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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학업  취업 비에 부분의 시간을 쏟는 20  학생에게 있어 학습 공간으로써 학도서 의 역할은 필수 이다. 

본 연구의 궁극 인 목 은 코로나19 시기의 이용 행태 변화를 통해 도출된 이용자의 요구를 학도서  열람실 

공간에 반 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함이다. 이를 해 먼  코로나19 ․후의 학도서  

열람실 이용 행태를 비교하여 변화와 특성을 확인하 다. 연구 상으로는 지역 거  국립 학교인 J 학교를 

선정, 앙도서 의 코로나19 ․후 3개년도에 해당하는 2019~2021학년도의 열람실 이용로그 579,555건을 

수집하여 열람실 활용도를 분석하 다. 한 120,090건의 자료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서  이용 방문 목 을 

비교하 고 각 열람실별 특성과 이용률과의 련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가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 에 

응하기 한 도서  열람실 운   공간 재구성 정책 수립 시 기 자료로 활용되길 고 한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behavior of using the reading room of the university library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confirm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As a subject of the study, 579,555 

reading room usage data for the 2019-2021 school year, three year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reading room utilization. In addition, the purpose 

of visiting the library was compared based on 120,090 data usage log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usage rate of each reading room was analyzed. Ultimately, it is intended 

to suggest a way to increase utilization by reflecting the needs of users derived from changes in 

usage behavior during the COVID-19 period in the reading room space of the university library.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operation of library 

reading rooms and the establishment of space reconstruction policies to cope with the New normal 

era after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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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목

2020년 , 코로나19의 유행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  거리두기’로 표되는 방

역 지침을 발표, 다수인의 집합 지, 시설 축소 

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에 따라 다 이

용시설로 지정된 도서 은 이용 시간 단축에 

이어 공간 축소 등의 조치가 용되었고, 최고 

단계인 3단계에 이르러서는 도서  자체가 폐

쇄되는 상황까지 발생하 다. 그 결과 학습공

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공부를 해 스터디 카

페 등의 사설 학습공간으로 려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통학 가능한 범  내에서 학군에 따라 학교

가 배정되는 고등학교 미만 과정과는 다르게, 

입시를 통해 정해지는 학교의 특성 상 자가

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연구 상

인 J 학교의 경우, 소재지인 라북도 외의 지

역 출신 신입생의 비율이 2019년~2021년 3년 

통계 기  57.1%로, 과반이 넘는 학생들이 자

가를 벗어나 통학 가능한 치에 주거를 정하

게 된다( 북 학교, 2021). 타지역 출신 학

생들의 주거 방식은 학교 내 기숙사 내지는 

원룸․고시원 등의 소형 주거가 다수를 차지

하며, 이러한 소형 주거 형태는 주거 내 별도의 

학습공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도

서 의 열람실과 같은 학습 공간 이용이 필수

이다.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 부, 

2021)에 따르면. 20 가 도서 을 이용하는 이

유로 각종 시험공부, 과제 등 학습 목 이 과반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업  취업 

비에 부분의 시간을 쏟는 20  학생에게 

있어 학습 공간으로써 학도서 의 역할은 필

수 이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로 인한 시설 축소 혹은 폐쇄 등의 조치로 인해 

학도서 은 학습 공간 제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2020년을 넘어 2021년까지 지속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 에 응하기 해 

학도서 의 역할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 ’에 의한 

염이라는 코로나19의 특성을 반 하여 학도

서 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비 면’으로 

환해야 한다는 제 하에 진행되었다. 반면 

학도서  내 학습 공간의 경우 이용자가 직  

방문해서 이용하는 ‘ 면’ 형태일 수밖에 없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 면 서비스 제공으

로의 해법은 근본 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

히 학도서  방문의 주요 목 이 이용자 개

인의 학습  연구라고 할 때, 학도서 에서 

제공하는 가장 표 인 공간은 열람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개인 학

습공간인 열람실을 가장 요한 공간이라고 여

긴다(정 미, 2020).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후의 학도서

 열람실 이용자들의 행태를 비교 분석하여 변

화와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에 수행한 학도서 의 일반

열람실의 활용도와 선호요인을 분석한 연구(손

은정, 2020)의 후속연구로, 코로나19 이후 보인 

행태 변화를 통해 도출된 이용자의 요구를 학

도서  열람실 공간 구성에 반 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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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각각의 학

도서 들은 한 응을 해왔다. 감염병의 특

성상 학도서 의 ‘공간’ 기반의 서비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에 한 

응책을 제시하 다. 반자연, 이승혜, Panarelli 

(2020)은 미국 메사 세츠 주 학도서 이 코

로나19에 응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안정

인 공간 제공을 한 책으로 도서  자료, 

기기  공간 이용을 한 약 제도의 활용과 

동선 추  실시, 세미나 룸 등 다수 인원이 모이

는 폐공간의 폐쇄 조치, 도서  근처 외부 공

간을 확장된 도서  공간으로 활용 등을 제시

하 다.

노 희, 강필수, 김윤정(2020)은 코로나19 극

복을 해 도서  온라인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인 출반납 AI 시스템 도

입과 VR, AR 기술을 이용하여 도서  체험형 

문화  교육 콘텐츠를 확 하여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지욱, 이용재(2021)는 코로나19 시기 

학도서 이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를 알아보고자 비 면․온라인 서비스 황을 

분석하 고, 특히 ‘시설․공간’ 측면에선 스마

트도서  시스템 도입으로 장서에의 근이 용

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VR 도서  투어 

 시 등으로 도서 에 방문하지 않고도 시

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동진, 임동규, 지 은(2021)은 국 115개 

학도서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

나19 이후 학도서  환경 변화를 살펴보 으

며 특히 업무와 공간 분야의 변화가 컸음을 확

인하 는데, 방역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공간 

축소, 외부인 출입 통제, 이용시간 조정 등의 

응을 보임을 언 했다.

정재 , 오세훈(2021)은 코로나19가 학도

서 에 미칠 향을 사서의 인식 조사를 통해 

확인하 다. 특히 팬데믹 시기 학생들의 물

리  도서  공간에 한 경험 부족은 도서

에 한 부정  인식 증 와 더불어 필요성 감

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도서 에 

한 지원의 약화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 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 코로나19 시기 

도서 계의 응은 공통 으로 개방 공간을 축

소하고 비 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으

며, 물리  공간 이용 제한을 극복하기 한 방

안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구 된 

도서  체험을 제시하 다. 그러나 학습 목

으로서 도서  공간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의 도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는 이선우, 장우권(2021)과 김주

, 안 환(2021), 그리고 박혜선(2021)의 연

구가 있다. 이선우, 장우권(2021)은 코로나19 

발생 ․후로 학도서  홈페이지 이용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 행태를 분석하 으며 

코로나19 시기 학도서 의 정보서비스 제공 

업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김주 , 안 환(2021)은 C 학교의 심공

간인 도서 을 상으로 코로나19 ․후로 변

화한 이용실태를 조사하 다. 분석 결과 코로

나19 발생 이  이용률이 높았던 도서 은 코

로나19 발생 이후 다 이용시설 규제와 개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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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이용량이 크게 어들

었음을 강조하 다. 한편 데이터 수집 기간이 

3주로 짧았으며 수집 방법 역시 도서  출입구

에 한 사진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용

자 수를 수치화 하는 것으로 충분히 많은 데이

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제한 이 있다.

박혜선(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도서

의 운  변화를 조사하 고, 코로나19 발생 

․후 학도서  방문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행태를 밝히고자 하 다. 코로나19 발생 

에는 학사일정에 따라 이용자 수의 변화 폭

이 크지만, 발생 이후로는 체 으로 변화 폭

이 크지 않았으며,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국

의 확진자 발생 수와 음의 상 계가 있음을 

밝 냈다. 그러나 행태 분석에 단순히 도서  

출입데이터만을 활용하 기에 시간에 따른 이

용률이나 도서  내부 공간 활용에 한 악

이 어렵다는 한계 이 있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은 코로나

19 발생 과 후를 포 하는 2019년부터 2021

년까지, 총 3개 학년도의 규모 운  로그 데

이터를 확보하여 변화된 이용행태를 종합 으

로 비교했다는 과 도서  이용 목 과 다양

한 열람실 특성에 따른 도서  열람실 이용률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이다. 

 2. 학도서  공간  이용 로그 
데이터

J 학교는 북지역의 거  국립 학교로, 열

람실은 앙도서  4층에 치하며, 총 6개의 

일반열람실과 1개의 노트북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다. 열람실은 J 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구성

원이면 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6개

의 일반열람실은 규모별로 272석, 156석, 80석

의 열람실이 각각 2개실씩 구성되어 있으며 규

모에 따라 각각 규모, 규모, 소규모 열람실

로 구분할 수 있다. 

규모 열람실은 1열람실, 6열람실이 해당하

며, 규모 열람실은 3열람실, 4열람실이 해당

한다. ․ 규모 열람실의 좌석은 일반 으로 

말하는 독서실 형태로 좌석 좌우로 칸막이가 

설치된 1인용 폐쇄형 책상이 배치되어 있다. 소

규모 열람실은 2열람실, 5열람실이 해당한다. 

노트북열람실은 160석의 좌석을 제공하고 있

다. 소규모 열람실과 노트북 열람실은 노트북 

사용 여부를 제외하고 유사한 특성이 있다. 좌

석에 칸막이가 없는 넓은 테이블 책상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좌석별 개인 콘센트가 제공된

다. 열람실은 코로나19 이 에는 24시간 개방

되었으나, 코로나 이후 정부의 사회  거리두

기 정책  도서  내부 운  방침에 따라 축소 

운 되었다.

분석을 해 J 학교 앙도서  이용자들

이 게이트 출입  좌석 이용 시 수집되는 약, 

이용 기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 으며, 분석 

상 공간은 J 학교 4층  열람실(일반  노

트북)으로 하 다.

이용 행태 비교를 한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9. 3. 1. ~ 2022. 2. 28.로, 코로나19 발생 

․후를 비교하기 해 코로나19 유행 이

(2020년 2월)인 2019학년도와 발생 이후 2개 

학년도(2020, 2021)의 총 3개 학년도로 선정하

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람실 이용 

로그  자료 이용 원시데이터 통계로, 3개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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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J 학교 앙도서  열람실 안내도

로그 수집 데이터

상 기간 2019. 3. 1. ~ 2022. 2. 28 (총3개년)

상 공간 4층 자유열람실 (총 7개실)

이용로그 수집 건수

체: 579,555건 

미동시 운 일 제외: 488,522 ( 체 84.3%)

주말 운 일 제외: 427,317 ( 체 73.7%)

도서  출입자 데이터 (연인원) 214,740건

자료 이용자 데이터 (연인원) 120,090건

<표 1> 수집된 열람실 이용 로그  자료 이용 원시 데이터 개요

도의 자유열람실(총 7개실)로부터 총 579,555

건이 수집되었다.

<표 1>의 수집된 열람실 이용 데이터는 3개 

학년도에 운 된 열람실 체 로그로, 각 열람

실 간의 공통 기 에 의해 비교하기 해 7개의 

 열람실(1~6, 노트북)이 동시에 운 된 데

이터만을 선별하 다. 이  최종 분석에 사용

한 데이터는 평일과 주말 간 이용자들의 강의 

수강 황이나 주말 열람실 부분 폐쇄 여부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용 행태 차이를 배제

하기 해 주말 이용 데이터를 제외한 427,317

건이다. 한 <표 1>의 하단 자료는 분석 상 

기간 내 도서  출입자  자료 이용자와 공간 

이용자의 황을 비교하기 해 수집된 데이터

로, 도서  방문자의 이용 목 을 악하는데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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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도서  공간 이용 행태 분석

3.1 열람실 체 이용 황 

수집된 원시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 ․후 

열람실 이용행태 비교․분석을 해 열람실의 

이용률을 산출하 다. 이용률 분석 결과로 열

람실의 연간 평균 이용률, 월별 이용률, 시간별 

이용률, 그리고 도서  방문자의 공간 이용률

을 확인하 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  거

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표 2>와 같이 좌석 수 

조정이 계속 있었으며, 이용률 계산 시 기간에 

따른 조정 상황을 반 하 다.

<표 2>는 코로나19 응을 한 도서  운  

정책에 따른 열람실 개방도에 한 비교로, <그

림 1>의 배치도를 기 으로 나열하 다. 코로나

19 발생  기간에 비해 2020년, 2021년 모두 

열람실 이용 가능 좌석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기인 2020년 5월부

터 2021년 3월까지 이용 가능 좌석 수는 1/4 수

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차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21년도 말까지도 코로나19  비 50% 

수 으로 열람실이 개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간별로 도서  운 을 살펴보자면 코로나

19 발생 기 응으로 인해 2020년 2월 25일 

(열람실 개방은 2월 21일 요일까지) 휴  이

후 5월 18일 개 했다. 5월 개  당시에는 거리

두기 정책을 용하여 기존 좌석의 1/4만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정하 다. 이후 지속되다가 2021

년 1학기 비 면과 면 수업의 혼합 진행에 따

라 늘어난 좌석 수요에 맞춰 개방 좌석을 확

하 다. 이때 칸막이가 없는 2, 5, 노트북열람실

은 감염병  우려로 인해 확  조정되지 않

았다. 2021년 2학기 면 면수업으로 환된 

10월 이후 이용자들의 좌석 수 확  요구에 따

라 추가 좌석 조정이 있었다. 결과 으로 이용 

행태 분석 상에서 코로나19 발생 기 응으

로 인한 휴 기간인 2020년 3~4월과 사회  거

리두기 2단계 용으로 인한 휴 기간인 2020년 

9월의 좌석 이용 데이터는 제외되었다.

<표 3>은 선별된 427,317건의 이용 데이터를 

코로나19

발생 

코로나19 발생 이후 

좌석조정

21. 1학기

조정

21. 2학기

조정

19.3.1. ~ 20.2.21. 20.5.18. ~ 21.3.17. 21.3.18. ~ 21.10.20. 21.10.21. ~ 22.2.28.

열람실 총좌석수 이용좌석 이용좌석 증감 이용좌석 증감 이용좌석 증감

규모
1열람실 272 272 68 -204 136 +68 135 -1

6열람실 272 272 68 -204 136 +68 136 0

소규모
2열람실 80 80 20 - 60 20 - 40 +20

5열람실 80 80 20 -60 20 - 40 +20

규모
3열람실 156 156 39 -117 78 +39 78 -

4열람실 156 156 39 -117 78 +39 68 -10

노트북열람실 160 160 40 -120 40 - 80 +40

계 1,176 1,176 294 -822 508 +214 577 +70

<표 2> 분석 기간 열람실 좌석 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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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규모 열람실명
이용자 수 / 이용 건수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계

규모 제1열람실
7,608명

/53,393건
1,737명
/5,223건

2,628명
/10,501건

11,973명
/69,117건

규모 제6열람실
6,924명

/51,035건
1,187명/
3,895건

1,885명
/8,403건

9,996명
/63,333건

소규모 제2열람실
4,345명

/27,144건

1,225명

/3,732건

1,848명

/8,197건

7,418명

/39,073건

소규모 제5열람실
5,905명

/43,915건
1,286명
/4,836건

2,381명
/12,215건

9,572명
/60,966건

규모 제3열람실
5,090명

/28,605건
854명

/2,493건
1,376명
/5,019건

7,320명
/36,117건

규모 제4열람실
6,709명

/44,313건

957명

/3,211건

2,424명

/11,764건

10,090명

/59,288건

노트북 노트북열람실
7,705명

/63,431건
2,428명

/10,077건
4,038명

/25,915건
14,171명
/99,423건

소계
/1인당 평균 이용 건수

44,286명/
311,836건

(평균7.04회)

9,674명/
33,467건

(평균3.46회)

16,580명/
82,014건

(평균4.94)회

70,540명/
427,317건

<표 3> 열람실 이용 로그데이터 개요

열람실을 규모에 따라 나 어 분석한 것으로, 

분석 상 기간 각 학년도별․열람실별 이용자 

수  이용 건수로 나 어 표시하 다. 학년도별 

열람실 체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 

이용자 수와 이용 건수 44,286명, 311,836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학년도에 9,674명, 

33,467건으로 각각 78%, 89% 감소하 으며, 1

인당 평균 이용 건수까지 7.04회에서 3.46회로 

50%이상 감소하여 열람실 이용 실 이 코로나

19의 향을 직격으로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

다. 2021학년도에는 이용자 수와 이용 건수가 

각각 16,580명, 82,014건으로 년 비 71%, 

145% 상승하여 코로나19 발생 기의 혼란스

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 과 비교하면 여

히 이용 실 이 반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열

람실 이용 상황은 여 히 코로나19의 향 아래

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2 열람실 활용도 비교

3.2.1 월별 활용도 비교

코로나19 발생 ․후 기간별 열람실 활용

도를 비교 분석하기 해 각 열람실별 운 일 

수, 좌석 수, 이용횟수를 반 하여 이용률을 계

산하 으며, 손은정, 박태연, 오효정(2020)의 연

구에 사용된 공식을 활용하 다.

월별 열람실 공간 이용률 = 

월별  이용 횟수 ÷ 운 일 수 ÷ 

실별 좌석 수                       <식 1>

<식 1>은 를 들어 100석 규모의 열람실을 

30일간 운 했을 때 이용 횟수가 3천 회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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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용률이 1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 일 하

루에 좌석별로 1회씩 이용되었다면 1이 나오게 

된다. <표 4>는 각 학년도별 월별 열람실 이용

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순 를 정리한 것이고, 

<표 5~7>과 <그림 2>는 각 열람실의 활용도를 

월별로 시각화한 것으로, <표 5~7>은 월별 이

용률을 히트맵(heat map)으로, <그림 2>는 

 활용도를 변화를 그래  형식으로 나타냈다.

3개 학년도 연평균 이용률을 요약한 <표 4>

를 살펴보면, 열람실의 규모별 분류에 기 하

여 봤을 때 이용률 순 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

로 악되었다. 이용률 상 그룹 열람실인 소

규모, 노트북열람실의 순 는 1~3  내에서 

유지되었으며, 이용률 하 그룹에 속하는 규

모 열람실도 5, 6 에서 5, 7 로 근소한 차는 

있으나 체 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용률 순  상의 단순 비교에 따르면 코로

나19가 열람실 선호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표 4>와 <표 5~7>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열람실 간 연평균 이용률 

수치를 비교하면 그 격차가 2019학년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나 선호 열람실에 한 집

도는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월별로 열람실별 이용률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 인 2019학년도의 월

별 이용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손은정(2020)

의 연구에서 언 듯이 시험 기간의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그림 2>

의 <a> 2019학년 월별 이용률의 변화를 살펴보

면 시험 기간에 향을 받아 각 학기의 간, 

기말고사 기간인 4월, 6월, 10월, 12월에 이용률

이 크게 상승(붉은색 계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시험이 없는 월에 이용률이 낮아졌고 

특히 학기가 끝난 후의 방학에 이용률이 크게 

낮아짐( 란색 계열)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2021학년

도에는 학사 운 이 비 면 심으로 이루어졌

지만 간․기말고사 기간 등의 일정 변동은 없

었다. 그러나 <표 6>과 <그림 2>의 <b> 2020년

도 열람실 이용률과 <표 7>과 <그림 2>의 <c> 

2021년도 1학기 (8월)까지의 이용률을 살펴보

면, 시험 기간에 따른 월별 이용률의 변동이 크

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시험 기간 여부와는 

무 하게 학년도 내내 체 으로 이용률이 낮

아졌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 면 학사 운

에 따른 이용 행태 변화는 이후 면 면 학사 

운  시기와 비교하면 뚜렷한 비를 보인다.

<그림 2>의 <c> 2021년도 도표를 살펴보면, 

면 면 수업 원칙이 용된 2021학년도 2학

기(9월) 이후로는 모든 열람실의 이용률이 크

게 올라갔음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비 면 수

업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기 시

험 비 공부에 학습 공간이 필요할지라도 열

람실의 이용률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으며, 학

생들이 등교를 해야 도서  이용률 한 상승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실 이용률 변화  에 띄는 것은 노트

북열람실이다. <그림 2>의 노트북열람실 이용

률(남색)과 그래  양상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19 발생 인 2019학년도에는 이용률 1순 인 

제5열람실(노랑색)과 이용률이 큰 차이로 벌

어져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학년도부

터 노트북열람실의 이용률이 1 로 높아졌으며 

2021학년도 이용률에서도 넘어선 것이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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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열람실명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연평균 

이용률

이용률 

순

연평균 

이용률

이용률 

순

연평균 

이용률

이용률 

순

규모 제1열람실 0.814 5 0.464 5 0.328 5

규모 제6열람실 0.790 6 0.352 7 0.261 7

소규모 제2열람실 1.456 3 1.147 3 1.339 3

소규모 제5열람실 2.377 1 1.514 2 1.889 2

규모 제3열람실 0.761 7 0.395 6 0.272 6

규모 제4열람실 1.218 4 0.508 4 0.661 4

노트북 노트북열람실 1.711 2 1.572 1 2.033 1

<표 4> 2019~2021학년도 연평균 열람실별 이용률

2019학년도　 2019.03. 2019.04. 2019.05. 2019.06. 2019.07. 2019.08. 2019.09. 2019.10. 2019.11. 2019.12. 2020.01. 2020.02. 평균 순

규모 제1열람실 1.08 2.28 0.61 1.22 0.33 0.13 0.60 1.44 0.52 0.99 0.35 0.23 0.81 5

규모 제6열람실 0.92 2.05 0.56 1.15 0.36 0.27 0.69 1.35 0.47 1.02 0.39 0.26 0.79 6

소규모 제2열람실 1.55 2.95 1.28 2.03 1.06 0.54 1.18 2.39 1.08 1.85 0.92 0.64 1.46 3

소규모 제5열람실 2.60 3.81 2.47 3.11 1.67 1.16 2.38 3.66 2.09 2.79 1.72 1.05 2.38 1

규모 제3열람실 0.85 2.11 0.56 1.23 0.31 0.11 0.60 1.38 0.46 0.97 0.34 0.20 0.76 7

규모 제4열람실 1.00 2.45 1.28 2.02 0.84 0.48 1.24 2.20 0.81 1.27 0.62 0.41 1.22 4

노트북 노트북열람실 2.19 2.87 1.84 1.99 1.19 0.78 1.67 2.40 1.56 2.07 1.20 0.78 1.71 2

<표 5> 2019학년도 열람실별 이용률

2020학년도　 2020.03. 2020.04. 2020.05. 2020.06. 2020.07. 2020.08. 2020.09. 2020.10. 2020.11. 2020.12. 2021.01. 2021.02. 평균 순

규모 제1열람실 0.32 0.89 0.45 0.53 0.67 0.36 0.46 0.22 0.28 0.46 5

규모 제6열람실 0.21 0.56 0.28 0.37 0.51 0.30 0.40 0.26 0.27 0.35 7

소규모 제2열람실 0.57 1.44 1.23 1.45 1.54 1.27 1.18 0.73 0.92 1.15 3

소규모 제5열람실 1.16 1.54 1.43 1.82 1.94 1.66 1.54 1.27 1.28 1.51 2

규모 제3열람실 0.25 0.64 0.31 0.48 0.60 0.37 0.43 0.22 0.26 0.40 6

규모 제4열람실 0.29 0.74 0.45 0.59 0.77 0.47 0.54 0.35 0.38 0.51 4

노트북 노트북열람실 　 　 1.44 1.95 1.22 1.48 　 2.13 1.92 1.57 1.27 1.18 1.57 1

<표 6> 2020학년도 열람실별 이용률

2021학년도 2021.03. 2021.04. 2021.05. 2021.06. 2021.07. 2021.08. 2021.09. 2021.10. 2021.11. 2021.12. 2022.01. 2022.02. 평균 순

규모 제1열람실 0.45 0.51 0.24 0.37 0.23 0.15 0.19 0.74 0.37 0.38 0.17 0.14 0.33 5

규모 제6열람실 0.30 0.37 0.16 0.25 0.21 0.11 0.18 0.60 0.30 0.33 0.17 0.15 0.26 7

소규모 제2열람실 1.49 1.79 1.32 1.52 1.61 1.21 1.53 2.27 0.99 1.14 0.53 0.68 1.34 3

소규모 제5열람실 1.71 1.93 1.62 1.90 1.97 1.99 2.14 2.93 1.82 1.87 1.34 1.46 1.89 2

규모 제3열람실 0.36 0.42 0.17 0.30 0.17 0.15 0.20 0.61 0.31 0.34 0.10 0.13 0.27 6

규모 제4열람실 0.53 0.95 0.56 0.89 0.51 0.28 0.52 1.47 0.71 0.89 0.31 0.31 0.66 4

노트북 노트북열람실 2.27 2.35 2.12 2.07 1.89 1.59 2.51 3.35 2.13 2.05 1.07 1.00 2.03 1

<표 7> 2021학년도 열람실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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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9학년도

<b> 2020학년도

<c> 2021학년도

<그림 2> 2019~2021학년도 월별 열람실 이용률 변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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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간별 활용도 비교 

운  시간별 열람실 활용도를 비교 분석하기 

해 각 열람실별 시간별  사용 횟수, 운

일 수, 좌석 수를 이용하여 이용률을 계산하

으며, 이용률 계산 공식은 앞서 월별 이용률 계

산과 마찬가지로 손은정(2020) 연구에 사용된 

공식을 차용하 다.

시간별 공간 이용률 = 

시간별  이용 횟수 ÷ 운 일 수 ÷ 

실별 좌석 수                      <식 2>

<식 2>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 어 각 시간

 내에 사용 기록이 있을 경우 1회 사용한 것

으로 세는 방식이다. 를 들어 열람실의 한 좌

석을 3~4시 사이에 이용했을 경우 각각 3시 1

회, 4시 1회로  계산한다. 한 100석인 열

람실이 1일간 운 했을 때 특정 시각에 좌석 이

용 건수가 100건이 발생했다면 이용률이 1로 

계산되어 모든 좌석이 이용되었다는 뜻이다. 

월별 이용률 분석과 마찬가지로, <표 8>은 각 

학년도별 시간별  이용률의 평균과 순 를 

정리한 것이고, <표 9~11>과 <그림 3, 4>는 각 

열람실의 시간별 활용도를 시각화 한 것이다.

<표 8>의 각 열람실의 시간별  이용률 

결과를 보면 앞선 월별 열람실 이용률 선호도 

분석 결과 순 를 체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  1~3개 열람실의 경우 월

별 공간별 이용률 순 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열람실별 이용 순 와는 별개로 코

로나19 발생 이후로 부분 열람실이 시간별 평

균 이용률이 하락하여 이용 시간에 하락에 큰 

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노트북 

열람실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 에 비해 시간

별 이용률과 이용 시간 순  모두 상승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11>과 <그림 3, 4>의 시간별 이용률 

변화 도식화 시, 3개 학년도 이용률 모두 동일

하게 낮게 나타난 오  9시 이 의 데이터는 생

략하 다. <표 9~11>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 

발생 인 2019년과 발생 이후 2020년과 2021

년의 양상이 구별됨을 볼 수 있다. 한 코로나

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 열람실 개방이 제한

으로 운 되었다가 2021년 차 으로 확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녁시간의 이용률이 별

로 회복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은 각 학년도별 개별 열람실의 시간

별 이용률을 선 그래 로 표 한 것이다. 우선 

<a> 2019학년도의 시간별 열람실 이용률은 9시

를 시작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여 13시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며, 이후 21시를 기 으로 

완만하게 감소한다. 반면 코로나19 시기인 <b>

와 <c>, 2020~2021학년도의 시간별 이용률은 

이 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우선 이용률 기

 상  그룹인 2, 5, 노트북 열람실과 그 외 열

람실 간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상  그룹 

열람실의 이용률은 9시를 시작으로 격하게 

상승하여 15시에 정 에 달하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하게 감소한다. 반면 하  그

룹의 이용률은 완만하게 상승한 후 15시 이후 

감소하는 것은 유사하나 그 폭이 매우 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각 학년도별로 체 열람실의 시

간 별 이용률을 비교하기 한 것으로, 최  

이용률 1을 기 으로 하여 시간 별 이용률을 

가늠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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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열람실명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연평균

이용률

평균이용시

간순

연평균

이용률

평균이용시

간순

연평균

이용률

평균이용시

간순

규모 제1열람실 0.15 6 0.10 5 0.08 5

규모 제6열람실 0.16 5 0.09 6 0.06 6

소규모 제2열람실 0.30 3 0.30 3 0.27 3

소규모 제5열람실 0.45 1 0.39 1 0.37 2

규모 제3열람실 0.14 7 0.09 6 0.06 6

규모 제4열람실 0.23 4 0.12 4 0.12 4

노트북 노트북열람실 0.33 2 0.39 1 0.38 1

<표 8> 2019~2021학년도 열람실 시간별  이용률 평균

2019학년도/시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평균 순

규모 제1열람실 0.07 0.11 0.14 0.19 0.24 0.25 0.28 0.28 0.27 0.26 0.26 0.28 0.27 0.23 0.16 0.15 6

규모 제6열람실 0.08 0.11 0.15 0.19 0.24 0.26 0.29 0.30 0.29 0.29 0.29 0.30 0.29 0.24 0.17 0.16 5

소규모 제2열람실 0.17 0.25 0.31 0.39 0.46 0.51 0.54 0.55 0.54 0.57 0.57 0.57 0.54 0.46 0.34 0.30 3

소규모 제5열람실 0.42 0.47 0.52 0.60 0.69 0.71 0.73 0.73 0.73 0.76 0.76 0.76 0.72 0.65 0.56 0.45 1

규모 제3열람실 0.06 0.10 0.13 0.18 0.22 0.24 0.27 0.27 0.26 0.26 0.26 0.28 0.27 0.23 0.16 0.14 7

규모 제4열람실 0.17 0.20 0.23 0.27 0.33 0.36 0.38 0.39 0.38 0.40 0.41 0.43 0.41 0.37 0.31 0.23 4

노트북 노트북열람실 0.18 0.25 0.31 0.39 0.47 0.53 0.59 0.60 0.60 0.62 0.64 0.67 0.63 0.54 0.41 0.33 2

<표 9> 2019학년도 열람실별 시간별  이용률

2020학년도/시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평균 순

규모 제1열람실 0.06 0.08 0.10 0.14 0.20 0.25 0.28 0.26 0.25 0.19 0.16 0.12 0.04 0.04 0.04 0.10 5

규모 제6열람실 0.05 0.06 0.08 0.11 0.16 0.21 0.24 0.22 0.21 0.17 0.14 0.11 0.04 0.04 0.04 0.09 7

소규모 제2열람실 0.19 0.23 0.28 0.40 0.60 0.71 0.75 0.71 0.68 0.56 0.44 0.33 0.13 0.13 0.12 0.30 3

소규모 제5열람실 0.44 0.55 0.63 0.76 0.88 0.91 0.95 0.77 0.70 0.56 0.45 0.35 0.15 0.14 0.14 0.39 1

규모 제3열람실 0.05 0.05 0.07 0.11 0.17 0.22 0.25 0.23 0.22 0.18 0.15 0.12 0.04 0.04 0.04 0.09 6

규모 제4열람실 0.08 0.09 0.11 0.15 0.23 0.30 0.34 0.31 0.29 0.22 0.18 0.14 0.05 0.05 0.05 0.12 4

노트북 노트북열람실 0.36 0.48 0.58 0.72 0.85 0.87 0.92 0.81 0.73 0.57 0.47 0.38 0.17 0.16 0.15 0.39 2

<표 10> 2020학년도 열람실별 시간별  이용률

2021학년도/시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평균 순

규모 제1열람실 0.05 0.06 0.09 0.12 0.17 0.20 0.22 0.21 0.19 0.16 0.14 0.11 0.05 0.03 0.02 0.08 5

규모 제6열람실 0.04 0.05 0.06 0.08 0.11 0.14 0.15 0.15 0.15 0.13 0.11 0.09 0.04 0.02 0.02 0.06 7

소규모 제2열람실 0.19 0.26 0.31 0.40 0.58 0.67 0.73 0.65 0.62 0.60 0.53 0.42 0.22 0.10 0.07 0.27 3

소규모 제5열람실 0.44 0.54 0.61 0.71 0.84 0.87 0.92 0.71 0.66 0.66 0.59 0.47 0.30 0.15 0.11 0.37 2

규모 제3열람실 0.03 0.04 0.05 0.08 0.11 0.15 0.18 0.18 0.18 0.16 0.13 0.11 0.04 0.02 0.01 0.06 6

규모 제4열람실 0.07 0.10 0.13 0.17 0.25 0.30 0.35 0.33 0.30 0.27 0.25 0.21 0.10 0.06 0.04 0.12 4

노트북 노트북열람실 0.42 0.58 0.65 0.77 0.86 0.88 0.97 0.80 0.71 0.69 0.60 0.49 0.27 0.14 0.10 0.38 1

<표 11> 2021학년도 열람실별 시간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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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9학년도

<b> 2020학년도

<c> 2021학년도

<그림 3> 2019~2021학년도 시간별 이용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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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개 학년도 체 열람실의 시간별 이용률 비교

년도에는 오  9시를 시작으로 이용률이 완만

하게 상승하며 13시 이후 높은 이용률을 유지

하여 22시까지 큰 변동 없이 고르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률이  시간에 거쳐 분산됨으로

써 열람실이 안정 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

후 2020, 2021학년도에는 오  9시 이후 15시까

지 이용률이 상승하여 2019학년도와 비슷한 양

상이나, 이후 이용률이 격하게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나며, 이는 특정 시간 에 이용률이 집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률의 차이는 코로나19발생 ․

후 도서 의 운  시간 축소  변동에 따른 

향에서 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19학년

도에는  열람실이 자정까지 운 되었으며, 

자정 이후에는 4열람실만 24시간 개방되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이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열람실이 24시간 개방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열람실이 개방되었을 때는 

18시에 운 이 종료되어 열람실 이용 가능 시

간 자체가 크게 어들었으며, 이후 시험 기간

에 따른 한시  연장 운 과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운  시간이 20시, 22시 등으로 수시로 변

경되었으며 이러한 이 열람실 이용 간에 혼

돈을 래하여 18시 이후의 이용률 감소에 

향을 주었을 수 있다.

3.3 도서  출입자의 도서  이용 목  분석

코로나19가 도서  공간 이용에 미친 향을 

알아보기 해 코로나19 발생 ․후 도서  

방문 이용자들의 이용 목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각 학년도별 J 학교 도서  출입자 

데이터와 자료 출자 데이터를 비교하 다. 

<그림 5>는 3개 학년도 이용자 수를 비교한 결

과이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후로 도서  출입자

의 이용 목 이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공간 이용자의 비율이 52.09%

에서 30.65%로 약 41%로 크게 감소하 고 자

료 이용자의 비율은 47.91%에서 69.35%로 약 

44%가까이 증하 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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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9~2021학년도 도서  연간 출입자 수  공간․자료 이용자 황

방역 정책으로 인한 도서 의 시설 통제와 더

불어 이용자들의 다 이용시설 기피 상이 복

합 으로 작용하여 공간 이용자의 수가 감함

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시기 출입자의 수는 2020학년

도 31,609명에서 2021학년도 54,101명으로 71%

정도로 크게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자료 이용자의 비율은 2020학년도 69.35%에서 

2021학년도 67.18%로, 공간 이용자 비율 역시 

2020학년도 30.65%에서 32.82%로 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도서  출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공간 

이용자의 비율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우선 도서

 공간이 이용자 인식이 코로나19의 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2021학년도 2학기 면 면 운 으로 등

교한 학생들의 도서  방문이 용이해졌음에도 

다수 이용자가 도서 을 자료이용 목 으로 

방문하는 것은 도서 이 코로나19 감염 험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선 철 한 방역 리를 통해 

도서 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이용자들이 안

하고 쾌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

킬 필요가 있다.

한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이용자들의 이

용 행태 변화를 도서  공간 구성에 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도서  이용률의 감소 이유

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공간 이용자들이 감소함

으로써 발생하는 도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극 인 공간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3.4 열람실 그룹별 이용률  특성 분석

열람실 이용률 비교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

후 선호 열람실과 그 외 열람실 간의 그룹이 명

확히 구분되며 이용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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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이용률이 높은 순 에 따라 상 ․하  

그룹으로 나 었을 때, 3개 학년도 부 이용률 

그룹을 벗어나는 순  변화를 보인 열람실은 없

었으나 그룹 간의 이용률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표 12>와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 인 2019학

년도의 그룹 간 격차는 0.96으로 나타났으며 하

그룹 비 상 그룹의 이용률이 206%로 나타

났다. 그룹 간 이용률 차이는 이후 328%, 460%

로 크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은 열람실 그룹 간 차이 발생 이유  이용률 

상  그룹의 선호 이유를 악하기 해 열람

실별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표 12>의 열람실 그룹은 이용률을 기 으로 

나 었음에도 <표 13>의 그룹 내의 열람실의 특

성이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열람실의 특

성이 이용 선호도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이

라 설명할 수 있다. 그룹 A에 해당하는 열람실

의 좌석 규모는 ․소규모이고 그룹 B에 해당

하는 열람실은 ․ 규모이다. 규모 면에서 그

룹 A에 속하는 노트북열람실과 그룹 B에 속하

는 3, 4열람실은 유사하나 이용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단순히 좌석 규모에 따른 이

용률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악된다. 

그룹 A 열람실은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되

어 있지 않은 개방 형태이며, 그룹 B 열람실은 

 좌석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한 그룹 A 

열람실은  좌석에 개인별 콘센트가 제공되어 

자기기 활용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콘센트 제공 유무에 따른 이용률의 

변화로 보아 그룹 A 열람실의 선호도에 향

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면

인 비 면 강의 도입에 따른 여 로 강의 수

열람실 그룹 소속 열람실　
그룹별 연간 이용률  차이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체 열람실 체 열람실 평균 1.30 0.85 0.96

이용률 상 그룹(A) 제2,5, 노트북열람실 1.85 1.41 1.75

이용률 하 그룹(B) 제1,3,4,6열람실 0.89 0.42 0.38

차이(A/B*100%) 206% 328% 460%

<표 12> 그룹별 연간 이용률  그룹 간 이용률 차이

그룹 열람실 좌석수 콘센트 칸막이
개인

스텐드

테이블

책상

노트북

사용가능

그룹A

2열람실 80 ∨ 　 　 ∨ 　

5열람실 80 ∨ 　 ∨ ∨ 　

노트북

열람실
160 ∨ 　 　 ∨ ∨

그룹B

4열람실 156 　 ∨ 　 　 △

3열람실 156 ∨

1열람실 272 　 ∨ 　 　 　

6열람실 272 ∨

<표 13> 열람실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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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뿐만 아니라 강의 자료 활용  과제 작성 등

을 해 노트북, 태블릿 등의 자기기의 활용

이 필수인 상황이 되었다. 자기기는 특성상 

기 배터리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

연히 콘센트가 제공되는 열람실의 활용도가 높

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좌석 내 칸막이 설치 여부에 따른 이용

률의 변화는 명확하지 않다. 장 으로는 칸막

이 설치를 통해 좌석 주변을 물리 으로 차단

하여 학습에 온 히 집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있지만 칸막이로 인해 좌석이 답답하게 느

껴지는 단 이 있다. 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방을 한 기능이 추가되어 이용자들

이 선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칸막이

가 없는 좌석이더라도 거리두기 좌석의 용으

로 이용자 간의 거리가 보장되어 좌석 이용률

에 미치는 향은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편 노트북 등 자기기 사용을 해 좌석 내 공

간 확보가 필요한데 이때 칸막이가 없는 편이 

더 유리해 장 으로 작용한다. 

추가로 여겨볼 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트북 열람실의 이용률 상승이다(그림 <3>의 

<c> 참고). 이는 2020학년도부터 변화된 학사 

운 에 따른 향으로 단되며, 특히 비 면 

수업의 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률 변

화를 월별로 살펴보면 비 면 수업 용 시기

인 2020학년도 1학기(5~6월), 2학기(10~12

월)에 노트북열람실의 이용률 순 가 1 로 올

라가나, 방학 기간에는 5열람실에 이용률 순

가 역 된다. 2021학년도 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1학기(3~6월), 2학기(9~12월)에 노

트북열람실의 이용률이 가장 높지만, 방학 기간

(7~8월, 22년도 1~2월)에는 년도와 같이 5

열람실의 이용률보다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학사 운  기간에 보이는 특징으로, 

수업 방식  비 면 수업 수강을 해 PC나 

노트북, 태블릿 등의 자기기를 사용해야 하

거나, 웹캠을 통한 얼굴 인증 방식으로 출석 확

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카메라가 

내장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서 기인한 변화로 

사료된다. 

4. 도서  열람실 공간 활용 제고

4.1 분석 결과  시사

앞장에서 도출한 코로나19 발생 ․후 이용

자들의 열람실 활용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월별 활용도 비교 결과, 코로나

19 발생 에는 각 학기별 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활용도가 크게 올라가며, 방학 기간 때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학사 일정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변동 폭이 컸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이러한 학사일정에 따른 이용률 변동

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열람

실간 월별 활용도 순 의 변화는 없었으나 선호 

열람실과 그 외 열람실의 활용도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선호 열람실

의 특성을 타 열람실 공간 구성에 반 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코로나19 발생 ․후 시간별 활용도

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에는 15시를 

기 으로 높아진 활용도가 21시까지 꾸 히 유

지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15시를 정 으로 하여 이후 활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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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  운

시간 축소에 따른 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상

되며 운 시간의 확  조정을 통해 오히려 시

간별 집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

는 부분이다. 한 열람실간 시간별 활용도 순

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간별 활용도 자체가 크게 어 코로나19가 

이용시간에도 큰 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발생 ․후 도서  이용자

의 방문목 을 비교한 결과 2019학년도 비 

2020학년도의 공간 이용자의 비율은 약 41%로 

크게 감소하 으며, 이후 2021학년도에 이용자

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 음에도 도서  방

문자  공간 이용자의 비율이 회복되지 않았

다. 이는 2021학년도에도 여 히 도서  이용

을 꺼리는 것으로 궁극 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변화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공간 구성에 

반 하지 못하 기 때문에 나타난 상으로 보

이며 코로나19 시기에 활용도가 낮은 공간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월별 시간별 활용도를 모두 종합한 결

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호 열람실의 활용도

가 크게 상승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

호 열람실의 특징으로 콘센트가 충분히 제공되

며 칸막이가 없어 개인당 활용 면 이 넓은 공

간이 제공된다는 이 있다. 그 에서도 특히 

노트북열람실의 활용도가 가장 높아졌으며 이

는 비 면 수업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

요가 그 로 반 된 것으로 악된다. 이를 통

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이용자들의 학습 

환경에 응하여 공간 구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4.2 열람실 공간 개선방안

<표 14>는 상기 분석 결과와 시사 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선호 공간의 특성

은 확  반 하고 비선호 공간의 특성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 먼 ,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비

면 강의 수강  회의 참여 공간을 확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로 인

해 학 내의 부분의 활동이 ZOOM 등을 이

용한 비 면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비

면 활동은 같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한 노력이다. 반면 비 면 활동을 

해서도 개인별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

서 감염병의 험으로부터 안 하면서도 동시에 

비 면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개별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학도서  일반열람실을 이용하는 경

우, 화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비 면 강의

용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PC 이용석에 웹캠을 

설치하고 화가 가능한 구역을 지정하여 비

면 용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 여용 

노트북과 함께 도서  내 유휴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간 형태에 있어서는 가변형 공간의 설치 

 확 가 필요하다. 기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도서 의 응은 열람실의 좌석을 단순히 

띄어서 앉아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그

러나 이런 방식은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없는 응으로, 열람실 내 공간 분리가 가능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열람실을 가변 공간

으로 재구성하여 평시에는 다수 이용자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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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시사 개선방안

코로나19 ․후로 선호하는 열람실 그룹

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그룹 간 이용률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음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들의 열람실 이

용 행태가 달라짐

선호/비선호 열람실의 기능  특성

을 반 한 공간 재구성 필요

시간별 이용률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에는 13시에서 21시까지 고르게 분포, 

발행 후에는 15시에 이용률이 집 됨

사회  거리두기 지침으로 다 이용시설

의 이용시간을 축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특정 시간 에 집도를 높이는 부작용

시간별 집도를 분산시키기 한 유

연한 열람실 이용 시간 운  확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트북 열람실의 이용

률이 1 로 가장 높아졌음

비 면 강의 운 에 따른 상으로, 원활

한 비 면 강의 수강을 한 공간 제공 

필요

노트북 사용 공간 확   비 면 강의 

수강을 한공간을제공해야 함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자료이용이 도서

 방문의 주 목 임. 2021학년도에는 도

서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에

도 공간 이용률은 변동 없이 낮음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도서  공간에 

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공간 재구성이 

필요함

철 한 방역 강화 활동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도서  공간 이용을 해할 

수 있는 요소를 최 한 제거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좌석 수 조정이 

빈번하게 필요하 으며 이에 따라 열람실 

이용률이 달라짐

고정 형태의 공간으로는 수시로 바 는 

정책에 효율 으로 응하기 어려움

어느 상황에도 응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 구성이 필요함

<표 14> 공간 개선 방안

용하도록 운 하고 상황 발생 시 은 수의 이

용자들만 사용 가능하도록 분할하여 공간 활용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열람실 

내 가구 역시 가변 구성이 가능하도록 이동  

재배치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도서  열람실 운 에 있어서도 열람실 이용 

시간 다변화, 정부 시책에 따른 방역, 청소 주기 

변동 등 보다 유연한 운  방식을 채택해야 한

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집도를 

분산시키기 해 열람실별 이용 시간을 달리 

하거나 이용 시간 자체를 확 하는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다. 한 평상시와 비상시에 따른 도

서  방역, 청소 등의 검 주기를 달리하여 이

용자가 도서  이용을 해할 수 있는 요소를 

최 한 제거해야 한다.

도서  인 라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용률 분석 결과, 이용자는 학습 과정에서 

자기기를 극 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악된

다. 따라서 학도서 은 이러한 학습 행태를 

지원하는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자기

기를 장시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별 

콘센트 제공이 필수 이다. 열람실 책상의 구

조상 콘센트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선 

배터리 등 보조 력 수단을 여하는 것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력 외에도 충 이블, 노

트북․태블릿 거치  등을 여한다면 자기

기 활용 시 보다 편리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모바일 학습을 지원하기 해 안정 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좌석 치에 따

른 연결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AP(Access 

Point) 설치를 촘촘하게 하여 음 지역을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한 이용자들은 무선인터

넷의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회선 증설, 최신 장비

로 교체 등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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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다 이용시설에 막 한 악 향을 주었

으며 학도서  역시 그 피해를 피할 수는 없

었다. 감염을 막기 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

황에서 사람 간의 을 최 한 이는 것이 

책이었으며 이로 인해 학도서 의 응 역

시 공간을 축소  폐쇄하여 이용자 간의 

을 이는 방안이 부분이었고, 이러한 상황

에서 이용자들이 직  방문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의 열람실은 이용자들의 요구와 반

하는 운 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러한 조건에서도 꾸 히 열람실을 이

용하려는 이용자는 존재하 고 이러한 이용 행

태를 공간 구성에 반 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

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의 유행은 학도서  열람실 이용행태 변화

에 막 한 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도서 이 기존에 제공하는 공간의 구성 변

화가 없었으나, 선호공간의 이용률이 증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 하지 못하는 공간의 이

용률 감으로 이용행태의 변화를 제한 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시  공간의 재구성이 

필수 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가올 미래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지 은 알 수 없는 새로운 도 으로 인

해 언제든 학도서  공간에 한 변화를 요

구받을 수 있으며 이에 원활하게 응하기 

해선 근본 으로 가변성이 있는 공간 구성을 

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후의 실제 도

서  이용자 로그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가 도서  공간 활용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코로나19가 열람실 외의 학도서 의 다양한 

공간에 미친 향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뉴노멀 시

에 비한 학도서  공간을 구성할 수 있

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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