노출될 것이며 그 규모 한  세

계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망한다. 이처럼 많은 IT 문가들은 상황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황인식컴퓨 서비스와 스마트폰

의 동반성장과 발 을 필연 인 것으로 망하

는 것이다(Gartner Newsroom 2011). 

상황인식 컴퓨 은 유비쿼터스 컴퓨  서비스

의 실 을 한 요한 기술 요소로서 사용자 주

변의 컴퓨  기기가 사용자의  “상황”을 올바

르게 인지함으로써 능동 으로 사용자에게 유용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  기술이다(박정규, 

이 해 2010). 상황인식 컴퓨  서비스가 제 역할

을 하기 해서는 사람의 명령뿐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나 목소리 는 처해진 환경의 변화에 

한 정보까지도 인식하여 사용자가 표 하지 못

하 으나 해당 사용자에게 합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Weiser 2003). 

상황인식 컴퓨  서비스의 발 이 가능하게 한 

근원은 Wifi,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를 필두로 한 개인화, 다양화된 모바일 컴퓨 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의 발 은 

다양한 개인 사용자의 “상황”이 담겨있는 데이

터를 달받고 해석하며, 특화된 개인별 “상황”

을 분석해 각각의 상황정보에 따라 차별화된 서

비스 달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상황

정보는 그 양이 많고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용자 심의 컴퓨터 환경이 이루어져가면서 

사용자의 치나 사용하는 기계의 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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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사가능한 언어정보등과 같이 사용자가 

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바르게 나타내

는 정보여야 하기 때문에 상황인식 컴퓨  서비

스의 요한 과제는 심도깊은, 올바른 정보 확보

에 있다고 할 수 있다(Yau and Karim 2004).

정보 문가의 입장에서 유비쿼터스 컴퓨 의 

실 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있어 효율

성을 높이고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계를 

사용한 정보서비스를 가능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도 이 필요한 주제이다. 한 리

해진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이들보다 더욱 

리하고 지능 인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책임도 따른

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 되어 사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 뿐 

아니라 상황인식 컴퓨  서비스와 같이 이를 가

능 하는 기술요소에 한 이해도 도서 ․정보

센터 련 모든 이에게 필수 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 의 핵심 기술요

소의 하나로서 상황인식 컴퓨  기술을 소개하

고 서비스의 사례를 살펴 과 동시에 상황인식 

컴퓨  기술을 도서  환경에 용해 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보다 합한 도서  정보서비

스를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련

문헌의 검토를 통해 상황인식컴퓨 의 개념  

서비스 사례를 수집하고 모바일 도서  정보서

비스 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모바

일 정보서비스 요구를 수집하 다. 수집된 기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도서 에 용가능한 상황인식컴퓨  

기술을 추출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모바일도서 정보서비스를 도출하고자 했다. 

2. 이론  배경 

2.1 상황의 개념  근 

“상황(context)”의 사 인 의미는 일이 되

어가는 사정이나 형편1)을 일컫는다. “상황”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를 포함한다는 본질 인 의미 때문에 다소 

모호한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Context”라는 

용어의 해석으로는 분야에 따라 상황, 문맥, 맥락

이라는 의미들이 골고루 사용되어지는데 이는 

본질 으로 실세계에 존재하는 무언가의 상태

를 특징짓기 해 잠재된 무언가를 의미한다. 용

어 자체의 모호함이나 가시 이고 구체 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특징 때문에 많은 학문에서 

context는 다양하게 해석되어진다. 이런 실

인 한계를 제로 일반  의미에서 “상황”이란 

“어떤 개체의 상태를 특징짓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라고 정의될 수 있다(배인한 2010). 

여기서 개체란 사용자와 해당 사용자의 상호작

용에 련된 모든 유․무형의 실체를 의미한다. 

이 상호작용에 련이 있는 사람, 장소, 물건, 

화 등 모든 것이 이에 포함된다(Dey 2001).

상황정보에 한 이해와 강조 은 인간과 컴

퓨터의 상호작용이 인간세계의 의사소통(상호

작용)과 거의 동일한 수 으로 이루어질 수 있

게 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비롯되었다. 80년  말

 1) 다음 국어사 .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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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0년   즈음까지의 통 인 인간과 컴

퓨터의 상호작용은 인간이 컴퓨터가 이해할 만

한 명령어를 사용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라

(what과 how에 근 한)라는 명령으로서 달

될 때만이 올바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2) 상황 

정보는 이런 고 인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

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컴퓨터가 개인 이용자의 

“상황”이 담긴 데이터를 총체 으로 수집, 분석

함으로써 재 해당 이용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

하고(why에 근 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

게 모아진 이용자의 “상황정보”를 컴퓨터 서비

스에 용함으로써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보다 더 인간사이의 상호작용과 유사해질 수 있

도록 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이 “명령-

(의미없는)복종”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면 상

황정보를 함축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은 “명

령-(상황인식에 따라 최 의 결과를 생산하기 

한)실행”이라는 그 수 이 한 단계 더 높아진 

세련된 서비스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들어서면서 많은 학자들이 상황․

상황정보에 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기 시

작했다. 이 견해들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자 상황, 상황정보에 한 이해

Chen and Kortz
(2000)

∙4가지 상황(컴퓨  상황, 이용자 상황, 물리  상황과 시간  상황)으로 구분

임신
(2004)

∙5가지 상황(사용자 상황, 물리  환경 상황, 컴퓨  시스템 상황, 사용자-컴퓨터 상호작용 이력, 기타 미분류 
상황)으로 구분

Barkhuus and Dey
(2003)

∙3가지 상황(물리  감지, 가상  감지, 추출)으로 구분
  1. “물리  감지”란 실세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온도나 장소 등과 같은 상황정보를 의미
  2. “가상  감지”란 일정에 입력해 두었던 내용  하나로써의 장소정보와 같이 특정 소 트웨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상황 정보를 의미
  3. “추출”이란 각각의 주어진 상황정보를 조합하거나 걸러내서 이해하고 분석해 수집된 고차원의 상황정보를 

의미

Hartmann
(2010)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상황”과 “환경  상황”의 2가지 
상황으로 구분

  1. “이용자 상황”이란 이용자가( 는 이용자를 는 이용자에 의해) 서술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범 한 
상황정보를 지칭

  2. “환경  상황”이란 이용자 모델에서 묘사되지 못하는 장소, 시간  등 이용자의 재 상태와 계된 모든 
정보를 포함

Kang and Pisan
(2006)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의 유용성에 한 부분은 공감
∙상황정보 자체의 진상을 악하고 복합성을 탐지하는 등의 작업은 많은 학자들에게  하나의 요하며 
도 할 만한 연구과제로 간주될 것이라 주장

Hoareau
(2009)

∙상황정보를 제 로 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연구과제들은 다음 3가지 기술  문제해결이 선무
  1. 상황의 습득(상황정보라는 것이 네트워크와 연결된 이질 인 센서들에 의해 습득되기 때문에 일 된 

형태를 제시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2. 상황의 추출(센서를 사용해 습득된다고 해서 그 형태 그 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특정 상태로 추축해야 한다)
  3. 상황의 이해(습득, 추출된 상황정보는 상황인식서비스에 의해 처리과정을 거침으로써 연 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표 되고, 리되어 사용가능하게 만들어진다)

<표 1> 상황․상황정보에 한 다양한 견해

 2) 통 으로 컴퓨터학과 문헌정보학의 기 연구에서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로 명령어 입력의 정

확성에 해 강조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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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황의 종류

와 형태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으나 주어진 “상황”에 한 심과 인식은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이 가능한 원동력이

라고도 여겨질 수 있다.  사회와 같이 다양

한 이용자를 상으로, 끊임없이 발 하는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정

보 문가의 입장에서 “상황”에 한 심과 인

식은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는 핵심이라 보여진다. 

2.2 상황인식컴퓨  서비스

상황인식컴퓨 은 1990년  반 Schilit와 

Theimer에 의해 제안된 용어로 당시에는 ‘사용 

장소 는 주변 사람과 물체의 집합에 따라 응

이며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상의 변화

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소 트웨어’로 정의

하 다(Liberman and Selker 2000). 이후 상황

의 종류와 형태에 한 다양한 연구, 상황인식컴

퓨  서비스의 개발가능성에 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왔으며 “ 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여 가상 공간에서 실의 상황을 정보화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 심의 지능화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술”3)이라는 개념정의를 공

유해왔다. 상황인식컴퓨 을 응용한 서비스는 

일정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일반 으로 사용

자에게 정보와 서비스 제공(presentation), 사용

자를 한 서비스의 자동실행(execution), 이후 

검색을 한 상황 정보의 표시(tagging)라는 세 

가지를 상황인식 응용이 지원할 수 있는 특징으

로 분류하고 있다(Dey et al. 1999). 

상황인식컴퓨  서비스는 사용자의 특성이나 

시․공의 차이 등 각종 주변 상황 정보를 인식

해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최 의 서비스를 

측, 능동 으로 응하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

스로서 1) 치나 공간정보를 인식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 Service)와 2) 인맥정보를 인식해 활용하

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분류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마

트폰의 화는 상황인식컴퓨 의 발 에 치명

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스마트폰의 

품질( 치인지기술의 정확성 같은)에 따라 상

황인식컴퓨  서비스의 품질이 좌우될 수 도 있

다. 오늘날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

용하는 증강 실 기술 한 상황인식컴퓨 서비

스에서 이야기하는 치기반서비스의 사례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선정한 2012 IT 트랜

드 망  정책방향에 따르면 2012년에 주목

해야 할 기술 이슈  하나로 상황인식컴퓨 이 

1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슈가 되는 키워드 안

에서도 상황인식컴퓨  련 키워드가 다수 존

재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모바일정보서비스와 함

께 발달하고 있는 상황인식컴퓨  기술의 요

성과 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한국정보

화진흥원 2012).

2.3 상황인식컴퓨  서비스 응용사례

스마트폰을 필두로 하는 모바일 기기의 속

한 보 과 무선 네트워크의 실용화에 따라 상황

 3)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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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컴퓨  응용 서비스 연구가 범세계 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정보서비스에 내재되어 

제공되는 상황인식컴퓨  기술의 특성 때문에 

혹자는 상황인식의 개념을 휴 폰이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는 기술이라고 단 으로 표

하기도 한다(디지털타임즈 2011). 

상황인식컴퓨  서비스는 재 세계 으로 

그 연구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의 경

우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지원되는 많은 

연구에 포함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인식 

련 지능 시스템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북미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조지아 공

의 회의칠 로젝트, 출입상황안내 로젝트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다 상업 인 방향으로의 연구진행이 빠

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표 2>는 국내외 

서비스명( 는 연구자) 서비스 개요

Louvre 박물  연구실 

로젝트

∙이슬람 자기 술 부서에 증강 실 기술을 용․실 시

∙ 람객에게 최 의 순서로 작품을 람하도록 안내

∙ 람객이 1kg 내외의 LCD 스크린을 소지하고 박물 을 람하다가 특정 시간, 특정 안내 상황과 장소에 

다다르면 LCD 스크린에 다음 람 장소와 내용 는 특이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되어 람객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음 경로를 선택 

착용가능한 랫폼 

로젝트

∙카메라, 컴퓨터, 센서를 복합 으로 결합해 사용함으로써 동 으로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정보를 감지해 

보여주는 상황인식 컴퓨  서비스

∙박물 의 경우, 사용자가 헤드폰과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 같은 작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박물 을 람 ￫ 
람객의 장소정보(센서)와 시선 이동 정보(카메라가 장착된 안경) 등이 헤드셋을 통해 수집 ￫ 수집된 정보를 

통해 람객의 시선이 이동하는 경로 변화에 맞춰 당시 상황에서 최 의 작품에 한 설명을 불러와 람객이 

굳이 특정 버튼을 르거나 해당 작품의 설명을 찾지 않아도 스스로 가장 한 작품 설명을 제시

출석 리서비스 ∙학생이 지니고 있는 아이폰의 GPS를 이용해 학생의 출석상황을 리

구 스(Goopas) 서비스 

∙지하철 이용 직장인을 상으로 한 고 서비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개찰구를 통과함과 동시에 주변의 각종 상  정보, 할인정보 등을 휴 폰 

메일로 송

∙사람이나 장소정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시간 , 주 인지 주말인지 등등) 단에 기인하는 

치기반 서비스의 

스텀블어

∙ 표 인 맞춤형 소셜검색 서비스로 페이스북이나 트 터, 블로그 등에 올린 과 스텀블사이트에서 

지인들이 추천한 콘텐츠를 분석한 뒤 심을 가질만한 웹사이트나 이미지 일 등을 찾아 제공

∙이용자가 별도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한 콘텐츠를 찾아주는 것이 그 핵심

주과학기술연구원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인식을 해 상황인식 기술을 용하는 연구

성균 학교 ∙생체신호를 분석․처리․ 달함으로써 임상 모니터링 서비스 형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서비스 연구

최 식, 박진우 2009 ∙모바일 서비스에 상황인식 모델을 용하는 연구

이해성, 권 희 2009a ∙상황 인식 환경에서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여행 정보서비스를 설계하고자 하는 연구

이해성, 권 희 2009b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보검색 기법이용에 한 연구

U-City(Ubiquitous City) 

실 을 한 각종 로젝트

∙2005년 이후 국 지방자치구 곳곳의 산발 인 주도로 진행

∙U-City란 우리의 도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바탕으로 모든 작업을 유비쿼터스화 하자는 

의도에서 비롯

∙세종시의 U-City 로젝트에서는 행정,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보건복지, 방재, 주택 총 8개 분야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 하고자 노력

∙U-도서 서비스, U-학부모안심서비스 등의 교육 어 리 이션, 민원 24 등의 행정 어 리 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유비쿼터스 환경 실 에 애쓰고 있음

악구 U-안심서비스

∙노약자(치매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들의 안 을 해 설계

∙노약자의 실종 등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감하기 

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행정업무에 목함으로써 안 한 주민 생활을 지원하기 해 마련된 서비스

<표 2> 국내외 상황인식컴퓨  응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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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식컴퓨 의 표 인 응용사례를 도표화 

한 것이다. 

2011년 반 이후부터 그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는 ‘스텀블어 ’의 경우 실제로 페이스북보다 

트래픽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고 상황인

식컴퓨 서비스가 발 되는 모습을 이용자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라는 에서도 주목

할 만하다(스마트폰114 2011). 

국내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스마트 올림픽이란 이름 하에 4D․증강 실․

상황인식 컴퓨  등 다양한 형태의 신기술을 도

입한 개인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구 하기 

한 노력들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아이

뉴스24 2012). 

디지털타임스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12년

은 사용자들이 상황인식 기술을 체험하는 원년

이 될 것이라 상한다(디지털타임스 2011). 특

히나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발달을 비추어볼 때 

그 미래는 정 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3. 도서  정보서비스에의 용

3.1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서  정보서비스

웹의 발 과 확장으로 인해 언제부턴가 도서

은 단순 보존, 정보제공을 한 정보서비스에

서 극 인 참여와 배포의 의미에 더욱 집 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더 이상 도서 이라는 물리  공간에서만 정보

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

한 실은 도서 으로 하여  시․공간 인 제

약에서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 원

동력이 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도서

계에서도 최근의 스마트폰 화와 발맞춘 다

양한 모바일 도서  서비스를 연구하고, 실제로 

제공함으로써 한 차원 발 된 도서  정보서비

스를 실 시키고 있다. 

다양한 련 연구들  김용(2006)은 유선인

터넷과 무선인터넷의 이동성이 결합된 휴 인

터넷 기반 도서  정보서비스 용 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모바일 정보서비스

를 실화하기 한 제반 기술에 해 명확히 

했으며, 이지혜(2006)의 연구는 모바일 정보서

비스에 한 기 연구로서 학도서 의 모바

일서비스에 해 살펴보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자 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바일 서비스로

는 소장자료의 검색과 이용, 개인정보조회, 도

서  정보조회가 포함된 모바일 정보서비스와 

이용자와 도서  문가와의 온․오 라인 커

뮤니 이션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취지의 모바

일 이용지원서비스, 공지사항을 달하는 단문 

문자서비스, 그리고 언제나 사용하기 편한 상태

로 소지하기 때문에 도서  이용의 편리함을 더

한다는 차원에서 모바일 학생증 서비스를 살펴

보았다. 각 분야의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된 최

근의 학도서  모바일 정보서비스는 정보제

공 범 나 수 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연구에

서 거론된 네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종기(2011)는 스마트폰과 어 리 이션에 

한 정보통신기술의 원리를 소개하고 재 국

내외 학도서 에서 제공되는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들을 살펴 으로써 미래 정보서비스를 

한 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종기의 연구에서 

소개된 국내외 도서 의 스마트폰 어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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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서비스를 살펴보면 그 서비스 시행 형태에 따

라 몇 가지 유형을 구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학교 자체의 주도에 의해 개발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서비스로서 도서  열람실 좌석정

보, 도서검색기능 등 부분의 학 도서  어

리 이션에서 제공하는 도서  정보서비스 기

능들이 학 자체 어 리 이션에 포함되어있

다. 두 번째는 학도서  용 모바일 어 리

이션이 개발된 사례로서 출 황 정보 등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학도서  

용 모바일 웹을 개설해 도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학도서  자체 어 리 이

션인 두 번째 유형과 비교해볼 때 제공하는 서

비스에는 차이가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한 

외국 도서  모바일 서비스 사례도 방 하게 소

개함으로써 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들

이 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 억(2011)은 자신의 최근 연구에서 방

한 국내외 학도서 의 모바일 서비스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례들의 웹 근성에 한 세

한 평가를 시도했다. 앞서 거론한 정종기의 연

구가 선택된 모바일 정보서비스 사례들을 하나

하나 소개한 반면 구 억은 자신의 연구에서 

재 제공되고 있는 국내외 모바일 도서  정보서

비스 사례를 방 하게 조사해 리스트로 제공하

고 있으며 각각이 제공하는 표 인 콘텐츠를 

개 으로 소개하고 더불어 세 한 웹 근성 

평가를 진행했다. 

와 같이 사례를 소개하고 평가, 분석하는 

연구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정

보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모바일 정보서비

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 구성을 

살펴보는 연구 는 인터페이스 설계에 한 연

구 등 다양한 연구와 노력들 한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재우(2010)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모바

일 정보서비스 요구로 인해 도서  정보서비스

가 맞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정하면서 

재 사용되고 있는 도서  모바일 웹사이트의 콘

텐츠를 분석하여 정보의 구성 황이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모바일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구조와 핵심 콘텐츠를 분석하

고자 했으며 도서  모바일 웹사이트 메인화면

에 제공되는 메인메뉴의 숫자, 콘텐츠 제공 방

식(그리드 형식인지 리스트 형식인지 등), 공통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종합 으로 살펴

으로써 필수 으로 포함해야할 서비스를 가

늠  했으며, 모바일의 휴 성과 이동성, 실시

간성을 살린 서비스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도

서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시 유념해야할 유용

한 제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학도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를 이블 체계를 통해 살펴보고 이용자들의 생

각과 비교해 향후 도서  모바일 웹서비스에 있

어서 정보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한 

해답을 모색하는 김병환의 연구(2010) 등 흥미

로운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혹자는 웹 2.0과 도서  2.0을 넘어서 이제 도

서  3.0으로 가고 있다 한다. 여기서 도서  3.0

은 소셜시맨틱 디지털도서 과 모바일 도서 이

라는 용어로 표될 수 있는 도서  정보서비스

의 변화를 보여주는 개념이라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노 희 2010). 재 학도서 을 필두

로 한 많은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 도서  정보서비스는 상황인식컴퓨 에 기

반한 것이다. 상황인식컴퓨 서비스는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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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도서  3.0의 개념을 

가시화할 기 자료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3.2 상황인식컴퓨 의 도서  정보서비스에의 

용

본 연구는 상황인식컴퓨 의 개념  사례를 

문헌조사를 통해 소개함과 동시에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도서 에 용가능한 상황인식컴

퓨  서비스의 유형과 형태를 도출하고자 했다. 

심층인터뷰는 모바일 도서  정보서비스에 

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한 기  설문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3.2.1 자료수집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지역 12개 학교 

학생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83명을 상

으로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수집

되었다. 설문지는 성별, 나이, 스마트폰 사용기

간 등을 묻는 간단한 문항과 더불어 검색정보의 

만족도, 유용성 등에 한 개인  인식을 묻는 

것과 동시에 도서 에 용할 수 있는 서비스기

술에 해 묻는 항목을 넣어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표 3> 참조). 

설문조사 이후 표본  12인을 선정하여 심

층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설문조사결과는 상황

인식컴퓨 의 용가능성에 한 사  인식을 

살펴보고 심층인터뷰 질문을 도출하기 한 기

자료로 사용고자 했다. 이에 설문조사 데이터

에 큰 의미를 두어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심층

인터뷰 질문 구성을 해 도서 에 용했으면 

하는 정보서비스는 무엇인지 묻는 항목에 집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서  정보서비스 

용을 한 부분의 제안사항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3.2.2 분석방법  표본의 특성

설문 데이터는 PASW 18.0을 사용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인구통계학  배

경정보에 한 기술통계  기타 연  통계분석

을 거쳤다. 설문조사 표본의 기본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설문 주제 세부 내용 문항수

배경정보
성별, 나이 

3
스마트폰 사용 기간

스마트폰/모바일 정보서비스 

어 리 이션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종류

8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

가장 신뢰성 높은 콘텐츠를 담고 있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사용에 있어 가장 요시 하는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 종류

스마트폰 사용시 겪은 가장 큰 문제

스마트폰 사용 획득 정보에 한 만족도 

도서 에 용했으면 하는 정보서비스 

문항수 12

<표 3> 문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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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구 분 빈 도(비율) 총 계(비율)

성별
남자 113(39.9%)

283명(100%)
여자 170(60.1%)

연령
10 - 19세  48(17.0%)

283명(100%)
20 - 29세 235(83.0%)

스마트폰 사용기간

3개월 미만    8(2.8%)

283명(100%)
3개월 - 6개월  99(35.0%)

6개월 - 1년 123(43.5%)

1년 이상  53(18.7%)

<표 4>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배경정보)

스마트폰/모바일 정보서비스 어 리 이션

에 한 설문 문항의 부분은 어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가, 만족도는 얼마만큼인가 등에 

한 기본 인 질문이었는데 수집된 데이터는 

표본의 특성을 보여주기 한 용도 이외의 가

치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로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다. 를 들어 표본집

단이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SNS(99명, 35%)와 인터넷 검색(86명, 30.4%)

이었고 뉴스/날씨, 엔터테인먼트 정보, 지도 등

이 그 뒤를 이어 사용되는 서비스 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표 인 이유는 사용이 편

리하다(148명, 52.3%)가 가장 큰 이유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보가 풍부해서

(45명, 15.9%), 무료라서(33명, 11.7%), 정보가 

정확해서(29명,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이용에 가장 요시 하는 에 그 로 

반 되어 표본집단은 사용이 쉬운 서비스인가 

아닌가를 해당 서비스 사용에 있어 가장 요시

( 체 169명, 59.7%의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뢰성 높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

는 서비스는 지도, 인터넷검색, 뉴스/날씨 순이

었고 서비스 사용당시 생기는 문제 (작동오류, 

오작동, 사용  멈춤 등)이 사용시 겪는 가장 

큰 문제 으로 꼽혔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획득

한 정보에 해서는 10번  7-8번 만족한다는 

응답이 체 167명(59%), 10번  5-6번 만족

한다는 응답이 70명(24.7%)으로 체 표본 집

단의 85%정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검색

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에 용했으면 하는 정보서비스에 한 

요구를 묻는 항목은 복응답이 가능하도록 구

성했으며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는 심층인터

뷰를 한 바탕 정보로 사용했으며 그 결과는 

3.2.3 도서 정보서비스에의 용 부분에 포함

했다. 

3.2.3 도서  정보서비스에의 용

표본인 학생 집단은 도서  정보서비스에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다면 어

떠한 서비스에 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해 다

음 <표 5>와 같이 응답했다.

가장 큰 수치를 차지한 도서상태정보서비스

는 도서 치를 알려 다거나 도서목록, 도서상

태를 알려주는 등의 서비스가 이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수치가 높은 정보서비스는 도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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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방법빈도

응답
이스퍼센트

N 퍼센트

도서 용서비스a

도서 상태 정보 155  34.4%  61.5%

도서 내용 정보  83  18.4%  32.9%

My Library 리 서비스  81  18.0%  32.1%

도서  자  내 정보  90  20.0%  35.7%

자책 제공/ 출 여부  17   3.8%   6.7%

유 기 과의 연계   8   1.8%   3.2%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정보제공  14   3.1%   5.6%

기타   3   0.7%   1.2%

합계 451 100.0% 179.0%

a. 값 1에서 표로 작성된 이분형 집단임. 

<표 5> 모바일용으로 용할만한 도서  정보서비스

내 정보제공과 련한 서비스로 도서 좌석

안내서비스, 해당도서 의 출도서순 안내, 

내 문화행사정보안내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다. 다음은 도서내용정보서비스와 My Library 

리 서비스가 유사한 비율을 차지했는데 도서

출이력제공서비스, 분야별 신착도서안내서비

스, 도서리뷰나 추천도서 안내서비스 등이 도서

내용정보서비스에 포함되었으며 출, 도서

약 등 개인의 도서  이용에 련한 모든 서비

스는 My Library 리서비스에 포함된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월, 12인을 

상으로 심층인터뷰 질문이 구성, 인터뷰가 진

행되었으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8가지 도서  

서비스 각각에 해 묻고 각각에 해 어떤 종

류의 상황인식컴퓨 서비스가 실 가능할지 

는 유용할지에 해 질문했다. 인터뷰 상 표

본의 특성은 <표 6>과 같다.

심층인터뷰 결과로 나타난 도서 용가능 

상황인식컴퓨 서비스는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은 8가지 서비스 분야  어떤 

분야인지, 어떠한 상황인식컴퓨  기술이 사용

되어 어떠한 정보서비스가 도서 에서 제공될

표본 구분 빈도 총계(비율)

성별
남자  5(41.7%)

12명(100%)
여자  7(58.3%)

연령
10 - 19세   1(8.3%)

12명(100%)
20 - 29세 11(91.7%)

스마트폰 사용기간

3개월 미만  2(16.7%)

12명(100%)
3개월 - 6개월  3(25.0%)

6개월 - 1년  4(33.3%)

1년 이상  3(25.0%)

<표 6> 심층인터뷰 표본의 특성(배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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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련 기술 제공 서비스

도서 상태 정보 ∙ 치기반, 증강 실기술
∙증강 실 기술을 용한 도서 치확인  안내 서비스

∙수서 처리 이거나 이동 인 도서 확인  안내 서비스

도서 내용 정보 ∙상황정보, 정보재활용기술

∙ 출 이력 정보 등을 통한 이용자별 추천도서서비스

∙개인의 심 분야별 신착도서 안내서비스

∙ 심 분야 책 미리보기, 도서리뷰 제공 서비스 

My Library 리 서비스 ∙상황정보
∙ 출 는 연장 리 서비스

∙ 출 잔여일자 알림서비스

도서  자  내 정보
∙상황정보

∙ 치기반서비스

∙좌석안내서비스 

∙ 내 입실 확인 on/off 안내서비스

자책 제공/ 출 여부 ∙상황정보
∙멀티미디어 자료 온라인 제공

∙ 자도서 원문제공

유 기 과의 연계
∙ 치기반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가까운 도서  치찾기  안내서비스

∙타도서  연계 자료 검색과 출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정보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 터 등 SNS 이용 내 용 Q&A 서비스

∙자  소장도서 감상 & 댓  공유 서비스

∙공통 심주제 커뮤니티 정보공유서비스

기타

∙상황정보

∙ 치기반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서와의 화, 자료분석 서비스 

∙원하는 책 수요조사 

∙책배달서비스 

∙무인 출시스템

<표 7> 서비스분야별 련 상황인식컴퓨 기술과 제공 서비스

수 있는지를 구분해 제시하고자 했다. 

심층인터뷰 결과는 다양한 상황인식컴퓨  

기술이 각각의 8개 분야별 서비스에 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

서 제안되는 서비스들을 표면상으로만 보면 

부분 재 이미 많은 도서 에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이는 서비스 유형

과 용기술이 재의 서비스와는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는 에서 기존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

다. 를 들어 도서상태정보는 재 많은 도서

의 모바일 정보서비스에 필수 으로 제공되

고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상황인식컴퓨  기

술  하나인 증강 실기술이 용되면 이용자

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도서가 

재 자신의 치에 따라 어느 쪽 서가, 몇 번째 

칸에 있는지까지 정확한 치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상황인식컴퓨

 기술에 기반한 도서  정보서비스를 가시화

하기 해 <표 7>에서 제안된 서비스들을 바탕

으로 한 도서  이용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올해는 2020년, 내 이름은 ‘문정인’, 학생이다. 

오늘 오랜만에 학교도서 에 왔다. 보통 부

분 책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읽곤 하지만 오늘은 날씨도 

좋고 가끔 도서 에 직  가서 상치 않던 정보

를 찾아내곤 했던 기억에 나들이 삼아 도서 에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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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입구에 들어서자 스마트폰에 깔아둔 

모바일학생증이 자동으로 출입구를 열어 다. 얼

마 부터 딱히 기계에 내 도서  이용증을 지 

않고도 스마트폰과 학교의 상황인식컴퓨  서비

스 제공 서버가 자동으로 연동해 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나 다른 이용자가 도서 에 들어

섬과 동시에 출입구를 열어주는 자동 개폐시스템

이 가동되고 있다. 도서 에 들어서니 입구 오른

쪽에 열람실이 보인다. 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

서 인지 모든 좌석이 꽉 차있다. 빈 좌석이 나오면 

방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기자 명단에 이름

을 넣어두어야겠다. 열람실 좌석 on/off 시스템

이 빈 좌석이 나올 때 마다 정보를 갱신하기 때문

에 순서가 되면 내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내  

것이다. 간단한 서비스 이지만 덕분에 시간활용

이 훨씬 수월해졌다. 

오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 심 주제  하나

인 “인공지능”과 련해 과제에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도서가 들어왔다. 미리 훑어본 바로는 꽤나 

유용했다. 잘하면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과제를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번에 출했던 

자료는 기  이해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 심도

가 깊지 않아 과제로는 그리 합하지 않았다. 

인공지능 주제 분야의 소셜네트워크 커뮤니티 

 하나인 “AI&US”에 번 자료의 유용성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올려놓았더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번 자료는 기  이해를 한 

자료로만 평가하고 있어서 과제를 한 문자료

로는 하지 않다고 한다. 우리 커뮤니티의 반응 

정보도 다른 소셜네트워크 커뮤니티의 반응정보

와 마찬가지로 학교 도서 의 도서추천서비스에 

반 되기 때문에 나나 우리 소셜네트워크 커뮤니

티 동료들은 특정 자료를 하고 나면 항상 댓

을 달거나 을 쓰거나 해서 특정 자료에 한 

반응을 꼭 표시하곤 한다. 내가 읽은 자료의 평가

를 계속 보존하는 차원에서 나도 좋고, 이 반응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합쳐져 공정성을 

갖게 되니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일석이조가 아

닌가. 역시나 도서추천서비스에 분석된걸 보니 

내 과제와의 유효성 비율이 번 책이 50%, 이 

새로운 도서가 무료 80%이다. 역시나 이 새로운 

도서는 리뷰로 서도 정말 유용하다 싶었다. 이 

새로운 책은 3층 자연과학자료실에 있으니까 3층

부터 가 야겠다. 

3층에 들어서자 스마트폰이 삑삑 다. 아 맞

다, 아까 이 새로운 도서의 치확인서비스를 신청

해뒀다. 도서와 가까워지니까 도서 치안내서비

스가 작동을 하는가보다. 3층 자료실은 무 넓고 

복잡해서 매번 이 치안내서비스가 없으면 헤매

다 지치곤 한다. 2015년을 즈음해서 많은 자료들

이 디지털 버 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도서 의 자료는 계속 늘어나서 3층 자연과학자

료실의 경우는 정말 복잡하다. 도서 치안내서비

스를 실행하고 나니 내가 찾는 책은 왼쪽 서가를 

쭈욱 통과해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

게 몇 번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니 도서

와  가까워짐을 아이콘 크기의 변화로 알 수 

있다. 왼쪽 네 번째 서가, 두 번째 칸에서 내가 

찾는 새로운 도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책을 먼  더 훑어보려고 뺐더니 내 스마트폰에

서 갑자기 새로운 화면이 떴다. 아... 이 책하고 

유사한 책이  들어오는구나, 지  처리 이라

는 메시지가 뜬다. 언제 확인 가능한지 처리 도

서안내서비스를 걸어두고 다시 책 훑어보기에 

념한다. 사실 이 게 직  읽지 않아도 원문을 

다운받으면 집에서도 읽을 수 있기는 하다. 그래

도 뭐... 나들이 나온거니까. 

훑어보다보니까 아무래도 기 인공지능 보고

서를 한번 야할 것 같은데 기 정보들은 무 

방 해서 다 볼 수도 없거니와 무 시간낭비인 

것 같다. 그래, 사서선생님에게 자료분석서비스

를 신청해야겠다. 기 인공지능 보고서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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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상황인식컴퓨 의 개념과 용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황인식컴퓨  서비스의 

심은 상황정보에 한 한 활용이다. 이는 

단순한 좌표정보에 따른 치기반서비스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의 제공을 요시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이다. 이

용자별 상황정보의 수집․분석함으로써 다양

한 이용자의 성향,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

스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인간-컴퓨

터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더욱더 인간 심의 컴

퓨 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도

서 의 입장에선 내에 소장하고 있는 물리  

자료와 이용자의 상황정보라고 하는 가상의 정

보가 합쳐져 한 차원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황인식컴퓨 서

비스는 스마트폰의 각종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

이 우리 생활 반에 확산되어 뿌리내리고 있으

며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도서 의 경우에도 

그 용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인식컴퓨 의 이해를 

한 기본개념 소개와 사례 제시, 이에 한 이용

자의 요구를 도서  정보서비스에 맥해 으

로써 가까운 미래의 도서  정보서비스를 견

해보았다. 

수세기 동안 도서 은 자료와 이용자의 결합

을 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의 발 은 

요한 토 로 작용했다. 그러나 때로는 무분별

한 기술의 도입만이 더 나은 도서 이라는 지나

친 기술지향  사고 탓에 정보서비스의 기본 이

념이 부식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황인식컴

퓨  서비스의 도입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기

술이 이용자 심의 서비스 실 을 한 토 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해서 한 5페이지 정도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우선 

상 자료같은게 있으면 상자료부터 찾아달라

고 해야겠다. 지난 학기 과제와 연 되어있으니

까 사서선생님이 정보를 분석하거나 융합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지, 지난 학기에도 정말 유용한 정보

로 뽑아 보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유용한 정보가 

올 거라는 확신도 든다. 이럴 땐 한번 제공된 

자료분석서비스가 내 맞춤서비스로 계속 보 되

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같은 걸 다시 찾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새로운 책은 일단 다운로드 받아서 과제 비를 

시작해야겠다. 출을 할까? 음... 아니야 번에 

출했던 도서는 출연장안내서비스가 실행

는데도 내가 깜빡 잊고 기한을 놓쳐버렸다. 이번

에는 그냥 다운로드 받자. 

바로 그때, 열람실 좌석 안내 서비스에서 빈 

좌석이 있다고 알려 다. 와 시간에 딱 맞게 자리

가 났구나. 최근 몇 년 들어 시험 때를 제외하고는 

많은 친구들이 열람실에 오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모든 자료는 디지털 버 으로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열람실은 좌석안내서비스, 

on/off 시스템이 있어서 상황을 그때 그때 알려

다 하더라도 실은 조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

도 뭐... 나는 열람실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고

이기도 하고 낭만 이기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한두 시간 정도만 열람실에 있다 집에 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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