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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블로그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의 블로그 사용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도서관 블로그에 대하여 조사․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이용자 관점에서 도서관
블로그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한 후 도서관 블로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를 사례로 선정하고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을 통해서 자관 이용자들이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로 블로그의
접근성, 최신성, 콘텐츠, 홍보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블로그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valuations, preferences, and opinions of students’ experiences
with their academic library blog and to identify student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utilization such blogs. For this study, the D academic library blog was selected for study, while
employing survey and focus group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include the students’ subjective
evaluations of the library blog’s operations,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operation, and
how to stimulate the utilization of the blog. This study may provide insights on how to improve
academic library blog operations with access, updates, content, and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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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용자 입장을 반영하여 블로그를 설계하고 운
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실제로 경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험하였거나 느꼈던 사항을 구체적이고 생생하
게 담을 수 있는 이용자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대학도서관 블로그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차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별화된 최신의 정보를 보다 빠르게 이용자에게

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과 이용자는 정보에 대

와 블로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

한 질문의 해답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으며, 이

단된다.

용자들 간의 지식 교환에서도 편의성을 보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블로그의

왔다. 그동안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블로그의

이용률이 저조한 곳을 대상으로 주 이용자인

기능, 특징 및 장점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대학생들의 블로그 사용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대학도서관 블로그를 잘 운영한다면 도서관의

살펴보고 그들이 선호하는 도서관 블로그에 대

다양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기회

하여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이용자

가 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서

관점에서 도서관 블로그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

관을 이용하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후 도서관 블로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에서 대학도서관 블로그에 관한 연구가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시작된 것은 2003년 이후이며, 2007년 처음으

는 첫째, 도서관 블로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로 포항공과대학교 도서관 블로그가 개설되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였다.

다. 그 후 현재까지 대학도서관 블로그는 이용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대학도서관

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정

블로그들 중에 벤치마킹이 가능한 블로그 콘텐

보원으로 활발하게 역할을 하는 장으로 정착한

츠를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D 대학교 도서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활성화가 미흡한

관 블로그를 사례로 연구하고 조사․분석하여

실정이다. 도서관 블로그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 이용자가 원하는 도

본 연구결과는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다

서관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인지 조사하고 분석

른 도서관 블로그의 개선방안에도 시사점을 제

하며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과 감성이 키워드가 되는 스마트 디지털
정보서비스 시대 정보이용자의 정서적 요구와
상태를 파악하여 서비스와 시스템에 반영하려

1.2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는 노력은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서비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블로그에 대한 이용자

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권나현 2011).

의 관점으로부터 경험에 의한 시스템 및 운영상

즉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보서비스의 효과성 개

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제 서비스 사

선을 위해서는 사서와 관리자의 관점 보다는

례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서비스 사례는 D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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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관 블로그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평

학도서관 블로그 평가 및 개선방안

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

4) 표적집단면접 결과에 기초를 두고 D 대학교

다. D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17명이 본 연

도서관 블로그 개선방안 제언

구에 참여하였다.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다음 국내외 대학
도서관 블로그와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를 심

2. 선행연구

층 활용한 후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로 선정된 D 대학도서

도서관 블로그는 이용자와 소통하기 위한 매

관 블로그는 2008년 3월부터 도서관의 생생한

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블로그

소식과 더불어 이용자 간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

관리 및 운영은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더

하여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불어 정보제공서비스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률이 낮은 대학도서관 블로그 그룹에 속하기 때

할 수 있다(Stover 2007; 이미연, 김성희 2012).

문에 선정되었다.1) 또한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블로그는 시공간을 넘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대상으로 연구를 한 이유는 문헌정보학생들은

접근성과 다양한 기능성은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자관 도서관 블로그 사용 경험이 있으며 비교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서가 주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블로그를 분석하는데 도

제전문가로써 이용자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

함으로써 도서관 및 사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일반전공 학생을 대상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Janette 2008).

로 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많은 대학도서관이 블로그를 운영하
고 있으나 이러한 블로그의 성격을 잘 살리면
서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사

1) 이용자설문조사

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학도서관 블로그에 대

2) 국내외 대학도서관 블로그 및 D 대학교

한 문제점으로 이란주와 김수영(2011) 연구에

도서관 블로그 심층 활용
3) 표적집단면접 수행을 위한 집단 선정(총
17명)
- 총 17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 당
각각 6, 6, 5명으로 구성
-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토론 안건은 D 대

서는 대학도서관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첫째,
전담인력의 문제, 둘째, 커뮤니케이션 문제, 셋
째, 정보의 다양성과 품질의 문제, 넷째, 정보의
최신성 문제, 다섯째, 홍보의 문제, 여섯째, 운
영자 교육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 연구에
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대학도서관에서 블로그

1) 이유진, 곽승진(2011)의 연구에서 이용률이 낮은 대학도서관 블로그로 지목되었다. 한편, 2012년 6월 5일 D 대학
교 교양학부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관 도서관 블로그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도서관 블로그 사용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 단지 9.2%(8명)만이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90.8%(79명)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관 블로그
로그파일 조사분석에서도 이용률의 저조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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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이용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수행된 김지은과

자연구를 통해 블로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노영희(2013) 연구에서도 도서관 블로그 활성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화를 저해하는 이유를 첫째, 도서관 SNS 마케

이유진과 곽승진(2011)은 국내 대학도서관

팅에 대한 현장의 인식부족, 둘째, 부족한 업무

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인원, 셋째, 과다한 업무로 인한 투자시간부족,

서 블로그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은

넷째, 이용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설명하고 있

대학도서관과 낮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이

다. 또한 이 연구는 도서관 SNS 마케팅 전․후

용 및 비이용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용

의 도서관마케팅 담당자 및 담당부서의 유무를

률이 높은 대학도서관 블로그는 기존의 도서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도서관 SNS 마케팅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용이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행 이후 도서관마케팅 담당인력이 뚜렷하게

형태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트위터와의 연계

증가하지는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서관이 블로그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용률이 저조한 곳

서는 먼저 전담부서를 세워 전문 인력을 갖추

은 블로그의 접근성이 낮았으며 게시물의 지속

고,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여 도서관이

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블

이용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

로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단순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별로 특성화

도서관 블로그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연구로

된 메뉴구성을 통하여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박희언(2008)은 P 대학도서관 블로그를 이용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하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사

이 필요함을 권장하였다.

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용자

효과적인 대학도서관 블로그 구성을 제안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탐색

기 위한 연구로 이미연과 김성희(2012)는 국내

의 편리성, 정보의 질, 흥미제공성이었으며, 구

22개 대학도서관 블로그와 국외 11개 대학도서

조적인 간결성, 상호작용성은 이용자 만족도에

관 블로그를 메인/서브 카테고리수, 콘텐츠 정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도서관 블로그

보내용, 제공되는 정보 형식 및 형태, 이용자 피

의 이용자는 블로그를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드백 메뉴 제공 등을 평가 기준으로 비교분석하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디자인이나 구조적

였다. 연구결론으로 대학도서관 블로그는 이용

인 간결함 보다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의 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자료와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를 제공받을 때 만족도를

깊고 폭넓게 정보원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면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

서 향후 이용자에게 흥미와 효용성 있는 우수한

연구를 통해 도서관 블로그 서비스 제공에 있

콘텐츠 개발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

어서 중점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블로그 이용

였다. Blair and Cranston(2006)은 도서관 블

자의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

로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블로그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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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상세히

1) 하루 평균 300여명의 이용자가 접속하고

기술하였다. 즉 명확하게 블로그의 범위와 목적

있으며, 업데이트되는 콘텐츠의 최신성과 독창

을 결정해야 하며 주 이용자와 그 다음 이용자

성, 유용함 등이 잘 유지되고 있다. 블로그의 가

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이용자와 소통하기 위한

장 큰 장점인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

중요한 주제들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블로그에 올릴 출판물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

2) 청암학술정보관 블로그는 대부분의 콘텐

여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최신성을 유지하며 업

츠가 학부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내용

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의 스타일과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길이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외

업로드와 일정한 형태를 갖춘 콘텐츠양식을 유

에도 편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구

지하는 점 등을 장점으로 열거할 수 있다.

체적인 블로그 정책들을 도서관 블로그에 명시

3) 청암학술정보관 블로그는 이용자들이 콘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블로그 정책은 또

텐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

한 블로그 상에 공개되어 이용자들이 재방문을

경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웹DB 사용에 대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같은 내용의 콘텐츠에서도 D 대학교 도서관 블

선행연구에서는 블로그의 기능, 역할에 관한

로그의 경우 ‘000DB 사용법’이라는 제목을 사

연구를 비롯하여 블로그에 대한 사서의 관점,

용하고 있는 반면, 청암학술정보관은 ‘학부생의

이용자 입장, 또는 사서 및 이용자 양쪽 모두의

과제수행을 위한 DB사용법’과 같이 이용자들

입장에서 설문조사와 면접법을 이용한 연구들

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률이 저조

수 있다. 제목 뿐 만 아니라 콘텐츠의 내용도

한 대학도서관 블로그를 대상으로 이용자 측면

단순히 텍스트와 이미지의 구성을 벗어나 동영

에서 블로그 사용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의견

상, Prezi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특

을 끌어내고 심층분석을 위하여 자관 이용자를

히 DB사용법, 새내기 이용자교육 같은 콘텐츠

선정하여 표적집단면접법을 활용하였다.

는 동영상이나 Prezi를 사용하면 사서가 대면
하여 가르쳐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
며 동영상의 경우, 사용법을 시뮬레이션으로

3. 국내외 도서관 블로그 사례 분석

보여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도서관 자원을

3.1 국내 대학도서관 블로그 사례
3.1.1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블로그:
http://postechlibrary.tistory.com/
청암학술정보관 블로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활용한 영어 공부법, 학부생을 위한 과제도우
미 5종 세트와 같이 주 이용자인 학부생들이 관
심가질 만한 주제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4) 청암학술정보관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도
서관은 지금(Twitter)이란 서비스는 이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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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면 새 글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관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바로가기를 제공하고

도구이다. 또한 온에어라는 월간 학술정보매거

있으며 네이버에서 블로그 검색이 가능하여 높

진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용은 대부분 도서관

은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로그의 콘텐츠로 이루어져있고, 매달 발행되
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서관과 블로그에 관심을

3.1.3 동국대학교 도서관 블로그: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http://dgulibrary.tistory.com/

그 외에도 ask a librarian에 들어온 질문들을

동국대학교 도서관 블로그의 특징을 정리하

매달 정리하여서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지

면 다음과 같다.

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블로그의 기능

1) 대부분의 국내 대학도서관 블로그가 사용

들은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티스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티스

것으로 판단된다.

토리의 장점 중 하나인 개인화 서비스를 최대
한 이용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분위기로 블로그

3.1.2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블로그:
http://jisanlib.tistory.com/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블로그의 특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블로그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도서관은
지금, 책을 말하다, 도서관 200% 활용하기, 이
용자 광장 등의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각 카테

1) 12개의 메인카테고리와 7개의 서브카테

고리의 게시글 마다 이미지와 동영상 등의 멀

고리로 구성되어있다. 메인카테고리는 도서관

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용편의성을

소식, 행사․이벤트, 추천도서, 영화감상실, 참

배려하고 있다. 콘텐츠의 질도 양호하여 이용

고정보원, 문화/공연/전시, 도전&열정, 정보&

자의 지속적 관심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업데

뉴스, newsletter, 지산갤러리, 운영자, 주제정

이트도 신속한 편이다.

보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동국대학교 도서관 블로그의 특징으로 좌
측 하단에 인스턴트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는

2) 메인 화면 오른쪽에 최근기사, 최근댓글,

트위터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최근트랙백 순으로 나열하여 이용자가 내용을

꼽을 수 있다. 페이스 북을 통해 ‘월요병’ 등의

확인하는데 용이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다.

이용자의 흥미를 끄는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고

콘텐츠의 구성으로는 최근소식이 맨 위로 올라

도서관 웹진을 홍보하고 있으며 도서관 잔여

오는데 날짜를 보면 대다수가 해당 월 게시글

좌석 안내를 통한 열람실 이용 촉구 등 다양하

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게 활용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일 및 누적 방문자 수에
서 이용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
자인과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서

3.1.4 경기대학교 도서관 블로그:
http://kgulib.tistory.com/
경기대학교도서관 블로그의 특징을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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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2) 블로그에 등록된 정보를 훑어볼 수 있는

1) 5개의 메인카테고리와 16개의 서브카테

기회를 제공한다. 첫 페이지에서 블로그에 등

고리로 블로그의 콘텐츠를 구성하였고 해당 도

록된 모든 게시물을 게시해 놓음으로써 이용자

서관의 블로그 이외에도 다른 도서관의 소식이

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게시물을

나 칼럼 등 다양하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훑어보며 다양한 정보에 우연히 마주할 수 있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는 기회를 제공한다.

2) 태그는 지속적으로 키워드가 움직이는 형

3) Categories를 통해 블로그에 등록된 정보

태로 제시되어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

3) 중앙도서관 이벤트와 행사&대회 등의 카

가 찾는 특정 정보에 대해서 블로그에서 제시

테고리를 보여주고 UCC경진대회 개최 등 다

한 80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모든 게시물을 훑

양한 이벤트를 행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블로그

어보지 않고도 단 몇 단계 만에 원하는 정보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카테고리가 다양하고

4) 각 게시물에 관한 댓글을 달 수 있어 원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성

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였으며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콘텐

있다.

츠들을 적절히 분류해 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카테고리 옆에 괄호로 몇 개의 콘텐츠를 보유

3.2 국외 대학도서관 블로그 사례
3.2.1 St. Petersburg College Library Blog:
http://spclibraryblog.blogspot.kr/
St. Petersburg College Library Blog의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 있는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로
하여금 어느 분야의 자료가 이 블로그의 강점
인지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가 많은 항목을 상위로 보여주고 카테고리
가 많은 수에서 적은 수로 나열하고 있다. 카테
고리는 많은 반면 뉴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

1) Blog Policy 구축을 통해 명확한 블로그

트, 이벤트, e-리소스 업데이트 등 주로 특정 한

의 목적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기

분야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는 점

관에서든지 이러한 정책의 수립 및 이용자에

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대한 고지는 중요하다. ‘미션, 목적, 코멘트에서

4) 최근에 게시된 글이 몇 개월 전에 게시된

는 블로그에 관련된 댓글만 기재해 주십시오.

것이라 비교적으로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이

그 외의 관련성 없는 것은 삭제하겠습니다.’라

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제공

고 미리 규정하고 알림으로서 이용자에게 블로

된 정보가 DB 이용 등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 이용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용자 또한

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자의 흥미

블로그를 관리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질적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자

이렇게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추후 게시물이나

의 지적 정보의 활용을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댓글 삭제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5) Blog Archive를 통해 과거의 블로그 자

32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4

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도와 월별로

하는 두 가지의 검색바는 소장자료 검색과 타

포스트를 구분 짓고 있어, 해당 기간의 포스트

관에 소장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블로그

만 모아서 볼 수 있다. 해당 기간 옆에는 포스트

게시물에 대한 검색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 총 몇 개 있는지도 나와 있다. 이러한 형식은

보인다. 따라서 검색바와 태그 서비스와 같은

특히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아카이빙 된 옛 자

특정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

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용하다고

필요하다고 본다.

볼 수 있다. 또한 visiting뿐 아니라 RSS프로그

8) 최근의 게시물 중 ‘New Videos on Demand'

램을 통해 메일로 정보를 보내주어 직접 방문

의 경우 내용이 너무 길어 스크롤 바를 내려야

하지 않고도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글의 경우 접어놓기

다. 연도별로 블로그 과거 정보를 수록해 놓았

를 이용해 더 보길 원한다면 ‘더 보기'로 펼쳐보

으며 초창기에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의

거나, 상단에 신착 비디오의 타이틀을 표로 제

카테고리가 균형있게 증가하기 보다는 특정 카

시하여 관심 있는 타이틀을 클릭할 경우 해당

테고리의 콘텐츠에 집중되어 증가하고 있는 것

페이지로 점프하는 기능이 있다면 사용에 편할

을 볼 수 있다.

것으로 판단된다.

6) 대학도서관과 링크를 통해 연결하여 블로
그와 연동성을 고려하였다. 이용자가 블로그를

3.2.2 Boise State University Library Blog:

이용하던 중 대학도서관으로 이동하고 싶을 경

http://albertsonslibrary.blogspot.kr

우 다른 페이지에서 웹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search/label/Announcements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도서관과 연동되어 이동

Boise State University Library Blog의 특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New Book메뉴에서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는 책 정보를 대학도서관 소장정보(OPAC) 시

1) Albertsons Library Quick Links를 제공

스템과 연결하여 링크를 통해 제공해주고 있다.

하여 링크를 통해 도서관으로 바로 연결하여 블

블로그에서 ‘ask a librarian'을 이용하여 사

로그와 연동성을 고려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보

서에게 질문할 수 있고 도서관 홈페이지의 일부

았던 St. Petersburg College Library Blog와

기능도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책과 비디오, 전

같다. 한눈에 보기 쉽도록 메뉴 중 상위에 배치

자책 기타 등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설

하여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으로 이동하고 싶을

치되어 있으며 뉴욕 타임즈의 북리뷰도 제공하

경우 다른 페이지에서 웹 주소를 입력하는 번거

고 있다. 그 외에 WorldCat을 이용하여 주변의

로움 없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lbertsons

도서관 장서를 검색해 볼 수도 있다. 하나의 대

도서관의 빠른 링크는 질문하기, 저널리스트,

학에 소속된 도서관의 블로그임에도 마치 검색

시간,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제공하여 대학도서

엔진과 같은 기능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관과 연결해주고 있다.

7) 블로그에 등록된 게시물에 대한 검색 시

2) 트위터 계정을 개설함으로서 실시간으로

스템을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 블로그에 존재

이루어지는 트윗 상황을 보여주는 창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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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블로그에 접근하였을 때 트위터라

1) 15개의 메인카테고리와 30개가 넘는 서

는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접근할 수 있

브카테고리를 알파벳순으로 상세하게 분류되

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 점이 장점으로 보인다.

어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 계단식으로 배열되어

이를 통해 이용자 간의 소통이 활발해질 뿐만

있다.

아니라 도서관 블로그 홍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QR code for Library website기능을 제
공한다. QR코드를 메인페이지에 제공함으로서
이 코드를 모바일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읽으면
도서관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한 번에 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휴대폰
으로 사이트를 검색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2) 콘텐츠도 주제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
으며, 원문을 제공하면서 하단에 다른 소셜네트
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메일 등으
로 공유를 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Tag Cloud는 전공주제별 태그를 제공하
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4) Blog Archive를 통해 블로그 초창기 자
료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볼 수 있다.

4) 도서관 블로그에서는 대략 매달 2~7건

5) 흥미위주의 자료보다는 도서관 블로그의

정도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진정한 목적인 전문적인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러한 점에서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꾸준히 이

있다.

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꾸준
한 콘텐츠 관리가 기존의 이용자들이 계속해

국내외 도서관 블로그 사례 분석은 국내외

서 블로그를 이용하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일

도서관 블로그 콘텐츠를 비교분석한 연구(이미

것이다.

연, 김성희 2012)에서 선정한 블로그 중 본 연

5) 타 대학도서관 블로그에 비해 콘텐츠를

구에 참여한 이용자가 관심을 갖고 논의한 블

다양하게 활용한다. 여러 국외 대학도서관 블

로그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포항공

로그의 경우 팟캐스팅, 비디오캐스트, 이미지

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블로그는 국내의 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곳도 대

른 도서관 블로그와 비교하여 이용자와 활발하

분의 콘텐츠가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게 소통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의

자료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미지나 동영상을 이

최신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St. Petersburg

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미지, 동영상을 잘 활용

College Library Blog는 블로그 정책을 제시하

하여 텍스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정

여 블로그의 목적과 운영방안을 확인할 수 있

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특징을 제공하고 있
어 이에 대한 긍정적이며 활발한 토의가 이루

3.2.3 Georgia State University Library Blog:
http://homer.gsu.edu/blogs/library/
Georgia State University Library Blog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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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 사례
분석

(1명)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표 1> 참조).
4.1.2 블로그 접근 빈도
도서관 블로그 접근 빈도에 대하여 한 달에

4.1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2-3번이 40.0%(6명)이었으며 기타로 응답한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와 관련 이용자 설문

경우가 60.0%(9명)로 파악되었다. 기타로 응답

조사는 2013년 11월 5일 수행되었으며 문헌정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보학과 온라인정보검색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는 방문하지 않음; 수업시간에 가끔 이용함; 생

17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11개의 문항으로

각날 때 가끔씩 이용함; 매우 가끔 이용함 ; 생

구성되었으며, 설문내용은 도서관 블로그 사용

각날 때마다 혹은 신착도서나 DVD자료가 궁금

여부, 접근 빈도, 접속 방법, 선호하는 콘텐츠,

할 때 이용함;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함; 서

접근성과 서비스, 댓글 횟수, 다른 대학교도서

너 달에 한 번 이용함; 5달에 1번 가량 이용함;

관 방문 여부,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 여부 등

1년에 1-2번 이용함(<표 2> 참조).

으로 구성되었다. 17명 중 불성실한 답변서 1부
4.1.3 블로그 인지 경로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도서관 블로그를 인지하게 된 경로는 도서관
4.1.1 블로그 사용 여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46.7%(7명), 교수의 소개가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 사용여부에 대한 질

33.3%(5명), 도서관 이용 교육을 통해서 20.0%

문에 93.8%(15명)에 예라고 응답하였고, 6.3%

(3명)로 파악되었다(<표 3> 참조).

<표 1> 블로그 사용 여부
블로그 사용 여부
예
아니오(9번 문항으로)
합계

응답(수)

응답(%)

15
1
16

93.75
6.25
100.0

<표 2> 블로그 접근 빈도
접근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2-3번
기타
합계

응답(수)

응답(%)

0
0
0
6
9
15

0.00
0.00
0.00
40.00
6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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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블로그 인지 경로
인지 경로

응답(수)

응답(%)

도서관 홈페이지
인쇄물 배포
교내 게시판
도서관 이용 교육(오리엔테이션, 견학, 온라인 튜토리얼 등)
친구, 선후배의 추천
교수의 소개
기타
합계

7
0
0
3
0
5
0
15

46.66
0.00
0.00
20.00
0.00
33.33
0.00
100.0

4.1.4 블로그 접속 방법

4.1.5 블로그에서 선호하는 콘텐츠

도서관 블로그 접속 방법은 주로 도서관 홈

도서관 블로그에서 선호하는 콘텐츠에 대한

페이지를 통해서가 93.3%(14명)이며, URL을

질문에 복수응답으로 추천도서 및 신착도서가

직접 입력한 경우는 단지 6.7%(1명)에 그쳤다

20.8%(10명), 도서관 소식 및 서비스가 18.8%

(<표 4> 참조).

(9명), 공지사항이 16.7%(8명)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4> 블로그 접속 방법
접속 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URL을 직접 입력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등)
기타
합계

응답(수)

응답(%)

14
1
0
0
15

93.33
6.66
0.00
0.00
100

<표 5> 블로그에서 선호하는 콘텐츠
선호하는 콘텐츠
공지사항(학술정보관 새소식)
도서관 소식 및 서비스
도서관 이용정보 및 tip
추천도서 및 신착도서
교육 및 행사
사진갤러리
멀티미디어(신간 DVD, 동영상)
학술관련 데이터베이스

응답(수)

응답(%)

8
9
6
10
6
3
4
2

16.67
18.75
12.50
20.83
12.50
6.25
8.33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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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블로그가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점

의 편리성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도서관 블로그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도움

정보의 다양성에서는 대체로 미흡과 매우 미흡

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57.1%(12명)로 가장

이 66.7%(10명)로 나타났다. 도서관 블로그에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 자료 활용에 도움을

대한 홍보 문항에서는 응답자 모두 대체로 미

주고 있음이 28.6%(6명), 학습에 도움을 주고

흡 20.0%(3명)와 매우 미흡 80.0%(12명)로 매

있음과 여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음이 각각

우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표 7> 참조).

4.8%(1명)로 나타났다(<표 6> 참조).
4.1.8 블로그에 댓글 올리는 횟수
4.1.7 블로그의 접근성과 서비스

도서관 블로그에 댓글 올리는 횟수에 대해

도서관 블로그의 접근성과 서비스와 관련된
7가지 문항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정보의

응답자 모두 사용 안함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분류 및 배열의 적절성과 블로그 내 정보탐색

<표 6> 블로그가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점
도움을 주는 점
학습
여가 활동
도서관 자료 활용
새로운 정보를 얻음
기타

응답(수)

응답(%)

1
1
6
12
1

4.76
4.76
28.57
57.14
4.76

<표 7> 블로그의 접근성 및 서비스
구분
1) 접근성과 이동편리성
2) 정보탐색의 편리성
3) 정보의 분류 및 배열의 적절성
4) 정보의 다양성
5) 정보의 품질
6) 사서와의 원활한 소통
7) 홍보

매우양호

대체로 양호

보통

대체로 미흡

매우 미흡

0명
0.0%
1명
6.66%
1명
6.66%
0명
0.0%
0명
0.0%
0명
0.0%
0명
0.0%

4명
26.66%
4명
26.66%
4명
23.5%
3명
20.00%
5명
33.33%
2명
13.33%
0명
0.0%

3명
20.00%
5명
33.33%
7명
46.66%
2명
13.33%
7명
46.66%
5명
33.33%
0명
0.0%

6명
40.00%
4명
26.66%
2명
13.33%
9명
60.00%
2명
13.33%
7명
46.66%
3명
20.00%

2명
13.33%
1명
5.9%
1명
6.66%
1명
6.66%
1명
6.66%
1명
6.66%
12명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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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블로그에 댓글 올리는 횟수
댓글 횟수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 년에 1-2번
사용 안함
기타

응답(수)

응답(%)

0
0
0
15
0

0.00
0.00
0.00
100
0.00

4.1.9 다른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 방문

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

다른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 방문 여부에는

램이나 콘텐츠의 개발을 제언하였다. 블로그를

81.3%(13명)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18.6%

접속하기 위한 경로라든지 눈에 잘 보이도록

(3명)가 아니오로 나타났다(<표 9> 참조).

배너를 만드는 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환경 개
선이 필요한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들에

4.1.10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

게 블로그의 유용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

의견도 있었다. 단순히 DVD 알림만 올라오는

용 여부에서 75.0%(12명)가 예로 25.0%(4명)

것 보다는 일주일에 한번 씩 테마를 정해 다양

가 아니오로 응답하였다(<표 10> 참조).

한 소식을 전한다거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콘텐
츠 및 이벤트를 열거나 사진이 포함된 재미있

4.1.11 기타

는 글을 소개하는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포

마지막 11번 문항은 오픈엔드 형식으로 12

스팅을 기대하였다. 도서관 관련 정보 제공 기

명의 응답자가 답변하였다. 이들은 블로그에 대

능과 함께 생동적이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

있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도 블로그를

<표 9> 다른 대학도서관 방문 여부
방문 여부

응답(수)

응답(%)

예
아니오
합계

13
3
16

81.25
18.75
100.0

<표 10>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

응답(수)

응답(%)

예
아니오
합계

12
4
16

75.00
2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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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관의 블로그에 접속하는 링크라는 것을 대부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의 대부분(93.8%)이

분의 이용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의 사용경험은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블로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이용자들은 블로그

그의 링크와 함께 블로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

의 접근성 및 서비스 측면에서는 블로그 내 정

다.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탐색의 편리성과 정보의 분류 및 배열의 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변하
였다. 도서관 블로그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적극적인 홍
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카테고리 구성 체계 직관성 및 카테고리
의수
현재 블로그의 카테고리는 총 9개로, 학술정보
관 소식, 전자정보원 안내, information literacy,

4.2 표적집단면접을 통한 분석

정보 활용 tip, 추천도서, 사진 앨범, 교육 및 행
사, 동영상, 신간 DVD!가 초기화면에 보이며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는 모든 페이지 상단

information literacy를 클릭하면 정보 활용 tip

에 검색 바를 두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키워드

이 하위 카테고리로 나타난다. 카테고리를 나눈

를 입력하여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어 게시물

기준이 모호하고 정보 활용 tip이 information

에 대한 탐색이 용이하다. 또한 각 게시물마다

literacy의 하위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것도 적

태그를 두어 쉽게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통

절하지 않다. 또한 information literacy는 레이

로를 마련해두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러한

블링으로서 직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점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용자가 기억하고

문헌정보학 혹은 관련 전공 분야에 지식이 없는

있는 게시물의 키워드와 접목시켜 찾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의미가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

을 수 있다.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

적당한 카테고리 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에도 불구하고 표적집단면접을 통해서 논의된

브라우징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이용자가 지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

기회가 부족하다. 카테고리는 정보를 찾는 유용

과 같다.

한 도구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비슷한 분야의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주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4.2.1 블로그 문제점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1) 접근성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블로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
지에서 블로그 링크를 통해야 한다. 그러나 도

3) 다양한 콘텐츠

서관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블로그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에 있는 매우 작은 T형태의 로고(Tstory)가 도

여러 유형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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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및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할만한 내용이

존의 이용자들도 방문을 하지 않게 되는 가장

부족하다.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대부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분은 공지사항과 같은 단순한 텍스트 형식의
정보이며, 거의 업데이트도 되지 않고 있다. 전

5) 커뮤니케이션 문제

자정보원 안내, 추천도서, 교육 및 행사와 같은

블로그의 역할로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기능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업데이트가 신속

이나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용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착 DVD 안내도

자가 적극적으로 블로그를 활용하고 코멘트나

DVD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소개하기 보다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공간이 필요하다.

는, 간략한 소개가 포스팅의 전부이기 때문에

현재의 블로그는 댓글형식으로만 이용자와 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블로그에 올려 진 정보가

통이 가능한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되어있다.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그
DVD의 제목만 검색해도 배우 소개부터 감독

6) 적극적인 홍보의 미흡

의 스타일, 촬영 에피소드, 옥의 티 등 흥미로운

블로그가 2008년 3월에 개설되었음에도 불구

요소를 소개하는 개인 블로거의 포스팅을 접할

하고 현재 도서관에서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는

수 있기 때문에 자관 도서관 블로그보다 포탈

지 아는 학생은 매우 적을 것이다. 도서관내에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흥미있는

블로그에 대한 홍보 포스터나 글, 안내게시물은

정보를 구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젊은 층이 많이 사용

대학도서관으로서 주 이용자인 교수와 학생

하는 쇼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도 거

을 위한 교육 관련 콘텐츠 보다 신착 DVD 소개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와 같은 특정 유형의 콘텐츠에 정보양이 집중되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함께 운영되고 있지만 이

어 있다. 이는 블로그 관리자가 이용자에 대한

역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분석이 부족하여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7) 가입형 블로그 운영
티스토리라는 폐쇄형 블로그를 선택해 운영

4) 게시물의 업데이트 미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티스토리는 운영자가 맟춤

콘텐츠의 최신성이 결여되어 있다. 블로그 개

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

설 초기의 자료 업데이트와 콘텐츠, 이용자의

하고 초대장을 받아야만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

관심에 비해 현재는 블로그 관리가 적절히 이

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의 포

하는 티스토리 블로그는 개설이 용이하지 않으

스팅은 2013년 11월에 이루어진 바 있지만, 그

며 네이버와 같은 포탈사이트로 부터의 검색 유

이전까지는 매월 한 개의 자료 또는 몇 달에 한

입도 어려운 편이다. 블로그는 서로 이웃을 맺

개의 자료가 올라오는 등 업데이트 속도가 매

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

우 느리다. 이는 블로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기

요한데 티스토리의 경우 블로그 개설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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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블로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요가 있고, 추천 도서와 함께 활성화를 한다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도서 정보들 얻기 위해 탐색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처음 들어온 이용자

8) 블로그 정책의 부재

도 이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어떤 글을 담고 있

블로그의 주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는지 알 수 있도록 카테고리 이름을 쉽고 간결하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 주 이용자가 누구이며 이

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성격을 지닌 카

들이 블로그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테고리들은 하나로 합치고 좀 더 자세하게 세분

대한 이용자조사가 미흡하다. 또한 잠재적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2-3개의 세부카테고리로 나누

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 이용에 대한 분석이

어 전문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부족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콘텐츠 구성측면에서 신입생, 고학년, 졸업생,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블로그의 이용자에 대

교수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거나 태그를 이용

한 정의뿐만 아니라 블로그의 목적과 목표 등이

해 정보를 제공한다면 각 카테고리에 맞는 이용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자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카테고리에서

4.2.2 블로그 개선방안

벗어나 국외대학도서관 블로그처럼 주제별, 학

1) 접근성 강화

문별, 학과별, 매체별 등의 카테고리를 제공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블로그로 접속하는 경

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로를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카테고리 중 세부카테고리의 하나

3) 콘텐츠 다양화 및 품질 향상

로 메뉴를 만들어 놓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멀티미디어, 국내외DB소개, 서비스이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도 도서관 블로그

용, 도서관소식 등을 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

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도서관 블로그로서 구색 맞추기에 다름없다
고 본다. 메뉴구성은 다른 도서관 블로그와 유

2) 카테고리 및 태그의 개선

사하지만 그 메뉴를 채워줄 실속 있는 콘텐츠

현재 제공하고 있는 9개의 카테고리명의 개편

들은 정작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필요해 보이며 카테고리 이름을 모두 한글로
하거나 영어로 하는 등 표기의 통일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동영상과 신간DVD!는

① 콘텐츠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도서관 자
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접 카테고리를 클릭해 카테고리에 포함된 글

대학도서관 블로그는 학술정보를 신속히 제

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히 어떤 콘텐츠를 가

공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학문의 최신성과

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용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신간 도서에 관한 정보들

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한

을 게시하기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할 필

다. 즉 단행본, 연속간행물, 멀티미디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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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학년별로 관심주제에 관

별로 준비를 한다. 경제, 역사, 여행, 소설, 어학,

해서 카테고리를 구성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요리 등의 테마를 구성해서 매주 테마에 맞는

를 들어 1학년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도서, 논문, 기사, 영상 등을 제공하면 학생들은

시스템을 숙지할 수 있도록 유용한 시스템 및

본인이 관심이 있는 테마의 글이 나올 때마다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2학년의 경우 외부

블로그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

활동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독서회, 독서

다. 또한 단순히 확인만 할 뿐 아니라 그와 관련

토론회, 도서관 공모전 등 외부활동에 관심이

된 서로 유익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을 댓글이나

많은 학부생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

의견을 통해서 공유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

공한다. 3학년의 경우는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의 특징을 반영하면 더

저서를 소개하거나 멘토특강, 교수특강, 외부

흥미로운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인

초청강사특강 등 진로설계에 관심이 많은 학부

문, 사회, 약학, 패션,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생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4학년의 경우 전

의 학과별로 대학의 신문기자와 같이 도서관 콘

문적인 논문작성가이드나 참고정보원 서비스,

텐츠 개발을 위한 기자를 모집해서 본인의 학과

다양한 국내외 웹데이터베이스 소개 및 이용방

특성 등을 활용해서 자료를 발행하면 더 많은

법 등 실질적인 학문분야와 다양한 취업특강 등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콘텐츠 최신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 개발
② 교내외 여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블로그의 최신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 행사, 학과 행

파악된다. 담당자가 매일매일 콘텐츠를 확인하

사, 외부 행사 등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하

고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업데이트를 신

고 이용자들에게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요인은 물론 전담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갖춘다. 또한 교수, 강사,

인력의 부족이다. 사서충원이 어렵다면, 한 관

학부생들의 대내외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도 소

리자만이 블로그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카

개한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와 학생과

테고리별로, 또는 주제별로 사서가 나누어 일

함께 이루어지는 북 카페나, 프레젠테이션 대회,

을 분담한다면 블로그 운영에 대한 부담은 분

학술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서로간의 정

산되고 더 효과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며

보를 공유한다. 교수나 강사의 활동들은 지식

업데이트의 최신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원으로서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카이

도서관 전 부서의 직원이 참여하는 방안과 함

빙의 기능으로 보존을 하면 좋을 것이다.

께 일반학생의 참여 등을 통해서 콘텐츠 확보
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③ 흥미와 이목을 끌만한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들을 테마

5)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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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예상된다. 동문 또는 재학생 연예인과 모델을

으로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다. 소통이 중

섭외해서 블로그에 인터뷰를 게시하거나 애장

요한 블로그의 특성 상, 이용자인 학생들과 도

품 이벤트를 하는 등과 같은 방법도 효과적인

서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

방법이 될 것이다.

요하다. 이용자도 자료를 올릴 수 있게 하거나,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의 주 이용자는 학생

댓글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필요하

과 교직원으로 구성된다. 또 다른 이용자 그룹으

다.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 가운데 티스토

로 졸업생을 포함하며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리 블로그의 폐쇄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티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주변에 있는 대학교의 학

스토리 대신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는 방안도

생들이 될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는 전국의 대학

검토되어야 한다.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 유입

생과 D 대학교의 입학을 꿈꾸는 청소년들까지

경로가 개방되어 있고 유입인구도 증가할 것으

도 잠재적 이용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고려대학

로 예상된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교, 광운대학교와 같은 경우 D 대학교와 연계하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블로그와 간

여 학점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학

편하게 이웃을 맺을 경우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생들이 D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따라서 도서관 블로그는 본교의 도서관 소식
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도 검

6) 홍보방법의 다양화

토되어야 한다. 대학 소개와 함께, 흥미로운 뉴

① 적극적인 홍보

스, 대학 주변의 맛집과 예쁜 카페 소개 등을 제

도서관 블로그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으로 도

공한다면 본교 학생들도 물론 정보를 얻겠지만

서관 팝업창을 띄우거나 홍보 포스터를 붙이거

타 학교 학생들도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에 관

나 이용자교육에 포함시키는 소극적인 방법뿐

심을 갖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도
서관 행사인 북카페 활동, 독서퀸 대회, 정보검

② 트위터와 페이스북 활용

색대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

블로그 이외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운영하

면, 2010년도 정보검색대회에 블로그를 이용한

지만 이를 이용한 블로그 홍보는 활성화되어

검색이 포함되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블로

있지 못하다. 블로그는 다양한 자료를 제한없

그 사용을 유도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 긴 글과 사진, 동영상등을 원문으로 바로 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도서관 블로그

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페이스북과 트

를 알리는 URL과 간단한 소개를 적은 안내지

위터의 네트워킹을 더하면 홍보가 보다 활발히

를 교내에 있는 카페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방법이다. 하루에도 많은 학생들이 카페를 찾

기업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마케팅 수단이다.

기 때문에, 컵홀더나 쿠키 등에 이러한 홍보문

젊은층이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적절히

구나 안내지를 끼워준다면 홍보가 될 것으로

활용한다면 도서관과 블로그를 홍보하는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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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일 것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이용자에

야별, 추천도서별, 수상별, 작가별, 테마별로 책

게 짧은 글로 소식을 전하고 링크서비스를 통

을 보여주고 있다. 책이 가지고 있는 표지 호소

해서 상세 내용을 블로그에서 볼 수 있도록 하

력을 이용해 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최소

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의 메타정보(책제목과 저자) 만으로 이미지

아무리 콘텐츠가 잘 갖추어진 블로그라고 해

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펭귄클래식은 마이크

도,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

로블로그인 텀블러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미지

진다. 소통과 공유, 개방성을 중시하는 블로그

를 노출시킨다. 이 역시 표지를 중심으로 이미

의 특성 상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지를 공유함으로써 펭귄클래식만의 독자적인

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이용

분위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서 댓글 단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서를
경품으로 주는 등의 이벤트를 응용하여 댓글을

7) 티스토리의 문제점으로부터 탈피

장려하는 것도 좋은 홍보 방안이 될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로 도서관 블로그를 이동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양하다. 접근성을

③ 이미지기반 사이트 활용

높일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블로그 관리 측면에

핀터레스트, 텀블러,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

서 다양한 이용 통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

셜미디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으며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분석도 비교적 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외대학도서관은 이미 상

월하다. 티스토리에서는 로그파일을 통해서 단

당수가 이러한 사이트의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

지 이용자가 로그인 한 이용 통계만 확인이 가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그 관심이

능하다. 그러나 네이버에서는 방문자 분포를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이트

성별, 관계별, 연령별로 나누어 일간, 주간, 월

는 이미지기반 사이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어

간 통계를 제공하며 어느 시간대에 많은 이용

떻게 잘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자가 방문하는지 알 수 있어 이벤트나 홍보행

없다. 이들 사이트에서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를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바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나
의 사진이 모든 이야기를 전달한다. 인스타그

8) 정책 수립과 공개

램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사진 필터 기능 또한

St. Petersburg University Library Blog의

제공하고 있어 평범한 사진을 매력적인 분위기

경우와 같이 블로그에 블로그 운영을 위한 정책

의 사진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텍스트

을 마련하고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은 블로그

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발

운영 규칙을 확인할 수 있고 재방문 여부를 결정

맞추어 GIF나 이미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움이 된다. St. Petersburg University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랜덤하우스의 경우 핀터

Library Blog 운영정책을 활용하여 D 대학교

레스트를 거의 전반적인 홍보에 내세우며 트위

도서관 블로그의 운영 정책(예시)을 제시하면

터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랜덤하우스는 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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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의 목적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의 목적은 교과과정과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문화적이고 여가적인 요구에 맞는
포괄적인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블로그의 목표
블로거(사서 및 이용자 등)들은 블로그에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해 게시하고, 학문적 관심 관련
이슈를 업데이트합니다.
◎ 정책 및 구성
① 블로그 매니저: 관리자는 블로그 관리 전반을 담당합니다.
연락하시려면 이메일(librarian@***.ac.kr)로 연락 주십시오.
② 블로거: 블로거들은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도서관 이용자입니다.
구성원 변경에 따라 블로그 카테고리는 새로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 실시간 의견과 논평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포스팅은 전문적이고 D 대학교 구성원에 잘 부합되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포스트를 올리기
전에 사실여부, 인용문헌을 체크하고 균형적인 시각과 지식을 제공하며 오류를 수정하고 오자와 문법적
오류를 체크합니다.
인신공격은 금지하며, 블로거들은 D 대학교 구성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 포스트도 올리지 않거나 나중에 지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된 포스트의 링크는 추천하나, 블로거들은 다른 블로그나 리스트에서 모든 내용을 다시 포스팅하는
것 보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④ 코멘트: 코멘트는 모두에게 자유로우나 블로그 관리자에게 제재당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에 대한 논평, 의견,
회신을 환영합니다. 코멘트는 게시된 포스트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스팸, 도배, 인신공격이나 주제와
관련 없는 코멘트는 금지합니다.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는 어떤 코멘트도 포스트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자 혹은 블로거는 코멘트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세워야 합니다.
⑤ 페이지: 자주 요청받은 정보, 유용한 페이지 등은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 페이지에 게재 됩니다.
⑥ 링크: 온라인 도서관이나 D 대학교 관련 웹사이트, 블로그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유용한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에 연결하는 다른 링크는 통계적으로 독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링크나 추천 링크에
추가됩니다.
⑦ 저작권: 이 블로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9) 운영, 인력 확보 및 교육

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 소

① 운영 및 인력 확보

통과 공유를 중요시 하는 블로그에서 운영자만

이란주와 김수영(2011)의 연구 외에 다수의

이 모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효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전담인력 부족은 도서관

율적이지도 않다. 운영자가 생산하는 콘텐츠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 가

물론 있어야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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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면 학생들의 참여감도 고취될 것이다. 학생

관련 교육 세미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 만들어나가는 콘텐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직원과 블로그를 담당할 직원은 정기적

학생도 이달의 도서나 좋아하는 작가 소개, 추

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유용한 방법

리소설 추천 등 각자의 흥미에 맞는 주제로 도

들을 습득해야 한다. 또한 블로그와 관련된 근

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학우

로학생 및 일반학생 등 지원자의 교육도 함께

의 입장에서 어떤 도서를 추천하는지, 어떤 상

이루어져야 한다.

황에서 읽으면 좋을지 등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콘텐츠의 효과적 구성을 위하여, 사서의 컴퓨

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터와 블로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또한 도서관 UCC경진대회를 열거나

또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포토샵이

학생이 제작하는 학교 도서관 관련 웹툰을 소개

나 윈도우 무비메이커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루

한다면 이 또한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는 기술도 요구된다. 또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으로 예상된다. 그림 그리는 데 취미와 재능이

두고 있어야 하는데, 한 주제에 관한 깊이 있는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것,

주제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능력도 필요

도서 추천, 학교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 등을

한 동시에 자신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도서관 블로그에 웹툰 형식으로 제공한다면 D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대학도서관 블로그의

대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 이용자

운영자는 재치와 디자인감각 또한 갖추고 있어

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야 하며, 계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용자가 무엇

한 달에 한번 정도, 블로그를 활발하게 이용

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관

하는 학생을 선정해 그 블로그와 학생을 소개

리자만이 블로그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

하는 것 또한 함께 콘텐츠를 생성해 나가는 데

고리별로, 또는 주제별로 사서가 나누어 일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떠한 분야에서 파워

분담한다면 도서관 블로그 운영에 대한 부담은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

덜면서 더 효과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나갈 수 있

생의 블로그를 소개하고 인터뷰한 글을 게시하

을 것이다. 또한 블로그 이외에도 핀터레스트,

는 형식도 검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학생의

텀블러, 유투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능통해야

블로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 될 수 있으

한다. 유투브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용자교육

며, 동시에 그 학생의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이

을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다.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에도 방문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② 교육
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의 계속적인 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블로그의 주

육도 필요하다. 현재 소셜네트워크 활용방안이

이용자인 대학생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조사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석하여 이를 토대로 블로그 개선방안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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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다. 본 연구는 자관 이용자가 흥미를 가

수 있다. 홍보를 통해 방문자가 증가하고 그 중

질 수 있는 도서관 블로그를 위한 자료 수집의

요성이 부각되면 대학에서도 블로그의 존재를

방안으로 이용자연구에 촛점을 두고 있다. 연

인식하게 될 것이고 블로그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목적을 위하여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를 대

인력을 충원하거나 대학 내부 교육 혹은 외부

상으로 자관 이용자로서 문헌정보학과 학생 17

강의를 지원함으로서 잠재적 이용자의 요구를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D 대학교 도서관 블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투자된

로그에 대하여 이들의 인식도를 설문으로 조사

부분은 콘텐츠 품질을 높여 블로그 활성화에 기

한 후, 국내외 대학도서관 블로그와 D 대학교

여를 할 것으로 본다.

도서관 블로그를 심층 활용한 후 세 그룹으로

그러나 막상 홍보에 성공한다고 해도 홍보

나뉘어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활동 이후에 도서관 블로그의 이용률이 획기적

서는 참여자의 심도있는 논의를 끌어낼 수 있

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증가한 이용

었으며 이용자 측면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

자를 유지 시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

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으면 홍보효과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

분석결과로 블로그의 접근성, 카테고리 구성,

히 단발성 홍보를 통해 이용자가 블로그 이용

최신성, 콘텐츠, 업데이트, 커뮤니케이션, 홍보,

후 내부 콘텐츠에 직접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

가입형 블로그, 블로그 정책의 부재 등의 문제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홍보와 콘

점이 도출되었으며 관련된 개선방안이 제시되

텐츠 품질의 향상이 선순환을 통하여 블로그에

었다. 특히 홍보와 콘텐츠에 관련된 문제점 및

대한 관심과 투자의 확대를 유발하고 블로그의

개선방안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자관 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용자들의 정서적 요구를 비롯하여 느끼고 경험
한 내용들이 정리되었다.

이란주와 김수영(2011) 연구에서는 블로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방문자 수의 저조함, 이

D 대학교 도서관 블로그의 문제점은 크게 홍

용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양한 정보 및

보와 콘텐츠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홍보와 콘

콘텐츠의 부족, 홍보의 부족을 꼽았으며 이는

텐츠 품질의 문제는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개

사서의 입장에서 조사되었던 결과이다. 본 연

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두 문제점을 균형적으로

구에서 이용자가 제시한 문제점과 공통된 인식

보조를 맞추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

한다.

며 이용자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블로그 관리자

홍보의 문제는 블로그 운영의 문제와도 직결
된다. 도서관 블로그의 운영을 모르는 학생들이

는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
고 판단한다.

많다는 것은 저조한 블로그 방문자의 수와 직결

본 연구결과는 대학도서관 블로그 이용률이

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구도 뚜렷하게 드러나

낮은 도서관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이용자연구

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를 통해서 이용자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

비해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볼

는 활성화된 도서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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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연구에서 문헌정

의견을 수렴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의견을 반영

보학 전공 외에 여러 전공분야를 포함하는 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분야별

참

고

문

헌

권나현. 2011. 정보봉사 연구에서 디지털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 149-163.
김지은, 노영희. 2013. 도서관 SNS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24(3):
157-180.
박희언. 2008. 도서관 블로그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연구: 국내 P 대학도서관 블로그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
이란주, 김수영. 2011. 국내 대학도서관 블로그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
회지 , 22(3): 57-73.
이미연, 김성희. 2012. 대학도서관 블로그 콘텐츠 비교․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23(3): 157-175.
이유진, 곽승진. 2011. 대학도서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
회 학술대회논문집 , 43-51.
Blair, J. and C. Cranston. 2006. “Preparing for the Birth of Our Library Blog.” Computers in

Libraries, 26(2): 10-13, 54.
Janette, A. N. 2008. “Biblioblogging: Blogs for Library Communication.” The Electonic Library: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Mimicomputer, Microcomputer and Software Applications
in Libraries, 26(5): 683-694.
Stover, J. S. 2007. “Making Marketing Work for Your Library Blog.” Internet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11(4): 155-16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im, Ji Eun and Younghee Noh. 2013.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Library SNS Marketing.”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3): 157-180.
Kwon, Nahyun. 2011. “The Meaning of Digital in Research of Information Service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49-163.

34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4

Lee, Lan-Ju and Soo-Young Kim. 2011.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Blogs in University
Libraries at Korea.”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57-73.
Lee, Mi-Yeon and Seong-Hee Kim. 2012. “The Comparative Analysis of Blog Content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157-175.
Lee, Yoo-Jin and Seung-Jin Kwak. 2011.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of University Librarie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3-51.
Park, Hee-Eon. 2008. A Study on the User Satisfaction of the Library Blog Service. M.A.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