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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어린이 도서  서비스 제공자인 사서와 어린이 이용자의 자책 인식  이용을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 5개 어린이 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 55명을 상으로 자책에 

한 인식과 이용, 서비스 황, 개선 사항을 악하 다. 한 동일한 도서 의 어린이 이용자 30명을 

선정하여 자책에 한 인식과 이용행태를 조사하 다. 두 집단의 자책에 한 인식과 이용행태를 

비교 분석하 으며, 어린이 도서 의 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자책 콘텐츠와 공간  시설의 

충분한 제공, 이용자 교육 로그램 개발과 극 인 자책 서비스 홍보, 자책 담당 사서의 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use of e-books by librarians 

and children and to suggest important elements to improve e-book services at the children's 

libraries. User survey questionaries and interviews from fifty five librarians and thirty 

children were carried for the perceptions and the use of e-books at five children's libraries. 

Based upon the data analysis from two groups, three important elements for improving 

e-book services of the libraries were suggested as follows: providing enough e-book contents, 

facilities and spaces, developing e-book user education programs with proactive pubic 

relations, and providing professional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regarding e-books 

to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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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근래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보 이 확 되면

서, 자책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종

이책과 자책이 공존하는 하이 리드 독서 환

경 아래 신규 도서 에서는 개 과 동시에 

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도서 의 자책 서비스는 성인 이용자

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 이용자에게도 

요한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 자책의 경우, 멀티미디어  요소가 많

이 가미되어 종이책의 상호 보완 인 독서 매체

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공

공도서  어린이실, 어린이 문도서 , 학교도

서  등 어린이를 주이용 상으로 삼는 어린이

도서 에서도 자책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

거나 확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책이라는 새로운 독서 매체가 서

비스 제공자인 사서나 어린이에게 어떠한 향

을 미치고 있는지, 어린이 도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서가 자책에 해 어떤 인식을 갖

고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책과 종이책이 공존하는 독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성공 이고 만족스러운 도서   

정보 활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사서의 극 이고 선제 인 서비스와 함께 도

서 의 장서 개발  서비스 반에 한 변화

를 모색하고 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해

서는 사서들의 자책에 한 인식과 태도에 

한 이해가 우선되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 이고 세심한 자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의 목 은 변하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어

린이에게 합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먼  어린이 도서  사서들과 어린이 이

용자의 자책에 한 인식  이용을 분석하

고 도서 의 어린이 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

을 제안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하이 리드 독서 환경에 응하기 

해 사서와 어린이의 자책 인식  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 의 서비스 발  방안을 

제시하기 해 문헌 조사, 설문 조사, 면담을 실

시하 다.

첫째, 문헌 조사에서는 자책의 개념과 

자책 시장에 한 개 인 황을 악하고, 

어린이 도서 의 자책 서비스 유형과 실태를 

고찰하 다.

둘째, 어린이 도서  사서를 상으로 자책 

이용 행태와 도서 의 자책 서비스 황을 설

문과 면담을 통해 악하 다. 먼 , 어린이도

서 에 근무하는 자책 담당 사서  일반 사

서( 장 포함) 55명을 상으로 어린이 자책 

서비스 실태와 자책 서비스 황, 계속 교육 

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악하 다. 특히 조사 

상 도서 의 자책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

에게는 추가 인 면담을 통해 어린이 자책의 

구매, 계약, 이용 등 자책 서비스 반에 한 

문제 과 향후 개선 사항을 악하 다. 조사 

상 도서 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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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인 주교하도서 , 서울시교육청어린이

도서 , 이 부속 등학교도서 , 서울 신 등

학교도서 을 선정하 다. 선정 근거는 문화체

육 부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과 한국도

서 연감 2010 (한국도서 회, 2011)의 2009

년도 어린이 장서 수와 자책 수를 바탕으로 

선정하 으며 자책을  소장하지 않은 도

서  한 곳도 포함시켰다. 

셋째, 5개 도서 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어

린이 이용자 각 5~6명씩, 총 30명을 상으로 

어린이의 자책 인식  이용 행태를 면담과 

찰을 통해 분석하 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 도서  자책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1.3 선행연구

도서 에서 자책에 한 인식과 이용에 

한 연구는 2000년 부터 지속 으로 이루어졌

다. Dearnley, Mcknight, Morris(2004)는 공

공도서 에서의 자책 도입에 한 이용자의 

반응을 조사하 다. 그러나 자책 이용자들에

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공도서  안에서 

자책이 유용한 달 매체라는 결론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Wilkert(2009)는 O'Reilly의 이

용자 2,000명에게 자책의 선호도와 구입 습

에 해 조사하여 독서매체로서 이동성 있는 

자책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책 기기

로는 개인용 컴퓨터가 가장 많이 사용됨을 밝혔

다. Chief Officers of State Library Agencies 

(2010)는 공공도서 에서 자책의 역할과 의

미를 조망하기 해 도서 장과 사서들을 상

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자책의 수서, 검색, 작

권, 표 화, 서비스  공간 설계 등의 다양한 측

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Library Journal 

(2010)은 학도서 과 공공도서 , 학교도서

 사서를 상으로 자책 서비스 황을 악

하 으며, Primary Research Group(2010)에

서도 학도서 과 공공도서 , 특수도서 의 

자책 이용  서비스에 한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여 미국 내 도서 의 자책에 한 

황  문제 을 제시하 다. 

국내 연구로 남태우와 김진아(2003)는 국내 

학도서 의 자책 이용 실태와 문제 , 발  

방안을 제안하 으며, 장선화(2004)는 자책 

활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스템  요소, 주

 요소, 이용 정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하 다. 성동규와 박상호(2005)는 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이용자를 상으로 자책 이

용  구입비용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다. 김경일(2006)은 자책의 이용자 

증 를 해서는 자책 인터페이스 개선과 양

질의 콘텐츠가 최 한 확보되어야한다고 하

고, 장혜란(2006)은 학생을 상으로 자책 

인식과 서비스 이용 황을 악하여 도서 에

서의 자책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황 숙(2006)은 등학교 어린이 8명을 상

으로 실험 연구를 통해 독서매체로서 자책의 

활용성을 강조하 다. 정진한과 박일종(2007a; 

2007b)은 구와 경북 지역의 자책 서비스 담

당 사서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책 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으며 후속 연

구에서 어린이 자책 서비스의 수서 정책을 제

안하 다. 김 희와 강다혜(2008)는 등학생

을 상으로 멀티미디어 자책의 독서 효과를 

연구하 으며, 김효선(2008)은  지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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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서  자책 이용 연구를 통해 이용자 만족

도를 높이기 한 방안을 제안하 다. 그리고 정

진한(2009)은 학도서  이용자의 출 기록

을 통해 자책 서비스 비활성화 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이경아(2010)는 국내 어린이 도서 의 자

책 제공  이용 황을 조사하여 자책 서비

스 개선방안을 제안하 으며, 이용 (2010)은 

자책 시장에 한 수용자 인식 연구를 통해 

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지 하 다. 정종원(2010)과 남 과 최성은

(2011)은 각각 학생의 자책 이용 실태를 조

사하 고 정연경(2011)은 학부모들의 자책

에 한 인식과 도서 의 자책 서비스 만족도

를 살펴보고 향후 도서 의 자책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이상과 같이 자책에 한 인식과 이용에 

한 선행연구는 국외의 경우, 최근 다양한 종

의 도서 을 상으로 자책 서비스 이용 황

에 한 연구가 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

해 국내 연구는 주로 학도서  이용자의 자

책 이용을 심으로 이루어진 편이며 사서들을 

상으로 한 자책 서비스 이용에 한 연구나 

어린이 도서 의 자책 서비스에 한 연구는 

드물게 다루어졌다. 특히 자책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서와 함께 어린이 도서 의 어린이 이용

자들을 상으로 자책에 한 연구가 면 히 

이루어진 이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 도서

의 자책 서비스 개선을 해 사서와 어린이

에 한 이용자 인식  이용에 한 연구가 시

하다.

2. 전자책과 어린이 도서관

2.1 전자책의 개념과 시장

Gardiner와 Musto(2010)는 자책을 컴퓨

터 는 다른 자 기기로 제작, 출 , 독서가 

가능한 텍스트의 이미지로 구성된 디지털 형태

의 도서 분량의 출 물이라고 하 다. 한국인터

넷진흥원(2010)에서는 자책을 기존의 서 , 

잡지 등 종이책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PDA, 자책 단말기를 통하여 책의 

내용을 보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도서

로 정의하 다. 

자책은 1990년 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으

며, 최근에는 모바일 산업의 발 과 더불어 하

드웨어  소 트웨어의 지속 인 신으로 시

장이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이 게 자책의 

매가 늘어나게 된 근본 인 이유는 자책 단

말기와 스마트 폰, 태블릿 PC의 보 이 확산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동선(2010)은 미디

어 디바이스  스마트폰의 비 이  세계 으

로 높아짐에 따라 무선 환경과 이동성, 다양한 

디스 이 크기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디바이

스의 시장 규모가 자책 시장의 유율과 콘텐

츠 발  방향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국내의 경우, 자책 시장 규모는 2005년에

는 3만 6,732종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23

만 271종으로 늘어났으며,  종수는 2009년 

58만 5,695종에 달하 다(이용 , 2010). 국내 

자책의 분야별 유율을 살펴보면, 2009년 기

으로 문학책 23.1%, 사  19.5%, 어린이 책이 

13.7%, 학술 13.5%, 잡지 9.5%, 만화 9.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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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1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자

책 유율은 최근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작 기

술이 용된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인해 꾸

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이경아, 2010). 그러

나 2009년 국내 단행본 시장 규모에서 어린이 

책이 문학보다 유율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향후 양질의 어린이 자책 콘텐츠가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2.2 어린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어린이 자책의 서비스 구축  운  방식은 

개별 도서 이 독립 으로 자책 서비스를 운

하는 경우와 동일 지역 내 도서 들이나 자치

구, 지방자치단체 등 유  기 들이 자책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책을 구입, 리, 서비스

하는 유형이 있다. 자책 이용 권한의 부여 방

식은 이용자 인증 방식을 부분 채택하고 있는

데, 일부 도서 은 서비스 이용 범 를 내와 

외로 차별화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은 해

당 지역 거주민이거나 해당 도서  는 특정 

도서  네트워크에 회원 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만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도서 에서 어린이 자책의 이용자 수를 결

정하는 방식은 출 사나 행사와의 계약 조건

으로 결정되며 동시 이용자수는 동시 이용을 단

일 이용자로 제한하는 경우와 정해진 이용자수 

만큼 동시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 그리고 동시 

이용자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한 

동시 이용자수를 정하는 방식과는 별개로 콘텐

츠를 단 로 하여 콘텐츠별로 하루 열람 횟수

나 연간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사용

되기도 한다. 자책은 개인별 출 가능한 콘

텐츠 수의 제한, 콘텐츠별 동시 이용자 수 제한

이 있으며, 출 기간이 지나면 자동 반납된다. 

따라서 자료별, 개인별 자책 출 기간 차별

화를 콘텐츠의 출  반납 회 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자책의 주된 콘텐츠 유형은 PDF이며 PC

에서 읽기 해 ‘ezPDF 뷰어'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일의 종류에 따라 ‘북토피아 뷰어', 

‘키즈북 뷰어', ‘오디오북/북세미나 뷰어' 등의 

뷰어를 설치해야 한다.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

여 보기를 실행했을 때, 해당하는 콘텐츠의 열

람에 필요한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

으로 설치 과정이 안내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컴퓨터 설정에 따라 Direct X와, Active X 설

정이 추가로 필요하다(정연경 등, 2011). 

   3. 사서와 어린이의 전자책 
인식과 이용

본 연구에서는 사서와 어린이를 상으로 새

로운 독서 매체인 자책의 인식  이용 행태를 

조사하 다. 어린이 자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상 집단은 어린이가 분명하지만, 사서가 서

비스 제공자로서 많은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이들의 인식과 이용을 악하 다.

3.1 사서

조사 상 5개 도서   사서교사가 없는 서

울 신 등학교를 제외한 4개 도서 에 근무

하는 체 55명 사서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응답자는 37명으로, 회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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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에 달하 다. 본 연구는 조사 내용을 사

서의 자책 인식과 이용 행태, 도서  자책 

서비스에 한 만족도로 구성하 고 서비스 제

공자 측면으로 자책 교육 로그램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표 1> 참조).

3.1.1 일반 사항

응답자의 연령은 25세부터 48세로, 평균 35.27

세이며, 남자 5명(13.5%), 여자 30명(81.1%), 

무응답 2명(5.4%)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담

당 업무는 어린이 사 담이 11명(29.7%), 참

고 사  열람 6명(16.2%), 수서  정리는 

5명(13.9%), 나머지 14명(38.9%)은 기타로 집

계되었다. 도서  근무 경력은 평균 9.06년으로 

5년 이하가 14명(45.2%)으로 가장 높았으며 

6~10년(6명, 19.4%), 16~20년(5명, 1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4년제 학교 

졸업자(26명, 74.3%)이거나 학원 졸업자(8

명, 25.7%)로 다수가 2  정사서 이상의 자

격증 소지자이며, 사서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

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 다. 컴퓨터 이

용 시간은 일일 평균 3시간 이상(33명, 89.2%)

이 가장 높았으며, 1~2시간(2명, 5.4%), 30분 

~1시간, 2~3시간(각 1명, 각 2.7%) 순으로 조

사되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소유한 사서

는 19명(51.4%)으로 소유하지 않은 사서 수(18

명, 48.6%)와 비슷하 다.

3.1.2 자책 인식 

사서의 자책 인식도는 연령  성별, 도서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책 무경험

자도 자책에 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자책을 실제로 이용한 이 없어도 자책에 

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

다. 자책의 비이용 이유는 ‘종이책이 사용하

기 더 익숙하고 편하다’(10건, 7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 참조).

3.1.3 자책 이용

체 24명의 자책 유경험자(무응답 1명)를 

상으로 자책의 첫 이용 계기와 경로를 조사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 에서 자책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

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사서는 자  홈

페이지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교하도서 은 국

내 자책 사이트를 주로 사용하 다.

한편, 자책의 주된 이용 목 은 <표 4>와 

같다.

부문 항 목 부문 항 목

일반사항 

 

정보 환경

연령  성별, 경력  담당 업무, 

최종 학력  보유자격증, 컴퓨터 

이용 시간, 기기 소유 황

자책 이용
선호 독서 매체, 주이용 기기, 이용 요인, 

이용 경로, 부가 기능, 자책의 장단

자책 인식
인식 여부, 이용 경험, 비이용 원인  

향후 이용 가능성

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 여부, 서비스  콘텐츠 만족도

자책 이용
이용 계기, 목 , 빈도  독서 시간, 

독서량

계속교육

로그램

문성 습득 방법  분야, 

자책 교육에 한 요구

<표 1> 조사 내용: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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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 비율(%)

자책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5 38.5

자책은 읽기가 불편하다 4 30.8

자책을 보면 이 피곤하다 5 38.5

전자책보다 종이책이 사용하기 익숙하고 편하다 10 76.9

자책 이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쉽게 잊어버린다 1 7.7

보고싶은 책이 자책 사이트에 없다 2 15.4

자책을 읽기 한 설치 로그램과 그 과정이 번거롭다 5 38.5

종이책으로 읽어야 독서하는 것 같다 2 15.4

합계 *34 261.5

<표 2> 자책 비이용 이유: 사서( * 복수응답)

항 목 빈도 비율(%)

자 의 홈페이지 9 39.1

포털 서비스(네이버, 다음 등) 2 8.7

국내 자책 사이트 6 26.1

외국 인터넷 서  사이트 2 8.7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이용 경험 1 4.3

기타 4 17.4

합계 23 100.0

* 무응답 : 1명

<표 3> 자책 이용 계기  경로: 사서

항 목 빈도 비율(%)

새로운 정보(지식) 획득 는 학습 9 39.1

여가 생활  독서 8 34.8

개인 인 호기심 충족 6 26.1

합계 23 100.0

* 무응답 : 1명

<표 4> 자책 이용 목 : 사서

1년간 자책 평균 이용 권수는 4.05권으로 

최소 0권에서 최  15권까지 다양하게 분포하

으며, 0~3권 이하가 과반수를 차지하 다. 

자책 이용 이후 독서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별 차이 없다’(21명, 91.3%)가 ‘덜 읽는다’(2명, 

8.7%)보다 압도 으로 우세하여, 자책이 응

답자의 독서량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2명 모두 종이책을 

자책보다 선호하 으며 종이책의 선호 이유

로는 ‘종이책이 더 익숙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표 5> 참조). 자책 독서의 주이용 기기

는 개인PC /노트북 30명(55.6%)이 가장 많았

고, 스마트폰 8명(14.8%), 태블릿 PC 5명(9.3%) 

순으로 자책 용기기로 이용하는 응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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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 다.

항 목 빈도 비율(%)

종이책이 더 익숙하다 17 77.3

종이책이 이해가 더 잘 된다 12 54.5

원하는 책의 종류가 더 많다 10 45.5

원하는 책을 찾기 쉽다 2 9.1

합 계 *41 186.4

<표 5> 종이책 선호 이유: 사서( * 복수응답)

자책을 이용할 때 향을 주는 요인으로 1

순 는 내용의 질(8명, 23.5%), 2순 는 이용 

용이성(6명, 17.6%), 3순 는 가격(유무료)(7

명, 20.6%)이었다(<표 6> 참조). 

자책 이용방식으로는 공공도서  홈페이지

를 통해 출해서 보는 응답자가 12명(52.2%)

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사서가 공공도서  홈

페이지를 통해 자책 이용이 무료로 가능하다

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1.4 자책의 장․단

사서들은 자책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에서 출/반납이 가능한 것을 최  장 으로 

꼽았다(20명, 90.9%)(<표 7> 참조). 

자책의 단 은 콘텐츠 부족(20건, 83.3%)

항 목
1순 2순 3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용 용이성

( 출, 구매, 속, 다운로드 등)
5 14.7 6 17.6 5 14.7

내용의 질 8 23.5 4 11.8 2 5.9

화면 구성 4 11.8 2 5.9 5 14.7

신간 도서 3 8.9 4 11.8 - -

가격(유무료) 1 2.9 5 14.7 7 20.6

무응답 13 38.2 13 38.2 15 44.1

합 계 34 100.0 34 100.0 34 100.0

<표 6> 자책 이용의 향 요인: 사서

항 목
1순 2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의 출/반납이 

가능하다
20 90.9 1 4.5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생생하다 1 4.5 4 18.2

다양한 검색과 부가 기능이 편리하다 - - 6 27.3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빠르다 1 4.5 1 4.5

된 자료도 자책으로 이용 가능하다 - - 8 36.4

기타 - - 2 9.1

합 계 22 100.0 22 100.0

* 무응답 : 2명

<표 7> 자책의 장 :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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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화면으로 책을 읽는 것이 불편함(19건, 79.2%)

이었다(<표 8> 참조).

3.1.5 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

자책 이용 경험자  소속 도서  자책 서

비스 이용자는 총 7명(29.2%), 비이용자는 17명

(70.8%)으로, 자책을 이용해 본 사서 에서

도 소속 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속 도서  자책 경

험자 7명을 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그리고 도서 의 자책 콘텐츠 측면에서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 주제 다양성이 3.71 , 자료의 

최신성에 한 만족도는 2.57 으로 가장 낮게

항 목 빈도 비율(%)

읽고 싶은 자료가 별로 없다 20 83.3

읽고 싶은 자료는 항상 출 이다 5 20.8

기기 오류가 많다 - -

원하는 책을 검색하기 어렵다 1 4.2

자책 이용 과정과 차가 복잡하다 2 8.3

화면으로 책을 읽기가 어렵고 싫다 19 79.2

없다 - -

합 계 *47 195.8

<표 8> 자책의 단 : 사서( * 복수응답)

항 목
매우만족

(5 )

약간만족

(4 )

보통

(3 )

약간불만

(2 )

매우불만

(1 )
무응답

평균

수

속 경로
- 6 - 1 - -

3.71
- 85.7 - 14.3 - -

사이트 

디자인

1 5 - 1 - -
3.86

14.3 71.4 - 14.3 - -

이용 차
- 6 - 1 - -

3.71
- 85.7 - 14.3 - -

신간입수
- 3 1 1 2 -

2.71
- 42.9 14.3 14.3 28.6 -

이용 안내
2 4 1 - - -

4.14
28.6 57.1 14.3 - - -

PC 수
1 4 1 - - 1

4.00
14.3 57.1 14.3 - - 14.3

이용 공간 

치  크기 

1 4 1 - 1 -
3.57

14.3 57.1 14.3 - 14.3 -

반 인 

만족도

- 7 - - - -
4.00

- 100.0 - - - -

<표 9> 도서  자책 서비스 만족도: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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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어 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콘텐츠 만족도가 

반 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3.1.6 계속 교육 로그램

자책 련 교육 로그램에 한 사서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그리고 장서 개발 분야, 그리고 반 인 

자책 서비스 시행과 직 으로 련된 부분에 

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항 목
매우만족

(5 )

약간만족

(4 )

보통

(3 )

약간불만

(2 )

매우불만

(1 )

평균

수

양  풍부함
- 3 2 1 1

3.00
- 42.9 28.6 14.3 14.3

내용의 신뢰성
- 5 1 1 -

3.57
- 71.4 14.3 14.3 -

자료의 최신성
- 1 3 2 1

2.57
- 14.3 42.9 28.6 14.3

주제 다양성
1 3 1 2 -

3.71
14.3 42.9 14.3 28.6 -

<표 10> 도서  자책 콘텐츠 만족도: 사서

항 목 빈도 비율(%)

체로 필요하다 22 62.9

매우 필요하다 9 25.7

보통이다 4 11.4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필요하지 않다 - -

합 계 35 100.0

* 무응답 : 2명

<표 11> 자책 교육 로그램의 필요성

항 목 빈도 비율(%)

이용자에 한 이해 4 11.4

자책 출  동향 6 17.1

자책 입수  리 반 15 42.9

자책 장서 개발 19 54.3

자책 이용 교육 운 13 37.1

력망 구축 5 14.3

자책 이용 방법 반 12 34.3

모든 분야 6 17.1

합 계 *80 228.6

<표 12> 분야별 자책 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 * 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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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린이

조사 상 5개 도서 의 어린이 이용자는 사

에 부모의 동의를 받고, 연령  성별, 소속 도

서  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최종 확정하

다.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는 5개 조사 상 기

에 소속된 총 30명이며, 도서 별 5명에서 7

명까지, 학년별로는 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15

명으로 고르게 분포하 다(<표 13> 참조).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조사 항목은 크게 3

개 범주로 구성하 으며, 첫째, 일반 사항으로는 

성별, 연령과 같은 인 사항과 도서  이용 황

을, 둘째, 자책 인식에서는 인지도, 경험 여부, 

이용 계기를, 셋째, 자책 이용에서는 이용 목

, 근  이용 경로, 활용 부가 기능, 자책

의 장단 , 자책 독서 행태, 독서 매체로서의 

선호도, 도서 의 자책 서비스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3.2.1 일반 사항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12명(40%), 여자가 

18명(60%)이었으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년과 고학년이 고르게 분포하 다. 체 어린

이 응답자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24명으로 1개월 기  평균 6.71회 으며, 공공

도서 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20명으로 1개월 

기  평균 10.15회로 조사되었다. 

3.2.2 자책 인식

자책에 해 ‘들어본  있다'고 응답한 어

린이는 20명(66.7%), ‘들어본  없다’고 응답

한 어린이가 10명(33.3%)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15명  7명이, 고학년 15명  13명이 ‘들

어본 이 있다’고 응답하 다. 부모가 자책 

경험이 있는 자녀 19명  15명이 자책에 

해 들어본 이 있었고, 부모가 자책 경험이 

없는 11명 에는 5명만이 자책에 해 들어

보았다고 응답하여, 어린이의 자책 노출과 부

모의 자책 경험 여부가 련이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보유한 

부모의 자녀가 보유하지 않은 자녀보다 자책 

인식과 노출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3.2.3 자책 이용

자책을 이용해 본 어린이는 14명(46.7%), 

이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16명(53.3%)으로 나타

났다. 학년 15명  8명이, 고학년은 15명  

6명이 자책 유경험자로 나타나, 학년이 고

학년보다 자책에 한 경험이 더 많았고 자

책을 좀 더 극 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자

소속 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이 부속 등학교 - 1 1 1 1 1 5

신 등학교 - 2 3 1 - - 6

교하도서 3 - - 1 1 1 6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 - 1 1 - 4 1 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2 - 1 1 - 2 6

합계 5 4 6 4 6 5 30

<표 13> 도서 별/학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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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용 목 은 학습보다는 여가 선용이 매우 우

세하 으며, 자책의 첫 이용은 부모를 통해 

한 어린이가 많았고, 고학년은 주로 교과서나 

책, 신문, 잡지 등을 통해 ‘ 자책’에 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 다. 자책에 한 인식은 책, 

신문 등의 매체와 함께 부모와 교사, 친구와 같

은 인  매체도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 부분이 자책 라우

의 부가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독서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4 자책의 장․단

자책의 장 으로는 매체로서의 신선함, 

근성, 휴 성, 기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성인을 상으로 실시한 자책 이

용 연구와 유사하 다(이용 , 2010). 반면, 

자책의 단 으로는 화면으로 인한 의 피로나, 

이용 과정과 조작 방식의 번거로움을 들었는데 

이는 기기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책의 근본

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독서 매체로서 종이책을 선호하는 어린이가 

21명, 자책을 선호하는 어린이는 9명으로 종

이책 선호가 압도 으로 우세하 고, 자책을 

선호하는 어린이 9명 에서 7명은 학년, 2명

은 고학년으로 나타나 자책에 한 선호도는 

고학년보다 학년이 상 으로 높았다. 친숙

함과 다양함이 종이책을 선호하는 가장 큰 요

인이었으며 자책으로 독서하기 해 별도의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자책을 선호하는 이

유는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컴퓨터를 원래 좋

아한다', ‘훼손이나 손되지 않는다',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실감난다', ‘휴 하기 편하다' 등

이 있었다. 

3.2.5 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

어린이가 종이책을 이용하는 경로나 방법은 

주로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을 통해 출해

서 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자책은 

주로 집에서, 그리고 소속 등학교나 학교도서

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 다. 모바일 기기

로 이용한 어린이는 있었으나 공공도서 을 통

해 자책을 이용한 어린이는 무하 으며, 공

공도서 을 통해 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수 다. 

조사 상 기 인 5개 도서 의 자책 사이트

를 심으로 근성을 조사한 결과, 18명(60%)

의 어린이는 도서  홈페이지에서 자책 사이

트로 근하기 어려워했으며, 12명(40%)의 어

린이는 자책 사이트에 쉽게 근하 다. 

자책 이용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6명의 어린이 

 5명의 어린이는 학교도서  사서 교사를 통

해 자책 이용 수업을 받았으며 자책 사이트

에 잘 속하 다. 반면, 교육을 이수한  없는 

24명 어린이  18명의 어린이는 도서  홈페이

지에서 자책 이용 사이트를 찾는 것조차도 혼

란스러워하 다. 

한편, 컴퓨터로 도서  자책 사이트를 이용

한 어린이 30명  20명(66.7%)이 자책에 

한 출  독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 고 

나머지 10명(33.3%)은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

하 다. 학년별로는 학년 15명  8명이 출 

 읽기를 잘 진행하고, 고학년 15명  12명이 

잘 진행하 는데, 이는 학년이 어휘 구사 능

력과 마우스나 키보드를 다루는 능력이 고학년

에 비해 미숙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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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도서  자책 서비스에 한 의견

도서 의 자책 사이트의 주요 장 으로는 

‘책 표지가 보여 선택하고 찾기 쉽다', ‘ 속부터 

독서까지 빠르게 볼 수 있어서 좋다', ‘사지 않아

도 된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주요 단 으로는 

로그인부터 자책 출까지 각종 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일련의 거쳐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

다는 것을 꼽았다. 희망하는 자책 출 기간 

 권수는 4.59권, 기간은 8.09일로 조사되었고 

도서 에서 자책을 한 휴 용 기기를 여

하는 서비스에 해 다수의 어린이가 정

인 입장을 취했다. 

4. 종합 분석

사서와 어린이의 자책과 도서  서비스에 

한 인식  이용 행태를 비교 분석하여 집단 

간 차이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37명의 사서들은 비교  

자책에 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용 경험 비율이 무경험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책 보다는 종이책

에 한 선호가 높아 활발하게 사용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한편, 30명의 어린이들 에서는 무

경험자가 많았으며, 부모의 인식과 경험, 가정 

환경이 어린이의 자책 노출에 향을 미쳤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종이 매체의 친숙함이 

자책의 주요 비이용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용 계기로 사서 집단은 소속 도서 의 홈페

이지를, 어린이 집단은 인  매개체로 나타났다. 

이용 목 은 새로운 정보 획득  학습을 주

로 하는 사서 집단과는 달리 어린이는 여가 선

용을 한 목 이 높게 나타났다. 독서 행태는 

두 집단 공통 으로 단시간 독서가 주를 이루었

다. 선호 매체는 사서와 어린이 집단 모두 종이

책에 한 선호도가 높았고, 그 요인도 매체에 

한 친숙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집단 

내에서는 학년이 고학년보다 자책을 더 선

호하 다. 

주 활용 기기로는 사서와 어린이 집단 모두 

컴퓨터의 이용이 가장 높았으나, 이용 경로는 

사서 집단은 자  홈페이지를, 어린이 집단은 

소속 등학교나 학교도서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각 집단마다 근하기 쉬운 경로를 택하

다. 특히 학년 어린이들은 도서 의 자

책 사이트를 근하고 출, 독서하는 과정 

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서와 어린이 집단 모두 자책 라우 가 

제공하는 부가 기능의 사용 없이 오직 독서만 

하는 경우가 다수 다. 자책의 장 으로는 

모두 근성을 가장 크게 꼽았으며, 단 으로

는 콘텐츠 부족, 의 피로, 미숙한 기기 작동 

등 집단 간에 유사하게 악되었다. 

도서 의 자책 서비스 측면에서 사서들은 

이용자로서 소속 기 의 서비스를 평균 이상의 

수 으로 평가하여 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찰, 면담에 참여한 60%의 어린

이들이 도서  자책 사이트를 찾아 처음 

속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도서 에서 어린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자

책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

다. 조사 상 어린이들이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한, 극 인 도서  이용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 을 통한 자책 이용 가능

성에 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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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경험도  없어서 도서 의 자책 서비

스에 한 어린이 이용자의 피드백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간 입수와 자책 콘텐츠 자체에 한 만족

도가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볼 때 무엇

보다도 자책 콘텐츠의 인 부족, 종이책

에 한 이용자의 친숙함과 높은 가독성이 자

책의 장 을 앞서고, 자책에 한 인식 부족, 

그리고 자책 서비스에 한 개선 요구 부족 

등으로 인해 도서  서비스 상자와 제공자 모

두 자책 활성화  서비스 개선에 해 극

성을 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응답한 사서의 과반수가 자책 교육 로그램

이 필요하다고 하여 도서 에서 보다 문화된 

자책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하

고 있었다. 

한편, 어린이 이용자의 자책 인식  이용 

황을 분석한 결과, 자책에 해 들어보았

고,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가 과반수를 

차지하 으며, 부모의 자책 경험 유무와 기

기 보유 여부가 어린이의 자책 인식과 깊은 

련이 있었다. 자책에 한 인식은 부모 이

외에 책,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향을 

받지만, 실질 인 이용은 인  매체가 요한 

역할을 하 다. 

5. 결 론

정보기술이 이용자와 소통하는 방법, 정보

와 자료를 달하는 방법에도 향을 미치면서 

도서 은 갈수록 유연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만 하는 서비스 기 이 되었다. 도서  서비스

도 이용자 심 이고 멀티미디어 경험과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해야하며 다양한 독서 매체의 

안내자로서 사서의 문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

이다. 

본 연구에서 사서의 자책에 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이용 빈도는 낮게 조사되어 

자책 이용을 진시키는 실천  개자로 보기

는 어려웠다. 기  차원의 의도 인 노력이나 

특별한 계기 없이 사서 스스로 자책 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 질 향상 등에 해 극 인 

태도를 취하기에 근본 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단된다. 한 자책이 도서 의 일반 장

서와는 별개로 특수 자료처럼 취 되어 자책 

련 업무가 자책 콘텐츠  서지데이터, 검

색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업체 심으로 운 됨

으로써 도서 이 자책을 장서 리  이용자 

편의를 우선하는 극 인 도서  서비스 제공 

상으로 인식하는데 소극 인 측면이 있다. 이

처럼 자책 서비스 운  반과 련하여 도서

이 주체 인 역할을 하는데 실 인 한계가 

있지만 자책 콘텐츠의 공  확   련 기

술 발 , 개인용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 자책 

교과서의 도입 등의 도서  환경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사서에게 자책에 한 이해

와 활용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 매체

로서 자책의 장․단 을 이용자들에게 제

로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린이와 부모를 상으로 한 자책 

이용 교육이 특정한 요구나 연령 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책이 좋다

거나 자책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자책이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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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

면서, 자책이 갖는 장․단 을 알고 본인이 

독서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하

다. 한 도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자책에 

한 안내나 도서  행사, 소식 등을 팝업창으

로 뜨게 해서 도서  이용자의 심을 자책 

서비스로 환기시키고, 호기심을 유발시켜 이용

을 진시켜야 한다. 

어린이 도서 의 자책 서비스를 해서 충

분한 자책 콘텐츠와 함께 도서 의 자책에 

한 심과 흥미를 효과 으로 충족시켜주는 

건물과 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자책에 한 

이용자 교육과 함께 극 인 홍보를 실시해야

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 것은 사서의 

문성 개발로 서비스 담당 사서를 상으로 

자책 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산 아래 리비용 감, 보  장

소 문제의 해결, 장서의 손  망실의 험에

서 벗어날 수 있는 자책 이용 활성화를 도모

하고 도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야만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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