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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 에서 도서  목록 검색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근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하고 모바일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이용자 요구에 맞는 학교도서  모바일 앱 서비스의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연구, 학교도서  모바일 웹 서비스 

황 분석, 학생과 교사의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DLS 

모바일 서비스의 내용구성  설계 방안을 마련하 다. 우선,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 다. 1단계에서는 회원가입 

시 화면 잘림 오류 개선, 근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로그인 랫폼을 추가하고, 2단계에서는 통합검색  상세검색, 

이용교육  독서교육 자료 제공, 독후활동, 소속 학교도서  이용안내와 공지사항, 상호 차, 자책 등과 같이 주로 

사용되는 메뉴를 제공하며, 3단계에서는 소장자료 검색결과 상세화면 표시를 심으로 약 등의 련 기능을 제공하도록 

제안하 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을 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 모바일 웹 서비스의 

변경 시에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chool library provides a mobile web service that allows access to the library catalog system, and 

provides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of search an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device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library mobile web 

services, and a survey of the mobile service user experience of students and teachers to find the contents 

and service plans for school library mobile app services that meet the school library mobile needs. Based 

on the survey, the contents and design plan of the school library DLS mobile service was prepared. First, 

the steps were reduced from step 4 to step 3. In the first step, solution of screen clipping errors in registering 

as a member and various login platforms for accessibility are needed. In the second step, integrated search 

and detailed search, provision of materials for use and reading education, post-booking activities, guides 

and announcements on the use of the affiliated school library, inter-loan, and e-books are provided as 

main menu. In the third step, it was proposed to provide related functions such as reservations as well 

as the display of the detailed screen of the search results of the collection. This study can be used not 

only to develop dedicated mobile app services, but also to change current web-based mobil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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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 이용자가 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 맞춰 도서 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모바일 웹 서비스나 

모바일 용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립

앙도서 은 스마트폰에 최 화한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서  자료를 쉽게 이해하

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학도서 과 공

공도서 에서도 모바일 용 앱 서비스를 개발

하여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도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학교도서 에서도 DLS  독서교육종합시

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다. 

DLS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은 시․도교육청 

단 에 설치된 표 화된 학교도서  정보시스템

으로 도서  업무지원, 자료구축과 공유, 도서

리 업무뿐만 아니라 독후활동과 같이 이용자

를 한 독서교육을 지원하여(변우열, 이미화, 

2017), 이용자는 학교도서 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각종 독후활동과 자료의 약  연장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

의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웹 서비스로 기

존의 PC기반 웹 서비스를 그 로 스마트폰에

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모바일기기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하지 못한 것이

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고, 모바일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모바일 

용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의 학생과 교

사의 요구를 반 하고 모바일기기의 특성을 고

려한 학교도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문헌연구, 학교도서  모바일 웹 서비스 황 

분석,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구 역시 독서교육종합지원시

스템(http://reading.edunavi.kr)을 통한 학교

도서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교 학생 50명과 교사 5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설문 분석을 해 SPSS를 이용해 인구통

계학  특성 분석, 빈도수, 평균, 표 편차 등을 

통계 처리하 으며 상 계수와 산 도를 통하

여 상 계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행 학

교도서  모바일 서비스에 한 사용자 경험과 

문제 을 분석하여 학교도서  이용자에게 

합한 모바일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까지 도서  모바일 서비스 련 연구는 

주로 공공도서 (임정효, 홍 진, 2015)과 학

도서 (정서 , 이성숙, 2012; 이유화, 2014; 윤

정아, 2020)을 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교도

서 의 모바일 서비스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

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

교도서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 내용은 모바일 용 앱 서비스  행 모바

일 웹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학교도서

 모바일 서비스 개발에 석이 될 것이다. 

2. 도서  모바일 서비스

2.1 도서  모바일 서비스의 개념

도서  모바일 서비스는 이용자가 시간과 공

간에 한 제약 없이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받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이용자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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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동성, 실시간성을 갖는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지식 환경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서비스이다. 

도서  모바일 서비스는 컴퓨터와 모바일 환

경에서 동시 구  가능한 모바일 웹 서비스와 모

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이민 , 2013, 

6). 모바일 웹 서비스는 기존의 PC 라우 를 

통해 이루어지는 웹 기반 서비스를 그 로 스

마트폰에 같이 불러와 사용하며 PC상의 작

동 시스템을 그 로 구 한다. 사용자는 PC상

의 서비스를 그 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서

비스를 이용하기 한 별도의 교육 없이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반면, 모바일 앱 

서비스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해당 애 리

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스마트폰 화

면에 맞는 해상도와 최 화된 디자인으로 사용

자들이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다만, 사용자의 편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디

자인의 애 리 이션 서비스는 오히려 사용에 

불편함을  수 있으며 웹 서비스와 다르게 사

용자가 직  업데이트를 지속해야만 최신의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김병민, 2015, 11). 

그러므로, 도서  모바일 서비스는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태

블릿 PC 등의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제공되

는 서비스이다. 다만, PC를 그 로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바일 웹 서비스로, 스마트폰

에 합한 형태로 개발한 것은 모바일 앱 서비

스로 구분할 수 있겠다.

2.2 도서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유형 

모바일 서비스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모바일 웹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외에도 하

이 리드 앱 서비스, 반응형 웹 서비스로 구분

할 수 있다. 

모바일 웹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터넷 익스 로러, 사 리 등의 웹 

라우 를 통해 도서  홈페이지에 속하는 방

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스마트폰의 운 체제

와 계없이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므

로 보편  근성을 보장한다는 장 이 있으나 

화면 로딩 속도가 느리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구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 이 있다(김성

진, 2012, 73).

모바일 앱 서비스는 모바일 랫폼에 맞춰 

개발된 모바일 용 서비스를 말한다. 반응속

도가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특정 모바일 랫폼에서

만 실행되고 별도의 앱 스토어나 마켓 등의 경로

를 거쳐 배포되어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

하이 리드 앱 서비스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로 

모바일 웹 페이지에 한 바로가기를 앱 형태

로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근이 편리하고 업

데이트도 빠르며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김성진, 2012, 74). 

반응형 웹 서비스는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모

바일 웹, PC 웹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응하여 

여러 정보의 근성을 최 화하여 이용자들이 

느끼는 지각된 사용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모

바일 웹 서비스를 말한다. 반응형 웹을 통해 이

용자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항

상 일 되고 최 화된 화면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정진, 박종미, 홍석기, 201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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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서  모바일 서비스의 내용 

학교도서  모바일 서비스 구성내용을 마련

하기 해 학도서 의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

를 분석하 다. 분석 상 학도서 은 2020

년 학알리미에 등록되어있는 4년제 학교 

 재학생이 총 15,000명 이상이며 웹과 앱으로 

도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곳이다.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의 공통 

항목은 <표 1>과 같이 자자료, 연구학습지원, 

도서  안내, 기타 서비스로 크게 나 어 제공

하고 있다. 학도서 의 이용자 특성에 맞춰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 자자료’와 ‘연구

학습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연구학습지원 서

비스에는 원문복사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 외에

도 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도서 안내에서

는 이용시간과 이용방법에 해 제공하고 있는

데 이는 거의 모든 학도서 에서 제공하는 내

용이다. 특화된 내용으로 H 학도서 은 방학 

 이용자에게 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F 

학도서 의 ‘북토크’는 책에 한 생각을 공

유하는 공간이자 이용자와 도서 을 연결해주

는 모바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 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학도서 에서는 학의 

특성에 맞게 자자료 연구학습지원이 핵심을 

이루었고, 이용시간과 이용방법에 해서는 공

통 으로 모든 기 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특화된 모바일 앱 서비스에는 

책배달서비스, 북토크가 있다. 반면, 학교도서

의 모바일 웹 서비스는 자료검색, 안내 동 상, 

독서퀴즈와 감상문 쓰기 등 독후활동 정도의 서

비스만을 제공하지만 체계 인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의 모바

일 서비스 개발시 학교도서 으로서 제공해야 

할 공통 이고 기본 인 내용과 특화된 서비스

가 히 결합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DLS 모바일 웹 서비스 황 분석

3.1 DLS 모바일 웹 서비스 개요 

재 학교도서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의 

PC 라우 를 통해 이루어지는 웹 기반 서비

스를 그 로 스마트폰에 같이 불러와 사용하

며 PC상의 작동 시스템을 그 로 구 한다. 그

러므로, 이용자가 PC상의 서비스를 그 로 사

용하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한 

별도의 교육 없이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한 웹상의 화면을 그 로 스마트폰 

웹으로 실행하 을 경우 부분의 PC 무선 서

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가 따로 업

데이트를 해주지 않아도 최신의 서비스가 실시

간으로 업데이트 되어 제공된다. 

그러나 모바일 웹 서비스는 PC 모니터의 해

상도를 강제로 축소하여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에 출력하기 때문에 한 에 알아보기 힘든 디

스 이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화

면에 비해 무 작은 씨 크기로 디스 이 

되고 화면 잘림 상이 나타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바일 웹 서비스의 검색 단계에 따른 내용

은 <표 2>와 같이 로그인(1단계), 메인화면의 

검색창(2단계), 검색결과 간략 디스 이(3

단계), 검색결과 상세 디스 이(4단계)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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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자자료 연구학습지원 도서  안내 기타 서비스

A
자책

국내잡지

도서요약서비스

원문복사신청

타기 도서 출

이용교육

이용안내

실별안내

희망도서신청

문의사항

B

Articles

Web DB

e-Book

e-Journal

e-Learning

온라인이용교육

도서  소개

이용시간

층별안내

연락처안내

희망도서신청

C e-Book

원문복사/상호 차

학술정보활용교육

이용교육

이용시간

층별안내

자료구입

신청 황

D

국내외DB

Open Access

국내외E-Book

Audio-Book

e-learning

상호 차/원문복사

학술정보이용교육

온라인도서 이용교육

교육신청

자료배달서비스

이용시간안내

층별안내

연락처안내

사서에게

물어보기

권장도서

컬 션

서가에 없는 도서 신고

E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자책/오디오북

타기  이용 신청

타기  도서 출

원문복사 신청

연구지원서비스

(이용교육)

이용안내

이용시간

FAQ

도서구입신청

동 상 강좌

F

자

자책

학술논문

학술DB

PNU 컬 션

온라인강좌

학과별학술정보가이드

이용교육

연구정보 가이드

주제담당사서문의

자료이용안내

독자서비스

이용문의

도서 소식지

타기 방문

의뢰서

북토크

기증/기부

G

Database

e-Book

e-Learning

참고문헌작성

정보활용교육

이용교육

타기  도서 출

원문복사

정보 안내

이용시간

층별안내

안내로 LIBO

과제도서

무인 약 출

수 혜

고 5미닛

자료기증

H

학술DB

e-Book

Audio Book

책 배달 서비스
이용시간

묻고답하기
도서구입신청

I

학술DB

자책

자정보

(Articles)

학술정보활용교육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원문복사이용

캠퍼스간자료신청

이용안내

이용시간

층별안내

1:1문의하기

자주찾는질문

희망자료신청

J

Articles

학술DB

E-Book

E-Journal

E-learning

도서 아카데미

(온라인교육)

Research Guide

이용안내 희망자료신청

※선정된 10개 학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명을 그 로 표기

<표 1> 학도서  모바일 앱 서비스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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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단계 카테고리 구분 단계별 상세 내용

1단계 로그인 ∙회원가입

2단계
메인화면의

검색창

∙도서통합검색 / 검색 근 (자료명, 자, 출 사)

∙도서상세검색

∙검색 근 (자료명, 자, 출 사, 주제, ISBN OR ISSN, KDCN)

∙결과 건수 선택(10, 20, 30, 40)

∙연산자 검색(그리고/AND, 는/OR)

∙주제 분류별 체 도서 라우징

3단계
검색결과 

간략 디스 이

∙검색자료 리스트 / 표제지

∙서지정보(표제, 자사항, 출 정보, 청구기호) / 소장처

∙ 출 황( 출 인 경우 ‘ 약하기’)

∙검색자료 리스트 ‘출력하기’

∙‘감상문 쓰기’ / ‘보 하기’ - ‘보 함보기’

4단계

검색결과

상세

디스 이

∙구체  서지정보( 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제사항, 가격정보)

∙소장정보(복본 디스 이, 등록번호, 도서상태- 약하기, 청구기호, 소장처, 반납

정일)

<표 2> 학교도서  모바일 웹 서비스 검색 인터페이스 맵

3.2 단계별 기능과 문제  

3.2.1 1단계 로그인

학생 는 교사가 모바일 목록을 이용하여 

학교도서 에 소장된 자료를 검색하려면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통하여 ‘우리 학교도서 ’에 

속 후 바로 검색하는 방법과 로그인을 하지 

않고 학교도서 을 검색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로그인을 통한 학교도서  소장자료 

검색 시 바로 검색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는 

장 이 있지만, 회원가입 시 미리 학교도서

에서 부여받은 DLS 아이디를 입력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회원가입 시 화면이 잘려 보이므

로 정확한 내용 확인이 어렵다.

3.2.2 2단계 메인화면 검색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속하면 메인화

면 상단에 도서 통합 검색창이 나타나며 도서 

상세검색 화면으로 이동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통합검색시 자료명, 자, 출 사로 검색 

근 을 선택하여 검색 가능하며, 상세검색에

서는 자료명, 자, 출 사 외에도 주제, ISBN 

(ISSN), KDCN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세검색에서 부울연산자(AND, OR)를 이용

한 검색이 가능하며 하단의 분류된 주제명을 선

택하면 주제별로 도서를 라우징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  소장자료 검색 시 이용자

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학교명을 직  입력 후 

자료를 검색할 경우 소속 학교를 찾는 차가 

번거롭다. 상세검색에서 다양한 근 을 제공

하지만, 비 문가인 학생과 교사가 검색 시 

근 에 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므로 

활용도가 낮다. 한 주제별 자료 탐색이 가능

하지만 지역 내 체 학교의 자료가 라우징 

되므로 소속 학교도서 의 소장자료 확인이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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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3단계 검색결과 간략 디스 이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통합검색 는 상세

검색을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간략하게 보인다. 검색결과로 검색리스트, 표

제지, 서지정보, 소장처가 간략하게 표시되며 

서지정보로는 표제, 자 사항, 출 정보, 청구

기호가 표시된다. 자료의 출 황도 확인 가

능하며, 출 인 경우 ‘ 약하기’를 선택하여 

바로 약이 가능하고, ‘감상문 쓰기’ 메뉴를 

선택하여 감상문 쓰기 활동 외에도 일기 쓰기, 

편지쓰기, 개요 짜기와 같은 독후활동이 가능

하다. 

그러나, 검색결과 화면에서 서지정보가 락

되므로 체 서지정보를 확인하려면 자료명을 

선택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한 검

색된 자료 목록을 출력할 수 있지만 원하는 자

료만 선택하여 출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하

는 자료를 보 함에 보 할 수 있지만 보 함에 

보 된 책은 장되지 않고 시스템에 속 에

만 보 되므로 다시 시스템에 속 시 확인이 

불가능하다.

3.2.4 4단계 검색결과 상세 디스 이

간략 결과 화면에서 표제를 클릭하면 자료에 

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간략 검색

결과에 비해 자 사항, 발행사항, 형태 사항, 

주제 사항, 가격정보와 같이 구체 인 서지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 3단계의 간략 검색결과에

서는 자료의 출 황만 확인할 수 있지만 4단

계 상세 검색결과에서는 복본에 한 정보와 

자료의 등록번호, 출 인 자료의 반납 정일

까지 확인 가능하다. 

 4. DLS 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만족도 분석

4.1 설문조사 방법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심의 학교도서  

모바일 서비스는 PC기반 웹 서비스를 모바일

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모바일 웹 서비스이

다. 이에 구 역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을 통한 학교도서  PC기반 웹 서비스와 모바

일 웹 서비스의 두가지 상 계에 따른 모바

일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 PC기반 웹 서비스

와 모바일 웹 서비스 두 가지에 한 사용 경험

을 가진 학생과 교사를 상으로 사용자 경험

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인터뷰 상자는 구 역시에 치

한 A 학교 학생 50명과 교사 50명 총 100명을 

선정하여 2020년 11월 1일∼5일 사이에 설문

을 진행하 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 기입

식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인터뷰를 진행

하 다. 

사용자 경험과 련한 설문항목은 Morville 

(2005)  Morville과 Sullenger(2010)의 사용

자 경험 허니콤 모형의 가치성, 신뢰성, 유용성, 

검색성, 근성, 사용성, 매력성의 7가지 원칙

을 심으로 하되 학교도서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36개 문항을 작성하 다. 

사용자 만족도와 련한 설문항목은 서비스 만

족도, 메뉴 배열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시스템 

이용의 편리성 만족도, 시스템 안정성 만족도

에 해당하는 총 10개 문항이다. 설문은 리커트 

5  척도로 작성하도록 하 고, 설문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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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응답과 복수 답변에 한 결측치 처리는 

각 문항별로 최빈값으로 체하는 통계분석방

법을 채택하여 빈도의 공정성을 고려하 다. 

 

4.2 사용자 경험  만족도 분석

4.2.1 응답자 특성

학생들은 PC기반 웹 서비스를 통해 독후활

동(38%)을 가장 많이 하고, 모바일 웹 서비스

로는 자료 검색(34%)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들은 PC기반 웹 서비

스(42%)와 모바일 웹 서비스(43%) 모두에서 

자료 검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PC기반 웹 서

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자료 출/조회/연장/ 약’, ‘인기도서와 

신간도서 목록 확인’, ‘자료 검색’이다. 

모바일 웹 서비스에서 자료 검색 항목을 가

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PC를 통한 웹 사이트

보다 모바일 기기 이용 시 상 으로 간편하

게 검색할 수 있고, 자료 검색화면이 모바일 웹 

서비스 기화면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들이 PC를 통한 웹 사이트(38%)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후활동’ 항목이 모

바일 서비스(9%)에서는 낮은 사용률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모바일기기를 사

용하여 독후활동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

다. 즉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면이 작

아서 체 내용을 한 에 악하기 힘들고 내

용을 입력하기 힘들며,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

는 불편함이 있다고 답하 다. 

4.2.2 PC기반 웹 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학생과 교사의 도서  PC기반 웹 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에 한 사용자 경험과 련

된 설문 항목의 리커트 5  척도로 나타난 수

를 평균 처리한 값들로 나타내고, 이들 항목별 

수를 허니콤 모형의 7가지 요인으로 다시 계

산하여 <표 3>에 제시하 다.

먼  학생의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경험 설

문 결과는 유용성(4.33 )에서 가장 높은 수

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검색성(4.29 ), 가치

성(4.22 ), 신뢰성(4.21 ), 사용성(4.19 ), 매

력성(4.05 ), 그리고 근성(3.82 ) 순으로 

평가항목
학생 교사

PC기반 웹 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PC기반 웹 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유용성 4.29 4.33 4.05 4.09 

검색성 4.31 4.29 4.12 4.08 

신뢰성 4.22 4.21 4.01 3.99 

가치성 4.23 4.22 3.80 3.75 

매력성 3.72 4.05 3.12 3.32 

근성 3.69 3.82 3.84 3.94 

사용성 4.04 4.19 3.42 3.59 

<표 3> 학생과 교사의 사용자 경험 평가항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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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생들의 모바일 

웹 서비스에 해 유용성은 높으나 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다. 근성 역의 설문 

항목이 낮은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학교

도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한 회원가입 시 

학교도서 에 DLS 아이디를 문의하여 입력해

야 하는 부분에서 번거로움을 느 다고 답하

다. 이는 앞서 제시한 문제 으로 독서교육종

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시 학교도서 에서 발

받은 DLS 아이디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차에 한 불편함을 의미한다. DLS 아이디 입

력 항목은 학생이 학교도서 에 등록된 회원이

라는 것을 인증하고 출  반납 이력 등의 내

용을 DLS와 연계하기 함이지만 학생들이 학

교에 방문하지 않고 학교도서 이 휴 하는 주

말이나 방학 기간에 회원가입 시 바로 가입이 

어렵다는 문제 을 가진다. 특히 코로나19로 학

교가 휴업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스템 회원가

입 시에 이 부분에 한 문의를 많이 하 다. 뿐

만 아니라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회원가입 시 화

면이 잘려서 보이는 상 때문에 체 내용 확

인이 어렵다는 에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다고 하 다.

교사의 사용자 경험은 학생의 사용자 경험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교사들의 모바일 서비

스 사용자 경험 설문 결과는 유용성(4.09 )이 

가장 높은 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검색성

(4.08 ), 신뢰성(3.99 ), 근성(3.94 ), 가치

성(3.75 ), 사용성(3.59 ), 매력성(3.32 ) 순

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즉 교사의 경우에

는 유용성에 해 높게 평가했고, 반면에 시스템

에 한 매력성에 해 가장 낮게 평가하 다.

<그림 1>은 학생과 교사의 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고, <그림 2>는 

학생과 교사의 PC기반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1>, <그림 2> 모두 근성 항목을 제외하

고는 학생의 사용자 경험 수를 나타내는 선

이 교사의 사용자 경험 수를 나타내는 실선에 

비해서 외곽에 치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근

성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에 있어서 교사들

에 비해서 높은 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림 1> 학생과 교사의 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비교 

<그림 2> 학생과 교사의 PC기반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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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학생과 교사의 PC기반 웹 서비스

와 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평가항목별 

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근성 항목을 제

외하고는 교사들의 표 편차가 학생들의 표

편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이 

근성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보다 더 일 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

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표 편차의 값에 있어서 조사한 

부분의 평가항목에 하여 PC기반 웹 서비스

의 표 편차 값이 모바일 웹 서비스의 표 편

차 값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과 교

사 모두 PC기반 웹 서비스보다 모바일 웹 서비

스 사용 경험에 한 개개인별 평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고른 경험을 할 수 있도

록 편차가 큰 항목의 원인을 악하여 서비스

를 개선해야 한다. 한, 이는 PC기반 웹 서비

스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비해 모바일에서 느끼

는 사용자 경험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3>, <그림 4>는 <표 4>의 학생과 교사

의 사용자 경험 평가항목별 표 편차를 시각

으로 비교하기 해 방사형 그래 로 나타내었

다. 도서  모바일 웹 서비스와 PC기반 웹 서비

스 모두 근성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

평가항목
학생 교사

PC기반 웹 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PC기반 웹 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유용성 0.58 0.60 0.72 0.82 

검색성 0.62 0.67 0.85 0.88 

신뢰성 0.52 0.63 0.75 0.95 

가치성 0.57 0.70 0.72 0.75 

매력성 0.63 0.69 0.81 0.86 

근성 0.73 0.86 0.71 0.77 

사용성 0.64 0.63 0.68 0.77 

<표 4> 학생과 교사의 사용자 경험 평가항목별 표 편차

<그림 3> 학생과 교사의 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표 편차 비교

<그림 4> 학생과 교사의 PC기반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표 편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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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의 표 편차를 나타내는 실선이 학생

의 표 편차를 나타내는 선에 비해서 외곽에 

치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체 으로 모

바일 서비스와 PC기반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에 있어서 보다 더 일 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4.2.3 PC기반 웹 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과 교

사 부 서비스 만족도, 메뉴 배열 만족도, 시스

템 이용의 편리성 만족도, 시스템 안정성 만족

도에서 모바일 서비스보다 PC기반 웹 서비스

를 높게 평가했으며 디자인 만족도에서만 모바

일 웹 서비스가 PC기반 웹 서비스보다 높다고 

평가하 다(<표 5> 참조). 그러므로, 모바일 앱 

서비스 설계 시 사용자 만족도 결과에서 낮은 

수를 받은 서비스 만족도, 메뉴 배열 만족도, 

시스템 이용의 편리성 만족도, 시스템 안정성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3 모바일 웹 서비스 문제  종합 분석

학교도서  DLS 모바일 서비스 황, 학생

과 교사의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

탕으로 모바일 서비스의 문제   개선 방안

은 <표 6>과 같다. 

개선 방안으로 로그인 랫폼 다양화, 이용

자 수 에 맞는 이용교육  독서교육 제공, 검

색 방법에 한 설명, 이용자 요구를 반 한 서

비스 추가, 복 배치되는 내용의 단계 축소  

통합 등 다양한 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DLS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방안

5.1 개발 방향

학교도서  PC기반 웹 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에 한 학교도서  서비스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도서  모바일 앱 서비

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별( ․ ․고) 수 에 맞

춘 학교도서  웹과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를 들어, 학생과 교사는 웹 사이트 

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 양쪽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 확인/문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지사항과 문의사항의 

내용이 개별 학교도서 과 무 한 통합시스템 

련 내용이므로 이용자가 소속학교 도서  

항목
학생 교사

모바일 웹 서비스 PC기반 웹 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PC기반 웹 서비스

서비스 3.96 4.06 3.98 4.12

메뉴 배열 3.50 3.66 3.76 3.84

디자인 3.92 3.62 3.94 3.71

편리성 3.52 3.60 3.48 3.50

안정성 3.70 3.78 3.82 4.04

<표 5>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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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서비스 단계 문제 개선 방안

회원가입  

로그인 
1단계

∙회원가입 련 근성 항목에 한 결과 

낮음

∙단계 유지

∙다양한 로그인 랫폼 다양화

이용안내 2단계
∙소속 학교 도서  이용안내  시간 확인 

요구

∙단계 유지

∙개별 학교도서  앱 구축으로 소속 학교 

이용안내와 공지사항 확인

이용교육  

독서교육
2단계

∙이용자 수 에 맞는 이용교육과 독서교육 

자료 요구

∙단계 유지

∙개별 학교도서  앱 구축으로 이용자 수

에 맞는 자료 탑재

도서통합검색

(상세검색)
2단계

∙손쉬운 소장 자료 검색방법 요구
∙단계 유지

∙코드 리더 기능 탑재

∙검색 근 과 연산자 사용을 어렵게 느껴 

활용도 낮음

∙단계 유지

∙검색방법에 한 설명 추가

∙소속 학교 선택하여 실행 시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진행 차가 번거

로움

∙단계 유지

∙개별 앱 구축으로 소속 학교 결과 자동 디스

이

주제별 라우징 2단계
∙지역 내 체 학교 검색되므로 소속학교 

주제 분류별 소장자료 악 어렵고 불편함

∙단계 유지

∙소장학교 선택 항목 추가

독후활동 3단계

∙메뉴 찾기 단계가 길어 번거롭고 PC 화면

에 최 화되어있어 내용 확인과 입력이 불

편함

∙2단계로 변경

∙ 근성 높일 수 있도록 단계 축소 배치

∙모바일기기에 최 화 된 화면 제공

약하기
3단계

4단계

∙동일 항목 두 단계에 복 배치로 비효율

인 디스 이

∙3단계에 통합

∙ 복 메뉴를 한 단계로 통합

소장정보 4단계 ∙검색결과 화면에서 바로 확인 원함

∙3단계로 변경

∙단계 축소하여 소장 자료 검색 시 결과 화면

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배치

- - ∙외국어가 필요한 사용자의 요구
∙2단계 배치

∙외국어 환 메뉴 생성

- - ∙미소장자료 상호 차 요구

∙2단계 배치

∙공공도서 과 타 학교도서 연계를 통한 

상호 차 메뉴 생성

- - ∙손쉬운 자책 이용 요구
∙2단계 배치

∙앱을 통해 자책 바로 연계

<표 6> 행 모바일 웹 서비스의 문제   개선 방안

련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이용자 수 에 맞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개

발되어야 한다.

둘째, 재 제공되는 PC기반 웹 서비스와 모

바일 웹 서비스에 한 사용자 경험조사 결과

를 반 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메뉴 추가  삭

제 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를 들어, PC기

반 웹 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 경험 

조사에서 학생에게 ‘ 근성’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웹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시스템 가입 시 인증 방법에 한 번거로움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인증방법 메뉴에 한 변경

이 필요하다. 

셋째, PC기반 웹 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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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자 만족도에서 디자인 만족도는 높았지

만 나머지 4가지 항목에 해서는 낮았으므로 

4가지 항목에 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 PC기반 웹 서비스

와 모바일 웹 서비스의 만족도 사이에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PC기반 웹 서

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

넷째, PC기반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모바일 웹 서비스에서 낮게 

사용되는 원인을 악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개

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를 들어, 학생의 경

우 ‘독후활동’이 웹 사이트(38%)를 통해 활발

히 사용되었으나 모바일(9%)에서는 낮게 나

타났으므로 그 원인을 악하여 모바일 서비스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개별 도서 의 모바일 앱 서비스 구

축은 해당 교육청에서 모바일 앱 서비스 모델

을 개발하고 이를 단  학교에 보 , 지원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도서

별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비용이나 

운  리 측면에서 효율 이지 못하다. 다만, 

소속 학교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변형 

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모바일 서비스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5.2 개발될 모바일 서비스 내용  기능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모바일 서

비스(모바일 앱서비스)에 한 단계별 내용과 

기능을 제시하면 <표 7>과 같이 4단계에서 3단

계로 단계를 축소하고, 학교도서 에 심 인 

내용을 상  단계에 배치하 다.

5.2.1 1단계 설계

재 모바일 서비스는 지역별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공통 이고 획일 인 내

용으로 제공되므로 ․ ․고 학생들의 수

과 요구가 거의 반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학도서 과 같이 학교의 상황

과 학생들의 수 이 반 된 개별 도서  모바

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개별 도서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학교 내에

서 각각의 학교도서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도록 하고, 학

생들의 수 을 반 하여 서비스 사용 난이도를 

조 할 수 있어야 한다. 

재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해서 

우선 로그인이 필요한데 학생과 교사의 PC기

반 웹과 모바일 웹 사용자 경험에서 DLS 아이

디 입력과 인증의 번거로움 때문에 ‘ 근성’ 항

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DLS 아이디 인

증이 필요한 기존의 번거로운 회원가입이 아닌 

<표 7>의 그림 1단계와 같이 학생과 교사가 흔

히 이용하는 랫폼 연계를 통한 손쉬운 로그

인으로 근성을 높여야 한다.

한 1단계에서 회원가입 시 문제가 되었던 

화면 잘림 상은 PC상의 화면을 강제로 축소

하여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디스 이하면

서 나타나는 왜곡 상이므로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에 맞춰 설계된 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5.2.2 2단계 설계

1단계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단계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이용자가 실제 인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요

구를 반 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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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능 구분 인터페이스(안) 메뉴  상세 개능

1단계
회원가입 

로그인

1단계: 로그인

∙개별 학교도서  앱 구축

∙회원가입 시 화면 잘림과 같은 오류 개선

∙ 근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로그인 랫폼 추가

2단계

메인화면검색+

간략 검색결과  

9개의 메뉴구성

2단계: 갤러리형 배열

∙메인화면검색 - 상단에 통합검색과 상세검색창 배치  간략 

검색결과 디스 이

∙소장자료 - 소장자료 검색 결과 디스 이

∙my library - 자료 출 조회/연장/ 약

∙공지사항 확인 메뉴 추가

∙이용안내  이용교육 - 손쉬운 소장자료 검색 방법/다양한 

검색 방법/학교도서  이용안내 추가, 이용자 수 에 맞는 

이용교육  독서교육 자료 탑재

∙모바일학생증

∙공공도서  연계 - 공공도서   타 학교도서  상호 차 

메뉴 추가

∙자료구입신청

∙독후활동  독서교육 - 독후활동 메뉴 단계 축소 배치

∙국내 E-book - 자책(E-book) 연계 메뉴 추가

∙기타사항 - 많이 사용되는 메뉴(인기도서 확인, 문의사항) 

배치, 외국어 언어 환 메뉴 추가

3단계 상세 검색결과

3단계: 희망도서 신청

∙소장자료 검색결과 상세화면 바로 확인 가능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만 선택하여 출력 가능

∙검색결과의 약하기 항목 단계 통합하여 배치

∙검색결과 미소장 자료의 희망도서 신청 메뉴 링크

∙독서 이력 장  연계 기능 추가

<표 7> 학교도서  모바일 앱서비스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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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자료 검색 방법 추가 안내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모

두 모바일 서비스에서 자료 검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표 7>의 그림 

2단계와 같이 자료 검색창을 화면 상단에 비

치한다. 한 코드 리더 기능을 탑재하여 앱에

서 카메라 화면을 선택하고 해당 도서 바코드

에 화면을 갖다 면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한

다. 바코드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학교도서

의 소장자료가 검색되어 사용자가 별도의 자

료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손쉬운 검색이 가

능하다.

도서 상세검색 시 이용자가 자료명, 자, 출

사와 같이 기본 인 검색 외에도 주제, ISBN, 

ISSN, KDCN과 같이 다양한 근 을 통해 검

색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인다. 기존 시스템

에서 다양한 근 과 연산자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와 련하여 별도의 추가 인 설

명이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검색시 어려움을 

느껴서 단순검색만을 주로 이용하 다. 따라서 

검색 근  항목과 연산자 항목에 설명을 추

가하여 자료 검색 메뉴를 사용하는 학생과 교

사의 이해를 돕고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검

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갤러리형 메뉴 배열

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모바일 웹

서비스는 메뉴 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없고 

스크롤을 이용하여 ․아래로 이동해야 메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비스 메뉴를 한

에 악할 수 없고, 스크롤을 조작해야 하는 번

거로움으로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수 있다. 

따라서 메뉴 배열 만족도에 한 모바일 서비

스 사용자 경험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낮

은 수를 받았다. 

그러므로, 모바일기기의 한 화면에서 체

인 서비스 항목을 확인하고 근 가능하도록 

갤러리 형태로 한 화면에 모든 항목이 배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갤러리 형태로 구성 시 그

림이 들어간 아이콘을 함께 사용하여 매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앱 사용에 한 이용자의 이해

도도 높일 수 있다.

3) 개별 학교도서  공지사항과 이용안내 

재 시스템은 학교도서 의 공지사항과 이

용안내 등의 내용을 개별 학교도서 에서 입력

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이 아닌 학교 자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별 으로 안내하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를 통한 

안내나 문자 메시지, 학교도서  게시  등을 

이용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용시간 변경

이나 갑작스러운 휴 일 공지 등의 실시간 안

내가 어렵다. 따라서 개별 도서  모바일 앱 구

축으로 해당 학교도서 의 안내와 공지가 이루

어질 수 있어야 한다. 

4) 이용자 수 에 맞는 이용교육  독서

교육

PC 웹 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 조사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독

서교육자료’에 한 이용이 낮았다. 행 학교

도서  시스템은 학교 수 과 별개로 통합 으

로 운 되고 있으므로 이용교육  독서교육, 

그리고 학생을 한 추천도서목록 등이 공통

이고 획일 인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 수 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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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서 학생과 교사의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별 학교도서  모바일 앱 서비

스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이용자 수 ( 등학교 

학년과 고학년/ 학교/고등학교/학부모/교

사)에 맞는 이용교육  독서교육 자료, 그리고 

수 별 추천도서목록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 메뉴를 2단계에 배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근 가능토록 한다.

5) 자주 사용되는 메뉴 아이콘 배치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경우 도서

 PC 웹을 통해서는 ‘독후활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 웹을 통해

서는 ‘자료 검색’과 같이 간단한 내용을 검색하

고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독후활동이 도서

검색 단계  3단계에 해당하므로 바로 이동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후활동 메뉴를 상  단계로 

배치한다. 독후활동 외에도 자료 검색, 자료 

출 조회/연장/ 약(My Library), 인기도서 

목록 확인, 문의사항과 같이 모바일 서비스에

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을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근성을 높인다. 

기존의 시스템은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외국어로 사용하기를 원하

는 이용자도 손쉽게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단에 언어 환 아이콘을 함께 

배치하여 구성한다.

6) 공공도서   타 학교도서  상호 차

기존의 시스템은 소장자료 검색을 통하여 소

속 학교도서 에 소장된 자료만을 이용할 수 

있고, 공공도서 과 학도서 의 상호 차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소속 학교도서

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필요한 이용자

는 정보를 시에 제공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하기 하여 지역의 공공도서 과 

주변 학교도서 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차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7) 자책 연계

재 구 자도서 에서 제공하는 자책 

이용이 가능하나 학생들이 자책 이용을 해

서는 DLS 인증과 휴 폰 인증이 필요하므로 

이용의 번거로움을 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그러므로, 소속학교 도서  모바일 앱 서

비스 가입 시 별도의 인증이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연계되어 자책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5.2.3 3단계 설계

기존 시스템의 3단계와 4단계는 비슷한 항목

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

성을 높이기 해 기존 4단계에서 단계를 축소

시킨 3단계로 통합하여 설계한다. 3단계는 2단

계 설계 메뉴의 하  항목으로서 좀 더 구체

인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하 으며, 기존 시스

템에서 추가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희망도서 신청  조회

2단계 소장 자료 검색 결과를 통해 미소장 

자료의 구입을 희망할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하

도록 희망도서 신청 메뉴를 링크한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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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리더 기능을 탑재하여 모바일기기의 카메

라를 해당 도서 ISBN에 면 도서정보가 자동

으로 입력되는 방법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

도록 한다. <표 7>의 그림 3단계와 같이 이용자

가 도서 에 소장을 희망하는 도서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하다.

 

2) 독서 이력 장  연계

재 시스템은 ․ 학교에서 상 학교로 

진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입 시 이  학교의 

독서 이력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새로

운 학교에서 재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 후 일반 회원으로 

환 시 출 이력이 자동으로 장되지 않으

므로 이용자가 개인 으로 독서이력을 장하

여 보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독

서 이력 장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3) 개인 정보 보호

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월간 독후

활동 우수자 학생 목록에 한 체 이름과 학

교명의 일부가 표시되어 있어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구든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정보 

보호에 한 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

며, 학교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도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별 학

교도서  모바일 앱 서비스의 구축으로 소속학

교 내의 다독학생  독후활동 우수학생에 

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되 학생 성명의 간

자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을 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을 해 학교도서  이용자를 상

으로 PC를 통한 웹 서비스와 모바일기기를 통

한 모바일 웹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도서  모바일 서비스의 개발 방

향과 단계별 기능을 제시하 다. 

단계별 기능으로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통합시키고, 1단계에서는 회원가입 시 화면 잘

림 오류 개선, 근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로

그인 랫폼을 추가한다. 2단계에서는 메인화

면 상단에 통합검색  상세검색창 배치, 소속

학교 소장자료 결과 자동 디스 이, 손쉬운 

소장자료 검색 방법 추가, 다양한 검색 방법에 

한 안내, 이용자 수 에 맞는 이용교육  독

서교육 자료 탑재, 독후활동 메뉴 단계 축소하

여 배치, 소속 학교도서  이용안내와 공지사

항 확인 메뉴 추가, 공공도서   타 학교도서

 상호 차 메뉴 추가, 자책 연계, 주로 사용

되는 메뉴 배치, 외국어 언어 환 메뉴를 추가

한다. 3단계에서는 소장자료 검색결과 상세화

면 표시,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만 선택하

여 출력, 검색결과의 약하기 항목 단계 통합

하여 배치, 검색결과 미소장 자료의 희망도서 

신청 메뉴 링크, 독서 이력 장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도서  이용자의 요

구를 반 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방안은 학교

도서 을 한 모바일 용 앱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 모바일 웹 서

비스의 개선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학교도서  모바일 서비스는 지속 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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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이용자의 요구 수 이 높아질 것으

로 상되므로 모바일 서비스와 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학교도서 을 해 개발된 모바일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 교육

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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