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19(COVID-19)는 빠른 확산세와 높은 치명률로 2022년 

3월 현재까지 전 세계 4억3천여명의 확진자와 5백9십여

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야기

했다[1]. 21세기 이후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와 같이 인류를 위협

했던 유행성 질병들이 계속 출현했으나 그 중에서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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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는 전파력이 높고, 지속적인 변이가 발생하면서 2

년 넘게 보건안전 분야를 비롯해 사회‧문화‧경제 전반

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며 전 인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

져왔다.

지역사회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정보자료는 물론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열람 시설 등을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전 세계 도서관들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이용자 간 접촉을 통한 바이

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 휴관을 결정하고 사태

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으나, 질병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

서 국내외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접촉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

로 고민하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을 발굴해 제공해왔

다[2,3].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을 비롯한 각국의 주

요 도서관 관련 기구들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체계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다앙한 전략과 지침을 발표하고, 원격 

교육이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4].

자료 대출을 비롯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열람 공

간 제공 등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들은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고, 도서관 운영 주체가 개

인이나 사설기관이 아닌 이상은 대체로 국가 예산 지원

을 받는 곳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이용자들

은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기관이 아니므로 한

정된 예산으로 기획‧운영하는 서비스의 양과 품질에는 

한계가 있고, 이용자 참여는 대체로 선착순에 의해 결정

된다. 신청한 서비스에 이용자가 댓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에 비해 대체로 참여율이 낮은 편이

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받는 피해도 전무하다.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세계 도서관

들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대면으로 운영되

던 서비스들이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운영되면서 기존

의 서비스 방식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양시 도서관 역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증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10개 도서관에 대한 긴급 전

체 휴관을 지시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상

황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라 안심도서대출 서비스, 온라

인 도서전, 비대면 교육 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0년에 약 155건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비해 안양시는 198건으로 평균보다 많은 문화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과 계획된 교육 일정의 잦은 변

경 등의 원인으로 교육 참가자수는 경기도 평균 22,073

명에 비해 17,133명으로 다소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5].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에 의해 새롭게 생겨난 비대면 서비스들 중 많은 부분

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도서관 분야 역시 대면 서비스가 다시 일상화

되더라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서비스는 병

행‧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 이용

자들로 하여금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

인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안양시 

도서관의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예산 지출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낮은 

비영리 공공기관이라는 도서관의 특성과 향후 코로나19

와 유사한 재난 위기의 경우에 대비해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노력으로

도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에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볼 것이다. 

1.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미디어 활용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진

행되었다. 

첫째, 일반적으로 도서관 온라인 홍보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주로 이용되는 매체들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고 도서관 이용자 마케팅에 주로 활용되는 

매체 유형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도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

창을 받은 5개 공공도서관들의 온라인 미디어 활용 사례

들을 분석해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들을 정리하였다.

셋째, 안양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온라인 매체 운영 현황을 분석

하고, 운영 평가가 우수한 타 도서관들의 사례와 비교했

을 때 안양시 도서관에서 앞으로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

해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전략들

을 정리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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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관련 선행 연구

인류 문명과 함께 문자와 기록매체가 발달하면서 도서

관은 지식정보를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관으로 

함께 성장해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와 인

터넷이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

는 기능으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서관’이

라는 기관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1980년대부터 도서관의 제

한된 예산을 가지고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전

략이나 방법, 실제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6-8].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미국 워싱턴 

주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워싱턴 주립도서관 폐쇄를 결

정했던 사건은, 도서관 분야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도

서관의 다양한 서비스가 예산 관리 기관을 비롯해 도서

관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제대

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며[9], 이후 도서관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적인 마케팅 및 다양한 홍보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온‧오프

라인을 망라한 도서관 홍보 전략이나 방법, 현장 적용 사

례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10-12], 2010

년 이후에는 스마트 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라 모바일 도

서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13-17]. 최근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소셜 플랫

폼 서비스 활용 사례 및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을 도서관 마케팅 영역에 접목하는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다[18-21]. 한편, 코로나19 시기 국내외 

주요 대학도서관들에서 추진된 마케팅 전략 사례들을 종

합해 뉴노멀 시대 대학도서관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한 연구도 수행되었다[22].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

우르는 도서관 홍보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안하거

나, 온라인 홍보 매체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 사례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안양시 도서관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서비스

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전략 도출을 위해, 우수 도서관

으로 선정된 곳들의 실제 운영 사례들을 분석해 해당 내

용을 바탕으로 전략 방안들을 정리하고 제안한다는 데 

있어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2.2 도서관 홍보 매체의 유형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일상에

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

편하게 검색하고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전통적으

로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가치는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하

면, 도서관은 지역사회 이용자들에게 정보이용, 독서활

동, 문화활동, 평생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따라서 도

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관’

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

이자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써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다양

한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홍보

와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따르면, ‘도서관 홍보’란 도서

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의 이용 방법, 도서관 

서비스의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23]. 보통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

의 유형은 매체 유형에 따라 Table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Categories Types

Print 
Media

Brochures, Pamphlets, Leaflets, Posters, 
Newsletters, Reports, etc.

Audiovisual Media Various photos, images, and video materials, etc.

Press Media Newspaper, Magazine, TV, Radio, etc.

Online Media Homepage, SNS, Apps, e-mail, etc.

Installation Banner, Bulletin board, Exhibition space, etc.

Promotional 
Materials

Distributions, Library stickers, Badges, etc.

Table 1. Public Relation Types by Media in Libraries

많은 도서관들은 한정된 홍보 예산의 대부분을 브로

셔, 팸플릿, 포스터 등 일반적인 인쇄 홍보물과 현수막, 

배너, 게시판 등의 설치 홍보물에 많이 사용한다. 도서관 

관련 행사 및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에게 제

공할 답례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물품들을 제

작하기도 한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

기 보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홍보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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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된 이후 일반 사람들의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각 도서관들에서는 자관의 홈페이지 게시

판이나 팝업 공지, SNS를 활용해 온라인에서의 서비스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역시 언

론매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별도의 예산 배정 없이 도

서관 내 담당자가 직접 게시물을 작성해 업로드 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

들이 직접 만들거나 일부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 홍보 이

미지나 영상 자료 등의 시청각 매체들이 같이 활용된다.

3.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들의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 미디어 활용 사례

3.1 우수 도서관들의 온라인 미디어 운영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도서관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

터 매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우수 도서관들에 

시상을 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도서관들이 고전

했던 2020년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 평가가 진행된 2021

년에는 공공‧학교‧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 등 5개 

관종에서 2천여 개 관이 평가에 참여했는데, 이 중 공공

도서관은 5곳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24].

2021년 운영평가는 코로나19로 모든 도서관의 대면

서비스가 위축되고, 방역조치 상황의 지역 격차가 커 이

전과는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었다. 코로나19 이전 공

공도서관 평가는 ①도서관 경영(160점), ②인적자원(145

점), ③정보자원(220점), ④서비스(245점)의 4개 항목 내 

세부 정량지표에 770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연계한 자율주제 정성평가에 230점 배점을 부여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대면서비

스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서관 서비스 245점을 제외한 나

머지 정량 지표 525점과 정성평가 230점의 755점 만점

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21년 운

영 평가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공공도서관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용자층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면서비스가 어려운 상

황을 극복한 운영 사례들로 포상을 받았다. 정부 포상을 

받은 5개 공공도서관들의 온라인 미디어의 운영 현황을 

정리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1에서 제시된 도서

관의 주요 온라인 매체 유형 중 이메일 서비스는 최근 개

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및 마

케팅 활용에 동의한 도서관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가 많아, 공개적인 경로로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 홈페

이지에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SNS, 애플리케이션 현황

을 정리하였다.

Libraries Online Media States

Eunpyeong-gu 

Library

Home

page

Notice, Library Event Information, Press 

Release, Newsletter, Publications, Pop-up 
Notice, etc.

SNS Blog, Kakao Channel, Youtube

Apps Libropia

Nonhyeon 
Library

Home
page

Notice, Library Event Information, 
Publications, etc.

SNS Blog, Instagram, Facebook

Apps Libropia

Seodaemun-gu 

Lee Jin ah 
Memorial 
Library

Home
page

Notice, Library Event Information, 
Publications, etc.

SNS Kakao Channel, Facebook, Youtube

Apps Libropia

Daegu 
Metropolitan 

Bukbu Library

Home

page

Notice, Library Event Information, Pop-up 

Notice, etc.

SNS Instagram, Facebook, Youtube, Twitter

Apps Libropia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odaemun 

Library

Home
page

Notice, Library Event Information, 
Publications, Pop-up Notice, etc.

SNS Facebook, Youtube, Twitter

Apps Libropia

Table 2. Online media states of best 5 public libraries 

2021 

5개 도서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

스는 리브로피아(Libropia)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리브

로피아는 ㈜이씨오에서 개발한 모바일 도서관 애플리케

이션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 기기에 설치

해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과 연동된 다양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도

서관들에서 많이 도입하면서 2021년 11월 기준 전국 

400여개 공공도서관에서 사용 중이다. 이 앱을 통해 각 

도서관의 소장도서 검색은 물론, 신착자료 및 대출베스

트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자

료 예약, 대출자료의 반납일 연기, 대출 현황 및 이력 확

인, 희망도서 신청, 관심도서 추가 관리 등 도서관 홈페

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모바일 기기에

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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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코로나19 시기 도서관별 우수 운영 사례

은평구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변화된 도서관 환경에 

맞춰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개발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Table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은평구립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

해 도서관 주요 공지와 문화 행사 및 강좌 정보는 물론, 

도서관 보도자료, 도서관 소식지를 비롯한 주요 발간자

료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에 연계된 SNS는 네이버 블로

그와 카카오채널, 유튜브가 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코로나 19로 임시휴관이 장기화되

면서 제한된 도서관 서비스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비대면 도서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들을 확대하고 

긴급 예산을 투입해 관내 전자자료 종수를 1,976종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 있는 

큐레이션 도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자자료 대출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서관이 신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에 대해 이용자들과 직관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알림 서비스와 챗봇 서

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유튜브와 블로그를 활용해 2020

년 한 해에만 600여건에 달하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였다[25].

논현도서관은 지역 공동체로써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해 코로나19 시기에도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적극적

인 서비스 발굴과 정보 제공, 사서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등의 업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논현 도서관은 Table 2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주요 공지와 문화 행사 및 강좌 정보, 도서관 주요 발간

자료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에 연계된 SNS는 네이버 블

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있다.

논현도서관은 코로나 19로 제한된 대출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시니어센터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랜선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유튜브 서비스는 현재 논

현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연계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급 기

관에 해당하는 강남구립도서관 메인 홈페이지에 연계되

어 있는데, 2020년 12월 기준 동네 인문학 강좌의 유튜

브 영상 생중계는 누적 접속수 980회 이상, 비대면 연극 

공연 관람 영상은 누적 재생수 790회 이상을 기록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논현도서관은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각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미디어 리터러

시 능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들을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

하였다[25]. 

서대문구이진아기념도서관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협

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디지털 정보 서비스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인 공적으로 국무

총리 표창을 받았다. 서대문구이진아기념도서관은 Table 2

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주요 공지와 문화 행사 

및 강좌 정보, 도서관 주요 발간자료를 제공하며, 홈페이

지에 연계된 SNS는 카카오톡 채널과 페이스북, 유튜브

가 있다. 

서대문구이진아기념도서관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실태

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시공간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전자책, 

오디오북, 프리젠테이션 콘텐츠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전자자료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이용 안내 영상

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문의 시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대면 서비스로 제공되던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이용자 요구가 많은 강연‧강좌, 도서관 

축제 등을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빠르게 비대면으로 

제공함으로써 유튜브에 업로드 된 주요 온라인 강의 콘

텐츠들의 조회수가 2020년 11월 기준 평균 500회 이상

을 상회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25].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은 다문화‧저소득층‧장애인‧

어르신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 발

굴, 워킹스루 예약대출 서비스, 비대면 온라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형 북큐레이션 서비스 등의 성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은 

Table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주

요 공지와 문화행사 및 강좌 정보를 제공하며, 다른 도서

관에 비해 팝업공지를 많이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홈페이지에 연계된 SNS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

브, 트위터가 있다.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은 KT 후원을 받아 코로나19

로 학교 교육 공백이 길어지던 시기에 예비교사들이 주 

1-2회 회당 30분 내외로 1:1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지원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대출을 

신청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

영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들을 이벤트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획해 운영함으로써,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접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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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였다

[25]. 

Libraries Main services by online media

Eunpyeong-gu 
Library

Home
page

•Building of book curation service 
platform

•e-books loan service

SNS

•KakaoTalk notification service
•Chatbot service
•Provision of PR content using 

Youtube & Blog

Apps •Expansion of e-books

Nonhyeon Library

Home

page

•Podcast & book curation service

•e-books loan service

SNS

•Providing various videos related to 

library programs using Youtube
•Developing various library programs 
using Youtube live

Apps •Expansion of e-books

Seodaemun-gu Lee 
Jin ah Memorial 

Library

Home
page

•e-books, Audio books service
•PPT content service

SNS
•Providing various videos related to 
library programs, PR content using 
Youtube

Apps •Expansion of e-books

Daego Metropolitan 
Bukbu Library

Home
page

•Walking-through book-loan service
•e-books loan service

SNS
•Various online events related to 
library programs

Apps •Expansion of e-books

Seodaemun Public 
Library

Home
page

•Book delivery service

SNS
•Book curation service using Youtube
•Various online events related to 
library programs

Apps •Expansion of e-books

Table 3. Main services by online media of 5 best public 

libraries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대면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

과 함께 도서관의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 

일상 속에서 자연 속 독서환경을 누릴 수 있는 성과를 인

정 받아 2021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Table 2에 정

리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은 홈페이

지를 통해 각종 도서관 공지와 행사 및 강좌 정보, 도서

관 발간자료를 제공하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팝업 공

지도 활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연계된 SNS는 페이스

북, 유튜브, 트위터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안

심대출 및 택배 대출 서비스, 유튜브를 활용한 북큐레이

션 및 독서 이벤트‧전시회 개최,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

를 이용한 독서회 및 강좌 운영을 지속하여 코로나19 이

전에 제공되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이용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

과 주요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6% 

이상 이용자들이 만족한다고 하였고, 2020년 기준 유튜

브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545%, 조회수는 747% 증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도서관 주변 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북카페형 숲속 

도서관 공간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도서관 내 주요 시설

들도 리모델링 하였으며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시설 개

선에 대한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정보 취약계층별 

특성 분석을 통해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이 길어진 취약계층들에

게 정서적 위로와 함께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5]. 

이상의 우수 도서관들에서 각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제공된 주요 서비스 사례들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3.3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코로나19 시기에 추진된 우수 운영 성과로 정부 포상

을 받은 5곳의 공공도서관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성

과를 거둔 주요 운영 사례들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요구사항이나 이용 패턴 등을 객관적 데

이터를 토대로 파악해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는 노력이

다. 코로나19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직접 오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내외 많은 도서관들은 도서관 내 

시설 정비와 함께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들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활용해 비대면 

형태로 제공하였다. 앞서 검토한 우수 도서관들 역시 비

대면 이용이 가능한 전자자료를 확충하고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강연, 전시회,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북큐레

이션 서비스, 도서관 행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기획

했는데, 기획 전 온라인 설문을 활용해 이용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 자료 이

용 패턴 등을 분석한 기초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기획을 

진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둘째, 코로나19로 도서관의 모든 이용자들의 서비스

가 제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 이용자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해 도서관

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했다

는 점이다. 5곳 도서관 모두 비대면 서비스 대상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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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노령층 등 서비스 사각지

대에 놓인 이용자들을 포함시켜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함께 맞춤형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

였다.

셋째,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 정보를 비롯해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서비스 방식에 대한 주요 

공지들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

했다는 점이다. 우수 도서관 5곳에서 운영하는 SNS는 평

균 3종류로 도서관에 따라 자주 업데이트 하는 서비스는 

차이가 있었지만 5곳에서 운영하는 전체 SNS에 업로드

된 콘텐츠 수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비교 집계해 본 

결과 2019년 1,684건에서 2020년 1,999건으로 약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증가 비율이 높아진 서비스는 인스타그램(220%), 유튜브

(136.3%), 카카오톡 채널(86.6%), 페이스북(24.4%) 순

이었고, 블로그와 트위터는 오히려 콘텐츠 업로드 수가 

각각 –5.3%, -32%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대문

구이진아도서관이 속한 서대문구립도서관은 코로나19 

이전에는 SNS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카카

오톡 채널과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신규 개설해 적극 

활용하였다.

넷째, 비대면 서비스 개발에 있어 단순히 일방적인 강

의, 강연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 참여를 확대하

기 위한 참여형 서비스와 온라인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

이 증가했다.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낭독회, 

온라인 독서 퀴즈, 책 속의 글귀를 직접 적어 공유하는 

프로그램 형태 외에도 체험형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비대면

으로 수령해 집에서 강의를 들으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

로그램 등 비대면 서비스의 형태와 주제가 다양해졌다. 

이용자가 참여한 낭독 영상이나 체험 결과물은 온라인 

전시회나 유튜브 영상 등의 또 다른 콘텐츠로 가공해 서

비스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

간이 길어진 이용자들을 위해 연령대별 추천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늘었는데, 카드뉴스나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서나 전문가들이 팟캐스트

로 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5곳의 모든 도서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

니지만 논현도서관에서 사서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과 연구활동을 지원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

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해 제공하

는 주체는 결국 사서들이므로, 사서들이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고 해당 매체를 활용

한 서비스 기획과 제공에 필요한 직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미디어 

운영 현황

2022년 3월 현재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의 종류는 도서관 홈페이지, 홈페이

지 링크되어 있는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채널, 그리고 스마트폰 앱이 있다. 

4.1 도서관 홈페이지

Fig. 1. Main homepage of Anyang municipal libraries

안양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는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공공도서관과 72개 작은도서관을 안내하는 

통합 홈페이지가 있으며(Fig 1), 통합 페이지 내에서 도

서관 소개 메뉴 및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10개 공공도서

관의 개별 홈페이지 및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26]. 통합 홈페이지와 각 도서

관의 개별 홈페이지의 전체 화면 구성과 디자인은 통일

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의 경우 각 

도서관별 지정 색상과 사이트의 제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통합 및 개별 홈페이지에서는 

Fig.2와 같이 로그인 메뉴 좌측에 카드뉴스 형태의 이미

지를 번갈아 보여주는 홍보 배너 형태의 메뉴와 함께 도

서관 공지사항 게시글을 보여주는 메뉴를 배치해 주요 

사항에 대해 홍보하며 관심있는 내용은 클릭해 바로 접

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카드뉴스로 제공되는 배

너형 메뉴는 통합 및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 모두에서 동

일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으며, 공지사항 게시글은 통합 

홈페이지는 전체 도서관에 대한 공지를 머리글로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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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에 대한 사

항만 노출된다.

Fig. 2. Notice menus of integrated homepage(upper) & 

notice menus of individual homepage(lower)

카드뉴스 및 공지사항 메뉴 하단에는 도서관 문화행사

를 안내하는 메뉴가 위치해 있는데, 통합 홈페이지에는 

10개 도서관 전체행사를 안내하는 메뉴가, 개별 홈페이

지에서는 해당 도서관에서만 운영하는 행사를 볼 수 있

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통합 홈페이지의 경우 10개 전체 

도서관 외에도 원하는 도서관을 필터링해 특정 도서관의 

문화행사 정보만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 홈

페이지 제목 상단에 위치한 세부 메뉴는 어떤 내용을 클

릭하느냐에 따라 ‘자료검색’, ‘독서정보’, ‘문화행사/참

여’, ‘이용안내’, ‘도서관 소개’, ‘마이페이지’ 등 필요한 

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다.

안양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공

유하는 자료실이나 언론보도 내용 공유를 위한 보도자료 

게시판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안양시 공공도서관에

서 작성한 보도자료의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가 아닌 상

급 부서인 안양시청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메뉴를 통해 

안양시 내 다른 부서들의 보도자료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된다[27]. 따라서 안양시 공공도서관과 관계된 보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청 홈페이지의 통합 보

도자료 게시판에서 제공되는 검색 기능을 활용한 별도 

검색의 과정이 필요하다.

4.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4.2.1 카카오톡 채널

안양시 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은 2019년 11월부터 서

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3월 현재 기준, 17,125명

의 친구가 추가되어 있고 160여개의 도서관 소식이 업데

이트 되어 있다[28].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게

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월 평균 7.25건의 소식이 업로드 

되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은 주로 

사서 추천도서 안내, 도서관 행사 및 강의 정보 안내, 독

서퀴즈 이벤트, 도서관 운영 관련 안내 등으로, 안양시 

내 10개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식들이 

많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도서관 관련 정보 제공 외에도 

챗봇 서비스가 지원되며, 도서관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

들에게는 도서관 이용(휴관일 안내 등), 도서정보(반납예

정일, 연체정보, 예약도서 도착 등), 문화행사, 자원봉사 

관련 정보 등의 알림톡 서비스가 발송된다. 따라서 안양

시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2.2 인스타그램 

안양시 도서관 인스타그램은 2019년 5월부터 운영되

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3월 현재 기준, 1,435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800여개의 도서관 소식이 업데

이트 되어 있다[29].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게

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월 평균 35.92건의 소식이 업데이

트 되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안양시 내 

10개 도서관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는 개별 도서관들의 

서비스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안내, 각종 도서관 전시 행

사 등이며, 카카오톡 채널에 공지되는 내용과 중복되는 

콘텐츠는 사서추천도서, 이용 안내 등 안양시 전체 공공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들이다.

4.2.3 트위터

안양시 도서관 트위터는 2011년 3월부터 운영되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가장 운영 

기간이 오래된 서비스이다. 2022년 3월 현재 기준, 880

명이 팔로우 중이고, 1,200여개의 도서관 소식이 업데이

트 되어 있다[30].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에 비해 

도서관의 최근 소식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트윗된 게시글은 총 5

건으로, 월 평균 0.42회 업데이트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 한 해 올라온 5건 트윗의 주요 주제는 독서문화

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과 소개이며, 이 중 1건의 트윗은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에 대한 유튜브 소개 영

상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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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유튜브

안양시 도서관 유튜브 채널은 2020년 6월부터 활동

을 시작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까지는 도서관 홈페이

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해 두지 않고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2년 3월 현재 시점에는 홈페이지에 링크해 공식 운

영 채널로 홍보되고 있으며, 채널 구독자는 142명이고 

유튜브 채널 내 콘텐츠는 56건 업로드 되어 있다[31]. 각 

영상 콘텐츠별 조회수는 적게는 15회부터 많게는 1,653

회까지 분포되어 채널 내 전체 영상 콘텐츠는 6,780회 

이상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도서관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대부분의 콘

텐츠들은 도서관 내 관련 행사나 공모전, 동아리 활동 등

을 통해 제작된 것들이고, 도서관에서 직접 제작한 콘텐

츠는 ‘안양시 스마트도서관 활용법’이나 ‘안양시립전자도

서관 애플리케이션 이용법’ 등이다. 

4.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양시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은 2가지로, 안양시 도서관리시스템과 연동해 운영되

는 ‘리브로피아’와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책을 검

색해 이용할 수 있는 ‘안양시립전자도서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리브로피아 앱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리브로피아 앱 내에서 해당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

만 이 경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업체에 따라 별

도의 뷰어를 개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안양

시 도서관에서는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북토피아, 

교보문고 등 다양한 전자책 업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통합 뷰어로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

양시립전자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안양시립전자도서관 앱은 안양시 도서관 정회원이면 

이용 가능하지만, 앱 설치 후 PC 환경에서 최초 1회 이

용을 한 이후부터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안양

시립전자도서관 앱을 통해서는 예약도서 권수를 포함해 

최대 5권의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일로부터 7

일 후 자동반납처리가 되고, 대출 도서의 예약자가 없다

면 1회에 한해 7일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예약한 도서

는 자동 대출이 되는데, 이 경우 리브로피아 앱을 통해 

대출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된다.

5. 안양시 도서관의 온라인 미디어 활용 

전략 제안

최근 안양시 도서관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426명의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주로 접

하는 매체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① ‘도서관 홈페

이지(211명, 51%)’라고 답했고, 이어 ② ‘도서관 직접 방

문(85명, 20%)’, ③ ‘현수막, 포스터(44명, 11%)’, ④ ‘카

카오톡(42명, 10%)’, ⑤ ‘기타(19명, 5%)’, ⑥ ‘인스타그

램(16명, 4%)’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 주관식 의견으로는 ‘네이버‧구글과 같은 검색 포털을 

통한 검색’,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소식지’, ‘지인을 통한 

소문’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된다고 답했다[32]. 

설문조사 응답 내용 중 31%를 차지하는 ‘도서관 직접 

방문’이나 ‘현수막, 포스터’의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제공

되는 홍보 매체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69%에 

해당하는 응답의 대부분은 온라인 홍보와 관련된 매체이

고, 이 중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도서관 정보를 접하는 

주요 매체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꼽은 만큼 안양시 도서

관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비롯한 주요 서비스별 특징을 

잘 파악해 효과적인 온라인 미디어 활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1 홈페이지 활용성 증대 방안 제안

도서관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이 도서 검색과 대출‧반

납 서비스, 희망도서 신청, 문화행사 정보 확인과 신청, 

그 외 도서관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찾는 온라인 매체이

다. 앞서 운영 현황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안양시도서

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각종 공

지사항과 문화행사 정보를 비롯해 안양시도서관에서 많

이 대출되는 도서 및 추천도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우수 사례로 제시한 5곳의 도서관들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는 도서

관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없다는 점 외

에는 특별히 제공되는 메뉴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오히려 홈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 메뉴

가 있고, 해당 메뉴에서 진행된 설문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은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 부각되는 부분이다. 하

지만, 기존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23건의 설문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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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부분은 정기간행물 구독에 대한 것(19건) 뿐이고, 

도서관에서 제공된 강좌 등에 대한 설문조사(3건)는 일부

에 불과하다. 

앞서 정리한 5곳 도서관들이 운영평가에서 우수 사례

로 꼽힐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시사점은 객관적인 조사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일반 이용자는 물론 정보 사각지대

에 놓인 이용자들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해서 제공했

다는 점이다. 공공도서관은 영유아부터 노령층까지 전 

생애주기의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

문에 그 중에서도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지역의 이용자 

특성과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정된 예산으로 도

서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안양시 

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의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수집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우수 사례 도서관들 중 은평구립도서관의 ‘스쿨

북스’, 논현도서관의 ‘논현팟캐스트’와 같이 다른 도서관

과 비교해 해당 도서관에서만 특별히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에 대한 메뉴를 메인 화면의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해 

이용을 유도한 사례도 안양시 도서관에서 참고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와 공식적으

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양시 도서관에서도 코로

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8월부터 ‘사서보세요’라는 유

튜브 채널을 별도 개설해 안양시 사서들이 직접 독서 정

보와 도서관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비해 

구독자수도 745명으로 많고 업로드 된 14개 영상들 중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8천 건에 이를 정도로 조회수도 

높지만, 첫 업로드 이후 업데이트가 불규칙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안양시 도서관의 사서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이용자들에게 호

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들은 홈페이지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서비스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5.2 안양시 도서관 SNS의 운영 효율화 제안

안양시 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

튜브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업로드 된 전체 콘텐츠 

수, 월별 업데이트 주기, 최신 업데이트 날짜, 팔로워(구

독자) 숫자 등을 종합해 파악했을 때, 2022년 3월 현재 

가장 활성화된 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이

다.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

타그램에 비해 가장 오래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트위

터는 업데이트 주기도 늦고 사실상 신규 콘텐츠 업로드

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가장 최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도서관 홍보

에 필요한 자체적인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가 부

족하고, 업데이트도 활발하지 않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이용률이 높고 구독자 수도 더 많

았다.

앞서 정리한 5곳의 도서관들의 SNS 운영 사례를 보

면,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

서관의 운영 현황과 각종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주요 정

보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전달되었다. 여러 SNS 중에

서도 ① 인스타그램, ② 유튜브, ③ 카카오톡 채널, ④ 페

이스북 순서로 업데이트가 활발했고, 블로그 및 트위터

는 오히려 활용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난 이유는 SNS 이전에 발전했던 다른 미디어

들과 마찬가지로 SNS 역시 시대나 지역‧문화적 특성, 

주 사용자층에 따라 그 유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33, 

34] 최근 사용자 유입이 더 활발한 SNS에 좀 더 집중해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도서관에서 최근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에 집중한 것 역시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

을 것이다. 우수 운영 평가를 받은 도서관들 역시 예산이

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했다. 하지만 안양시 도서관과 다소 차이

점이 있다면, 대체로 활발히 업로드 한 SNS들에는 같은 

정보가 같은 시기에 제공되어 이용자들이 어떤 SNS를 

이용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점이다. 유튜브와 같이 제공되는 콘텐츠 형

태가 다른 경우에는 업로드 시기와 내용에 차이가 있었

지만,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이 

이미지와 텍스트로 내용을 전달하는 SNS에는 동일한 정

보가 같은 시기에 업로드 되도록 관리하였다.  따라서 안

양시 도서관도 최근 적극적으로 서비스 중인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에는 가급적 같은 수준의 정보가 같은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

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 동안 운영해왔던 각 서비스별 이용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회수, 유입률 등을 고려해 효과적

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하는 작업도 필요하

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는 제공하면서 콘텐츠

가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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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줄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도서관 홍보에는 도움

이 되지 못한다.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유튜브의 경우 다른 SNS에 비

해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해 제작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안

양시 도서관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기존 영

상들도 도서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에

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도서관

에서 꾸준히 제공되는 추천 도서 서비스나 각종 강연들

에 대한 내용도 연계해 제작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운영

되는 프로그램들은 운영 방식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대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운영해 해당 내

용을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별도 채널

로 운영 중인 ‘사서보세요’ 콘텐츠를 도서관 공식 유튜브

와 연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양시 도서관도 독서퀴즈 등의 이벤트 프로그램

을 일부 운영하고는 있으나, 적은 예산을 들여도 비교적 

홍보 효과가 높은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기획을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해 본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특정 콘텐츠에 댓글을 유도하거나 

하는 등의 SNS 활용 홍보는 단순히 도서관에 대한 인지

도를 높이는 효과 외에도 직접적으로 해당 서비스 콘텐

츠와 관련한 댓글 수, 콘텐츠 공유 횟수, 좋아요 횟수 등

을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서비스 플랫폼의 구

독자 수를 증가시키고 관련된 도서관 서비스들을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도서관 사서들이 다양한 SNS 기능을 활용하고 서비스 

기획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 안양

시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사서 의견을 수렴한 최

근 연구에 따르면[35], 응답자 과반 이상이 앞으로 안양

시 도서관 사서로써 필요한 직무능력으로 최신 기술 변

화와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대비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기획이 

요구되며, 우수 도서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연수 

활동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논현도서

관의 사례를 참고해 안양시 도서관 사서들의 직무 능력

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

물을 서비스 콘텐츠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5.3 안양시 도서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오류 개선

안양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도

서관리시스템과 연동된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리브로

피아’와 안양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양시립전자도서관’ 2종이다. 이 두 앱

은 각각의 운영 목적과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 도서관 이용자가 전자책을 이용하지 않고 안양시 

도서관에 소장하는 실물 자료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리브로피아’만, ‘전자책’만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안

양시립전자도서관’만 설치해도 무방하다. 실물 도서와 

전자책을 모두 대출하는 이용자들은 두 가지 앱을 모두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다. 

‘리브로피아’의 경우는 국내 많은 도서관들에서 공통

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모든 도

서관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안양시

립전자도서관’의 경우에는 안양시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여러 곳의 전자책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검

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브로피아’ 앱을 통해 확인되는 이

용자별 도서 대출‧반납 현황에 ‘안양시립전자도서관’을 

통해 이용하는 전자책 현황도 같이 연동된다.

이 두 앱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개발‧운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

는 각종 기능 오류에 대한 문의나 인터페이스 개선 등에 

대한 이용자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개선되지 않고 있다

는 것이다. 특히, ‘안양시립전자도서관’ 앱의 경우, 2022

년 3월 현재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51건의 평

점이 5점 만점에 2.1점, 앱스토어에서는 51건의 평점이 

5점 만점에 1.2점으로 대다수 평가의견이 설치 및 접속 

오류, 대출 자료가 열리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

다. 전국 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리브로피아’ 앱

의 경우는 ‘안양시립전자도서관’보다 평점이 다소 높지

만, 앱 설치 후 실행이 안 되는 문제나 불편한 UI, 앱 로

딩 속도 지연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에 대한 업

데이트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만족도는 두 가

지 앱 모두 높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

용자들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앱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앱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지속적인 오류로 불

편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안양시 도서관은 스마

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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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자 개선 요구사항들을 분석해 신

속한 기능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안양시 공공

도서관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

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

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코로나19 시기 운영 성과로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도서관 5곳의 운영 사례를 

분석해 주요 시사점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안양시 도

서관의 온라인 미디어 운영 현황 분석과 함께 우수 사례

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

서관 운영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데 있어 온라인 미디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사례 도서관들과 비교했을 때 안양시 도서

관은 홈페이지의 설문조사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해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용자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한다. 또한 안양시 도서

관이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 차별화해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

해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SNS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들에 집중하

되, 도서관 이용자들이 어떤 SNS를 이용하더라도 비슷

한 수준의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 콘텐츠 형태가 

상이한 유튜브를 제외한 SNS들에 업데이트되는 콘텐츠

들은 가급적 같은 수준의 정보가 같은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유튜

브의 경우 신규 콘텐츠 제작에 있어 도서관에서 제공하

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연계된 콘텐츠들을 활용하

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콘텐츠 생산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NS를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는 적은 예산으로

도 이용자 참여를 높이고 도서관 서비스를 알리는데 효

과적이므로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도서관 사서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제

고하고 서비스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

그램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서비스 콘텐츠로 환류해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연동

된 기능을 제공하는 ‘리브로피아’와 안양시 도서관의 전

자책 자료를 검색‧이용할 수 있는 ‘안양시립전자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생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신속히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운영 평가 우수 사례 도서관

들에서 도출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대비해 안양시 도서관의 온라인 미디어 활용 전략

을 정리해 제안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안양시 도서관은 2012년에 10개년 장기종합발전계획

(2012-2021)을 수립한 이후, 2022년부터 또 다른 미래

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작해가는 새로운 

시점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안양시 도서관의 온라인 미디어 운영 현

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활용 전략을 제시한 

본 연구를 시작으로, 도서관의 실제 예산 현황이나 인력 

운영 계획,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후

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변화

에 발맞춘 안양시 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에 보다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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