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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서  이용자인 학부모들의 자책에 한 인식과 도서 의 자책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고, 

향후 도서 의 자책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5개 도서 의 등학생을 둔 학부모 

150명을 상으로 도서  이용, 컴퓨터 이용, 자책 이용 행태, 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 행태, 어린이 

자책 선정 등에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123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 의 

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을 보다 극 인 도서  자책 서비스 홍보와 이용 교육, 이용하기 편리한 자책 

이용 과정, 도서 의 인 ․물  지원을 통한 자책 서비스의 인지, 자책 담 사서와 문 교육과정의 

비, 도서  자책 서비스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 인 서비스 개선으로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parents about 

e-book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library e-book services. A user survey of one hundred 

twenty parents is carried for library use, computer use, and e-book user / non user behavior, 

library e-book service evaluation, selection of children's e-books and so on. Based upon the 

results, proactive library e-book service promotion such as public relations and e-book user 

education, easy access to e-book collections, recognition of e-book services at libraries, positions 

for e-book librarians and their professional continuing education, and self-evaluation of library 

e-book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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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사람들의 읽는 행 가 종이 매체에서 인터넷

과 연결된 디지털 기기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

한 변화 속에 자책이 그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그 역을 넓 나갈 것인지, 그리고 도서 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해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야할 시 이다. 미국 자책 

시장의 성장을 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

년 4,400만 달러 수  이하 던 시장이 2009년 

1억 6,500만 달러, 2010년에는 4억 3,900만 달

러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배경재 

2011). 한 자책 매는 년도 비 169%

가 증가한 반면, 종이책은 24.8%가 감소했다고 

한다(장기  2011). 이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있

지만, 국내 자책 시장은 2010년 들어서면서부

터 인터넷 서 을 심으로 극 인 홍보와 

 행사를 지속 으로 벌이고 있다. 자책 단

말기의 매량이나 자책으로 읽을 수 있는 콘

텐츠 모두 외국에 비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

만, 올해 말까지 스마트 폰은 2,500만  수 , 태

블릿 PC는 200만  수 으로 늘어날 것을 상

하므로 내년에는 약 1000억 시장으로 커질 것으

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15년부터 디지털 교과

서가 보 되고 교사와 학생 모두 태블릿 PC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아이티투데이 2011, 8월 8일). 

이 듯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도서 도 새

로운 독서 매체인 자책을 주요 정보 자원으로 

간주하고, 웹 기반의 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책에 

한 도서  이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도서  

이용자의 에서 바라본 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려는 목 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해 먼  국내 어린이 도서  이용자 에서 

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심으로 자책 인지

도와 자책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자책과 

자책 시장, 도서 의 자책 서비스에 한 기

와 우려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도서 에

서의 자책 서비스에 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

다.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먼  자책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 자책의 의의, 도서 에서 자책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고 정리하 다. 그 다음으로는 어

린이 도서  이용자  학부모를 상으로 자

책에 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연구 

상으로 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선택한 이유

는 첫째, 부모의 독서에 한 심이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의 독서 교육을 해서는 우선 부모의 독서 

습 과 읽은 책의 내용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것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형성되도록 이끌어  수 있

는 조력자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넷째, 학부모

의 경제 수 과 교육 수 이 높을수록 독서나 

학습에 자극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 이

런 가정환경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결국 학부모의 도서  이용 

경험이나 독서 습 , 자책에 한 인식도가 

어린이의 도서  이용 행태나 독서 습 , 자

책의 활용에 향을 많이  수밖에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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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책에 한 학부모의 인식도를 조사하는 

것이 도서 의 다른 이용자 계층보다 그  

효과가 크다고 단하 다. 

연구 상 도서 으로는 어린이를 한 도서

이나 자료실 에서 자책 소장 비율이 높은 

도서 을 심으로 국립도서  1곳, 공공도서

 1곳, 공립 등학교 도서  1곳과 사립 등학

교 도서  1곳을 선정하 다. 그리고 도서 이 

직  자책을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책

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사이트로만 연결해주

는 공공도서  1곳을 추가로 선정하 다. 이

게 선정한 각 도서 에 30부의 설문지, 총 150부

를 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배포하여 123부

(82%)를 회수하 고 도서 의 이용 횟수, 홈페

이지 이용, 컴퓨터 이용, 자책 인지도  이용 

행태, 어린이 자책 선택 기  등으로 설문 내

용을 분석하 다. 그리고 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책과 자책 서비스에 한 인식, 

자책이 가져올 도서 에 한 새로운 기 와 

역할을 자책 서비스의 개선 방향과 함께 제

시하 다. 

1.3 선행연구

자책에 한 연구는 최근 들어 지속 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 최근에 이루어

진 주요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Wilkert(2009)는 O'Reilly의 이용자 2,000명

에게 자책의 선호도와 구입 습 에 해 조사

하여, 독서 매체로서 자책 선호가 증가하고 있

으며, 자책의 가장 큰 장 은 이동성이고 자

책 이용 기기는 여 히 개인용 컴퓨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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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책 수서, 검색, 작

권, 표 화, 서비스  공간 설계 등 다양한 측면

에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 다. Hellen(2010)은 

독서 매체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도서 이 최

의 자책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서 도서 이 신과 경쟁 으로 참여하지 않고, 

소극 인 태도만 취한다면 문화  역할이 감소

할 것이라고 하 다.

Library Journal(2010)은 학․공공․학교

도서  사서를 상으로 자책 서비스 황을 

악하 는데, 학도서 이 가장 활발한 자

책 서비스를 제공하 고, 다음으로 공공도서 , 

학교도서  순이었다. 자책 단말기 출은 일

부 도서 만이 제공하고 있었지만, 출을 고려

인 도서 이 많아 향후 도서 의 자책 서비

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망하 다. 

국내 연구로 남태우와 김진아(2003)는 자

책의 출  배경과 특성, 도서  자원으로서의 

기능과 문제 , 이로 인한 도서  서비스 변화

를 고찰하여 국내 학도서 의 자책 이용 실

태와 문제 , 발  방안을 제시하 다. 성동규와 

박상호(2005)는 자책 이용경험이 있는 성인 

수용자를 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자책 이용

과 자책 구입 비용에 정  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 다. 

장혜란(2006)은 A 학교 학생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책 인식과 서비스 이

용 황을 악하고, 도서 에서 자책 이용 

활성화를 한 홍보, 생산의 다양화, 교육, 서비

스 평가의 필요성을 제언하 다. 황 숙(2006)

은 등학교 어린이 8명을 상으로 종이책 



11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 2011

비 자책의 독서 효과가 별 차이가 없음을 규

명하고, 독서 매체로서의 활용성을 강조하 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 희와 강다혜(2008)도 85

명의 등학생을 상으로 멀티미디어 자책

의 독서 효과를 조사하고, 인터페이스와 기술

 측면, 정책  측면에서 자책 이용의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 다. 

정진한과 박일종(2007a; 2007b)은 먼  

구․경북 지역의 자책 서비스 담당 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 후, 자책 리  서비스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 고, 이후 연구에서는 학

도서 에서 서비스 인 어린이 자책 사이트 

이용 황을 분석하여 어린이 자책 서비스의 

활성화를 한 바람직한 수서 정책을 제안하

다. 김효선(2008)은  지역의 공공도서  이

용자를 상으로 자책 이용 황을 조사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한 방안을 제안하

고, 정진한(2009)은 학도서  이용자의 출 

기록 분석을 토 로 자책 서비스의 비활성화 

요인을 규명하고 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이경아(2010)는 국내 24개 어린이도서 의 

자책 제공  이용 황을 조사하여 자책 서

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으며, 이용 (2010)

은 한국 자책 시장에 한 수용자 인식 연구

를 통해 자책에 한 인지도와 이용경험, 만

족도는 체로 높지만, 여 히 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많다고 지 하

다. 정종원(2010)은 학생의 자책 이용실

태 변화를 통해 자책 이용이 오히려 퇴보되었

으며 자책 이용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책에 

호의 인 감정을 갖는다고 하 다. 

구모니카(2011)는 학생들의 자책 이용이 

낮은 이유를 콘텐츠 수 의 불균형으로 보고, 출

사 입장에서 종이책과 차별화된 자책 서비

스 정책이 개발되어야하고, 자책의 소유권 인

정과 자책 서비스 범  미설정부터 우선 해결

해야 한다고 지 하 다. 남 과 최성은(2011)

은 학도서  자책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 빈

도가 높을수록,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자책 콘텐츠가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고 하 다. 이정혜(2011)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자도서  운  사례를 바탕으로 도서

에서 자책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을 제기하 으며 신정환(2011)도 학도서  

환경에서 자책의 생산 주체, 이용을 한 랫

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책 서비스의 비활성

화 요인과 문제 을 제기하 다. 

배경재(2011)는 도서 만큼 책과 독자가 새

로운 사회  계를 형성하는 자책 랫폼으

로서의 역할을 하게 수행할만한 곳은 없기 

때문에 더욱 극 인 자책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장기 (2011)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도서 은 기존 패러다임의 해

체와 재구성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책 환경을 다스리고 주도할 수 있는 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연경(2011)은 자책을 거 한 지  공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구로 보고 자책의 활성

화가 책 읽는 환경의 다양화와 독서 자체에 

한 수요 증가를 가져와 출 업계와 인터넷 업

계에 정 인 향을 주면서 종이책과 자책 

모두 정 으로 작용하면서 공존이 가능할 것

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국내 자책에 한 연구는 

학도서 을 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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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서비스 황 악과 활성화 방안에 

이 맞춰졌으며, 이용자 인식에 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 이

나 학교도서 에서 제공되는 자책 서비스 이

용에 한 연구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집단

의 자책에 한 인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도서

의 자책 서비스가 독서 증진은 물론, 도서

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할 것이다.

2. 자책과 도서

2.1 자책의 의의

자책은 Electronic Book의 임말인 e-book

이나 Digital Book으로 불린다. 흔히 자책이

라 하면 크게 콘텐츠를 지칭하는 디지털 책과 

디지털 책을 읽게 해주는 소 트웨어 는 하

드웨어인 자책 단말기를 모두 의미한다(이재

 2010). 

Being Digital (1995)이란 책의 자이며 

MIT Media Lab의 창시자이자 기술 도사로 

유명한 Nicholas Negroponte는 앞으로 5년 뒤

에는 종이로 만든 물리  형태의 책은 멸종할 것

이라고 언하 다(Thibaut 2010). 그리고 세

계 최 의 온라인 서 인 Amazon의 Jeff Bezos

는 자사 사이트에서 매된 유료 자책 매량

이 종이책을 앞섰다고 2011년 5월 19일 공식

으로 밝혔다. 올해 Amazon의 자책 매 성장

률이 년 비 3배 이상으로, 매량만 따지면 

지난 4월부터 종이책 100권이 팔리는 동안 자

책은 105권이 팔리고 있다(Miller & Bosman 

2011). 여기에 Apple의 iPad와 iBook Store라

는 거 한 랫폼, Google이 곧 출시할 Google 

Editions를 감안해보면, 출 업계는 기술이 미

치는 지 한 향으로 인해서 큰 지각 변동이 

상되며, 앞으로 태블릿 PC와 스마트 폰이 

범 하게 보 된다면 자책의 세는 거의 확

실하다.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종이책과는 달

리 다수의 책을 항상 휴 할 수 있으며 가격이 

렴한 자책은 책을 직  읽으면서 녹음할 수

도 있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며, 동화책의 삽화

를 직  색칠하거나 련된 동 상까지 볼 수 

있다.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씨의 크기를 

조 하고, 자동으로 다시 읽을 부분부터 백라이

트를 이용해 어둠 속에서도 다시 책을 볼 수 있

게 해주는 자책은 종이책이 제공하지 못하는 

장 들이 있다. 게다가 자책 단말기와 자책 

콘텐츠는 종이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산화

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

소의 배출량이 종이책에 비해 으로 어

서 친환경 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

다(정연경 2011). 

2.2 도서 의 자책 서비스

일상생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모바일 

시 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책을 심으로 서비

스가 이루어졌던 도서 의 이용자 서비스도 패

러다임의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11년 국

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책의 이용률은 

성인이 11.2%, 학생은 43.5%로 나타나 작년에 

비해 성인은 2배, 학생은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 용 기기를 이용한 자책의 



11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 2011

이용은 은 세 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독

서 방식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서  이용자들의 자책 서비스 요

구에 맞춰 국내 700여개 도서 에서 자책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으로 책

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도서 이 

차 증가하고 있다. 도서 에 회원 가입 후, 해

당 도서 이 사용하는 자책 어 을 다운로드

를 받아 속하면 자책을 무료로 출할 수 

있다. 이 게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없어도 자책의 출, 반납과 읽기가 가능해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편

리한 독서생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종이 없는 

도서로 탄소 녹색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연경 2011). 

그러나 이정혜(2011)는 고가의 자책  콘

텐츠 공  가격, 신간 자 자료의 부족, 랫폼 

연동  확장성의 부족과 장애인 이용 콘텐츠의 

부족을 문제 으로 들었으며 신정환(2011)은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가공이 필요하

고 자료 이용에 있어서 편리함, 확장성, 연동성

을 한 표  랫폼의 개발과 출 업계의 참여 

의지가 으로 필요하다고 하 다. 결국 도

서 은 양질의 콘텐츠를 선정하고 이용자들에

게 다양한 근 경로를 제공하는 도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에게 자책 단말기 무료 여 서비

스 지원  자책 용 공간 설치 확 를 통해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의 흥미와 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학문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야

한다(정연경 2011). 

3. 자책에 한 인식과 이용 행태

3.1 조사 상  내용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어린이를 상으로 서

비스하는 국내 5개 도서 에서 자발 으로 설

문에 참여한 학부모 이용자로 제한하 다. 도서

 선정 기 은 자책 소장 비율이 높은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 과 어린이 문도서 인 서

울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 , 그리고 서 문구에 

소재한 공립 등학교 도서 과 사립 등학교 

도서 , 자책을  소장하지 않고 있는 경기

도의 공공도서 으로 하 다(<표 1> 참조). 

각 도서 에 30부의 설문지, 총 150부를 배포

하여, 123부(82%)를 회수하 고 연구 내용은 

학부모 응답자의 일반 인 인  사항과 함께 학

부모의 도서  방문 횟수, 자녀 동반 여부, 도서

유형 도서 명 장서 수* 자책 수

국립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305,825 4,315

공공도서 어린이실 주교하도서 34,423  0

어린이 문도서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 238,408 1,479

사립 등학교도서 이화여 부속 등학교 36,230 1,860

공립 등학교도서 서울 신 등학교  13,000 462

* 국립  공공도서 은 어린이실 장서 수, 어린이 문도서 과 학교도서 은 체 장서 수를 기재하 음.

<표 1> 연구 상 도서 의 유형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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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이용 횟수, 일일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소유 여부, 

자책에 한 인지도  이용 경험 유무, 향후 

자책 이용 가능성, 자책 경험자에 한 이용 

경로  이용 빈도, 이용 권수, 이용 시간, 독서

량과 선호 매체, 자책과 종이책의 장단 , 

자책 검색 방식, 자책 콘텐츠에 한 만족도, 

도서 의 자책 서비스 만족도, 어린이 자책 

이용에 있어서 선정 주체, 기 , 자책 독서 분

야 등이었다. 

3.2 조사 결과

3.2.1 응답자 일반 사항

학부모 응답자의 연령은 27세에서 50세에 해

당하 으며 평균 37.91세 다. 자녀는 1명에서 3

명을 두어 평균 1.67명이었다. 한 달 평균 독서량

은 1권에서 50권까지 편차가 심하 다. 학력은 

졸(76명, 61.8%) > 학원 이상(24명, 19.5%) 

> 고졸(14명, 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은 부분이 주부(91명, 74.0%) > 직장인(14명, 

11.4%) 순이었다(<표 2> 참조). 도서 에는 자

녀와 함께(77명, 62.6%) > 혼자(22명, 17.9%) 

오는 경우가 많아서 등학생을 둔 주부들이 동

반 가능한 자녀와 함께 도서 을 이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3.2.2 도서  이용 빈도

학부모 응답자의 한 달 평균 도서  방문 회

수는 4회(24명, 19.5%)로 가장 높았으며, 2회

(20명, 16.3%) > 3회(13명 10.6%) 순으로 최소 

1회에서 최  25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평균 

5.47회 다. 도서  홈페이지 이용 회수는 한 달

에 3-4번(26명, 21.1%) > 2-3달에 1번(23명, 

18.7%) > 일주일 1-2번(22명, 17.9%) 순으로 

나타났다.

3.2.3 자 매체 소유와 일일 컴퓨터 사용 시간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학부

모가 79명(64.2%), 없는 경우가 41명(33.3%)

에 달했고,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은 30분 이하

(42명, 34.1%) > 30분-1시간(35명, 28.5%) > 

1-2시간(22명, 17.9%) 순이었다. 

3.2.4 자책 비이용자의 인지도  이용 

가능성

자책 이용 경험이 없는 학부모가 63명(51.2%), 

경험이 있는 학부모가 54명(43.9%), 무응답이 6

명(4.9%)으로 과반수가 자책 이용 경험이 없

었다. 자책 이용경험이 없는 63명의 비이용 이

항목 빈도 비율(%) 항목 빈도 비율(%)

고졸 14 11.4 주부 91 74.0

졸 76 61.8 직장인 14 11.4

학원이상 24 19.5 자 업 3 2.4

기타 1 0.8 기타 7 5.7

무응답 8 6.5 무응답 8 6.5

합계 123 100.0 합계 123 100.0

<표 2> 응답자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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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는 종이책이 사용하기 더 익숙하고 편하다

(40건, 63.5%) > 이 피곤하다(24건, 38.1%) > 

자책에 해 아는 게 없다와 자책의 필요성

을 못 느낀다(각 15건, 각 23.8%) 순이었다(<표 

3> 참조).

자책 이용 경험이 없는 63명의 학부모에게 

앞으로 자책 이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이용을 

고려해보겠다(32명, 50.79%), 좀 이용해보겠다

(19명, 30.16%) 순으로 향후 이용 가능성은 있

으나, 소극 이며 애매한 태도를 보 다(<표 4> 

참조).

자책 이용 경험과 상 없이 자책에 한 

인지도는 잘 모른다(59명, 48.0%), 잘 알고 있

다(51명, 41.5%) 순이었지만, 모르는 경우가 

 모른다(5명, 4.1%)를 포함하여 과반수를 

차지하 다.

3.2.5 이용 경로  목

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54명의 학부모를 

상으로 자책 이용 경로와 목 을 조사한 결과, 

이용 경로는 국내 자책 사이트(교보문고, 알

라딘, 북토피아, 북큐 , 인터 크, 북토비 등)가 

항목 빈도 비율(%)

자책에 해 아는 게 없다 15 23.8%

자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15 23.8%

자책은 읽기가 불편하다 9 14.3%

자책을 보면 이 피곤하다 24 38.1%

자책보다 종이책이 사용하기 익숙하고 편하다 40 63.5%

자책은 이용 방법이 까다롭고 싫다 4 6.3%

자책 이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쉽게 잊어버린다 7 11.1%

보고싶은 책이 자책 사이트에 없다 3 4.8%

자책 이용 사이트를 모르고 찾기 어렵다 14 22.2%

자책을 읽기 한 설치 로그램과 그 과정이 번거롭다 12 19.0%

종이책으로 읽어야 독서하는 것 같다 13 20.6%

기타 4 6.3%

합계 *160 *254.0%

<표 3> 자책 비이용자의 비이용 이유(*복수응답)

항목 빈도 비율(%)

지 부터라도 극 이용하겠다  1 1.59%

좀 이용해보겠다 19 30.16%

이용을 고려해보겠다 32 50.79%

이용할 것 같지 않다 10 15.87%

무응답  1 1.59%

합계 63 100.00%

<표 4> 자책 비이용자의 자책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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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2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

도서  사서 는 홈페이지(9명, 16.7%), 외국 

인터넷 서  사이트(7명 13.0%) 다(<표 5> 

참조).

학부모의 자책을 이용하는 주된 목 은 여

가 생활  독서(23건, 43.4%) > 개인 인 호기

심 충족(13건, 24.5%) > 새로운 정보 획득 는 

학습(12건, 22.6%) 순이었고, 자녀의 학교 숙제

나 과제(3건, 5.5%), 일상 인 문제 해결(1건, 

1.8%), 기타(2건, 3.7%)는 매우 빈도가 낮았다. 

3.2.6 이용 빈도  종수, 독서 시간

학부모의 자책 이용 빈도는 1년에 1-2회

(18명, 33.3%) > 6개월에 1-2회(13명, 24.1%) > 

월 1-2회(11명, 20.4%) 순이었다. 다음으로 주 

1-2회(7명, 13.0%) > (최근에)  이용하지 

않는다(3건, 5.6%) > 거의 매일(2명, 3.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 빈도는 학부모가 자책

을 주요 독서 매체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연간 자책 이용 권수는 0권에

서 50권까지 편차가 심했으며 3권 이하가 61.1%

를 차지하 다. 한 자책을 지속 으로 읽는 

시간은 1시간 이하(39명, 72.2%) > 1-2시간(10

명, 18.5%) 순이었다.

3.2.7 독서량 변화와 선호 매체

자책 이용 학부모의 자책 이용 이후의 독

서량 변화는 별 차이 없다(46명, 85.2%) > 더 많

이 읽는다(5명, 9.3%) > 덜 읽는다(2명, 3.7%)

로 매체로 인한 독서량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학부

모는 독서량 증가의 원인을 도서 에 가지 않아

도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고, 자책과 종이책

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데 두었다. 

자책에 한 선호는 3명(5.6%)에 불과하

고 종이책(39명, 72.2%)에 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책을 선호한 학부모는 ‘ 자

책 이용이 더 편리하다(2건)’, ‘종이책보다 가격

이 렴하다(2건)’, ‘도서 에 가지 않아도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다(1건)’, ‘컴퓨터나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흥미롭다(1건)’를 그 요인으로 

들었다. 반면에 종이책을 선호한 학부모는 ‘종이

책이 더 익숙하다’가 가장 높은 요인이었으며 종

이책으로 읽는 것이 이해가 더 잘 된다(13건) > 

원하는 책의 종류가 더 많다(4건) > 원하는 책을 

찾기 쉽다(3건) 순이었다.

항목 빈도 비율(%)

학교도서  사서 는 홈페이지  6 11.1

공공도서  사서 는 홈페이지  9 16.7

국내 자책 사이트 14 25.9

외국 인터넷 서  사이트  7 13.0

포털 서비스  6 11.1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이용 경험  6 11.1

무응답  6 11.1

합계 54 100.0

<표 5> 자책 이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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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활용 기기  이용 요인

자책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기기로는 개

인PC/노트북 30명(55.6%) > 스마트폰 8명

(14.8%) > 태블릿PC 5명(9.3%) 순으로 자

책 용기기와 도서  PC는 각각 1명에 불과하

다. 그리고 자책 이용에 향을 주는 요인으

로 1순 는 화면 구성(18명, 33.3%) > 내용의 

질(15명, 27.8%) > 신간도서(13명, 24.1%) 순

이었으며, 2순 는 내용의 질(16명, 29.6%) > 

화면 구성(14명, 25.9%), 3순 는 화면구성과 

로그램 부가 기능(각 10명, 18.5%)이 가장 높

았다. 그래서 자책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화면 구성 > 컨텐츠 질 > 신간 도서 순으로 

컨텐츠 질보다 화면 구성이 자책 이용에 더 

요한 요인이었다(<표 6> 참조).

3.2.9 자책 이용 방식과 탐색 방법 

자책 이용 방식은 인터넷 서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13명, 24.1%)와 자책 용기기를 

통해 구매(13명, 2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공공도서  홈페이지를 통한 

출(9명, 16.7%) > 학교도서  홈페이지를 통한 

출(6명, 1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

에서 자책 벤더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와 ‘스

마트폰에서 구매’는 각각 2명(3.7%)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책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검색(29명, 

53.7%)이 라우징(14명, 25.9%)보다 더 많

이 활용되고 있었다. 구체 인 탐색 방법으로

는 서명 검색(28건, 58.3%)이 가장 높았으며, 

최신 도서 라우징(16건, 33.3%), 시리즈명 

검색(15건, 31.3%) 순이었다. 이에 비해 주제

어 검색(10건, 20.8%), 주제별 라우징(9건, 

18.8%)이나 키워드 검색(8건, 16.7%), 자명 

검색(8건, 16.7%), 출 사명 검색(2건, 4.2%), 

인기도서 라우징(1건, 2.1%)은 상 으로 

었다.

3.2.10 자책 이용의 장․단 과 사용 기능 

 이용 편의성

자책 이용의 최  장 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출/반납이 가능한 것(28명, 

항목
1순 2순 3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권수, 기간  2 3.7  3 5.6  7 13.0

내용의 질 15 27.8 16 29.6  8 14.8

화면 구성 18 33.3 14 25.9 10 18.5

신간 도서 13 24.1  9 16.7  7 13.0

분량  3 5.6  6 11.1  5 9.3

로그램 부가 기능 - -  3 5.6 10 18.5

기타 - - - -  1 1.9

무응답  3 5.6  3 5.6  6 11.1

합계 54 100.0 54 100.0 54 100.0

<표 6> 자책 이용에 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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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이었고, 그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기능

(13명, 24.1%)이 차지하 다. 2순 에서도  

항목들이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검

색이나 부가 기능, 최신 자료에 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표 7> 참조).

자책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으로는 화

면으로 책을 읽는 것(27건, 54.0%)과 자책 이

용 과정  차의 복잡함(24건, 48.0%), 읽고 

싶은 자료가 별로 없음(17건, 34.0%)을 주된 요

인으로 꼽았다(<표 8> 참조).

자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다른 부가 기능의 사용 없이 오직 

독서만 하는 응답자가 다수(27명, 50.0%)를 차

지하 다. 본문 검색 기능과 북마크, 메모,  

기능은 각각 8명(14.8%)이 활용한다고 하 고, 

복사, 편집, 인쇄 기능은 5명(9.2%), 꼴, 크기, 

화면 변경 기능과 사  연결 기능을 각각 3명

(5.5%)이 사용한다고 응답하 다. 

반 으로 자책이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책의 휴 성이 가장 극 화된 이

용 편의성 요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이책과 

비교할 때 가독성과 체 인 화면에 한 편의

성이 매우 떨어졌다(<표 9> 참조).

항목
1순 2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출/반납이 가능하다 28 51.9 13 24.1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생생하다 13 24.1 11 20.4

다양한 검색과 부가 기능이 편리하다  3 5.6  8 14.8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빠르다  4 7.4  7 13.0

된 자료도 자책으로 이용 가능하다  1 1.9  8 14.8

기타 - -  1 1.9

무응답  5 9.3  6 11.1

합계 54 100.0 54 100.0

<표 7> 자책의 장  

항목 빈도 비율(%)

읽고 싶은 자료가 별로 없다 17 34.0%

읽고 싶은 자료는 항상 출 이다 5 10.0%

기기 오류가 많다 12 24.0%

원하는 책을 검색하기 어렵다 4 8.0%

자책 이용 과정과 차가 복잡하다 24 48.0%

화면으로 책을 읽기가 어렵고 싫다 27 54.0%

없다 1 2.0%

기타 2 4.0%

합계 *92 *184.0%

<표 8> 자책 이용의 불편 사항(*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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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그 다 아니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검색성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쉽다 30 55.6 16 29.6

이용성

종이책보다 구입이 쉬워서 좋다 30 55.6 18 33.3

시간 활용이 유용하다 34 63.0 14 25.9

원문으로 근하기가 쉽다 27 50.0 18 33.3

이용방법은 매우 쉽다 27 50.0 19 35.2

가독성

원문은 읽기 쉽다 20 37.0 25 46.3

원문의 씨나 그림은 보기 편리하다 24 44.4 23 42.6

종이책보다 이용하기가 쉽고 편리하다 20 37.0 28 51.9

종이책보다 정서 으로 읽기 편안해서 좋다  5  9.3 43 79.6

휴 성
기기를 휴 하기 편해서 어디든 갖고 다닐 수 있다 40 74.1  8 14.8

여러 책을 한꺼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 48 88.9 - -

부가

기능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어서 좋다 36 66.7 10 18.5

본문의 씨체, 크기, 화면 배색 등을 바꿀 수 있어 편리하다 38 70.4  9 16.7

북마크, , 메모, 본문 검색, 사  연결 등 부가 인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
41 75.9  4  7.4

기타
체 으로 화면이 마음에 든다 16 29.6 32 59.3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26 48.1 22 40.7

<표 9> 자책의 이용 편의성 

3.2.11 도서 의 자책 서비스 사용 경험  

만족도

도서 을 통해 자책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응답자가 30명(55.6%)으로 과반수를 차

지하 다. 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자 19명

(35.1%)을 상으로 도서  자책 콘텐츠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양  풍부함에서 만족

도가 가장 떨어졌으며, 내용의 신뢰성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그리고 도서 의 자책 서비스에 한 반

인 만족도는 5  기 으로 3 (보통)이었으

며, 다른 항목들도 3 에 그쳐서 이용자의 만

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신간입수, 도서  내 자책 이용 가능한 PC 

수, 자책 이용 공간 치  크기에 한 만족

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11> 참조).

3.2.12 도서 의 자책 서비스 추천  향후 

이용 가능성

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54명의 학부모 에

서 도서 의 자책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권유

하겠다는 응답자가 31명(57.4%)으로 나타났다. 

한 향후 도서  자책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타진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41명, 75.9%)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 다. 그리고 학부모가 생

각하는 이상 인 도서  자책 출 권수는 평

균 3.48권, 출 기간은 11.12일로 조사되었다. 

3.2.13 어린이 자책의 선택 주체와 기   

어려운 

자녀의 자책을 선택할 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선택하는 응답자가 24명(44.4%)으로 가

장 높게 조사되었고, 자녀가 직  선택(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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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만족

(5 )

약간만족

(4 )

보통

(3 )

약간불만

(2 )

매우불만

(1 )

평균

수

양 인 풍부함
1명 4명 6명 7명 1명

2.84
(5.3) (21.1) (31.6) (36.8) (5.3)

내용의 신뢰성
1명 8명 9명 1명 -

3.47
(5.3) (42.1) (47.4) (5.3) -

자료의 최신성
1명 4명 9명 4명 1명

3.00
(5.3) (21.1) (47.4) (21.1) (5.3)

주제의 다양성
1명 7명 6명 3명 2명

3.11
(5.3) (36.8) (31.6) (15.8) (10.5)

<표 10> 도서 의 자책 콘텐츠 만족도 

항목
매우만족

(5 )

약간만족

(4 )

보통

(3 )

약간불만

(2 )

매우불만

(1 )

평균

수

주제 다양성

(종류)

3명 4명 7명 5명 -
3.26

(15.8) (21.1) (36.8) (26.3) -

내용(질)
2명 7명 7명 3명 -

3.42
(10.5) (36.8) (36.8)  (10.5) -

속 경로
5명 6명 2명 4명 2명

3.42
(26.3) (31.6) (10.5) (21.1) (10.5)

사이트 디자인
3명 9명 2명 4명 1명

3.47
(15.8) (47.4) (10.5) (21.1) (5.3)

이용 차
- 10명 2명 6명 1명

3.11
- (52.6) (10.5) (31.6) (5.3)

신간입수
2명 1명 7명 8명 1명

2.74
(10.5) (5.3) (36.8) (42.1) (5.3)

이용 안내
- 7명 7명 5명 -

3.11
- (36.8) (36.8) (26.3) -

PC 수
1명 3명 10명 3명 2명

2.89
(5.3) (15.8) (52.6) (15.8) (10.5)

이용 공간 

치  크기 

1명 4명 6명 6명 2명
2.79

(5.3) (21.1) (31.6) (31.6) (10.5)

반 인 

만족도

- 6명 7명 6명 -
3.00

- (31.6) (36.8) (31.6) -

<표 11> 도서  자책 서비스 만족도

18.5%), 부모가 선택(7명, 13.0%) 순이었다. 어

린이 자책 선택 기 으로는 주제/장르(23건, 

54.8%), 학교 권장도서(12건, 28.6%), 도서  

추천 도서목록(8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책표지, 시리즈명, 자책사이트추천목록은 각

각 4건(9.5%)으로 부모가 자녀의 자책을 선

정할 때 매우 미미하게 사용되었다. 한 어린

이 자책 선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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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순 2순 3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림책 11 20.4  8 14.8  4 7.4

과학책  2 3.7  5 9.3  2 3.7

동화책 19 35.2 11 20.4  2 3.7

동시집 - -  2 3.7  2 3.7

만화책  1 1.9  2 3.7  4 7.4

역사책, 기  2 3.7  2 3.7  7 13.0

유머, 수수께끼, 괴담류  1 1.9 - -  1 1.9

백과사  1 1.9  3 5.6  2 3.7

학습서(문제집) - - - -  3 5.6

어원서책  2 3.7  3 5.6  4 7.4

기타  2 3.7 - - - -

무응답 13 24.1 18 33.4 23 42.6

합계 54 100.0 54 100.0 54 100.0

<표 12> 어린이 자책에서 주된 독서 분야

는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자책으로 있는지

를 몰라서’, 2순 는 ‘어떤 것이 좋은 자료 인지

를 몰라서’, 3순 는 ‘자녀에게 맞는 것인지를 

몰라서’로 나타났다.

3.2.14 어린이 자책의 주된 독서 분야와 

자녀의 자책 이용 선호도

어린이 자책 에서 주로 독서가 이루어지

는 분야 1순 는 동화책(19명, 35.2%), 그림책

(11명, 20.4%) 순으로 나타났다. 2순 도 동화

책과 그림책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3순

로는 역사책과 기도 주요 독서 분야로 꼽

혔다(<표 12> 참조).

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54명은 자

녀의 자책 이용에 해 29명(53.7%)이 선호

하지 않았는데, 학부모 자신이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고 자책이 자녀의 시력을 약화시키며 

독서를 오래 하기에는 부 하다는 생각을 하

고 있는데 기인했다. 

3.3 종합 분석

123명의 학부모  과반수가 자책 이용 경

험이 없었으며 자책 이용 경험이 없는 63명의 

자책을 이용해보지 않은 이유로 종이책이 더 

익숙하고 읽기 편하고 자책은 이 피곤하며 

자책에 해 모르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 다. 이는 이용 (2010)의 연구에서 자책 

비이용자들이 자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용할 만한 콘텐츠의 부재, 자책의 불필요

함과도 일맥상통하여 여 히 자책에 한 인

식 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함께 매체의 익

숙함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자

책 이용 여부에서도 소극 이며 애매한 태도를 

보여 자책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에

서의 불편함과 부담감이 장애 요인임을 보여주

었다.

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자책 이

용 경로는 국내 자책 사이트가 가장 높게 나



 자책에 한 도서 의 학부모 이용자 인식에 한 연구  123

타났으며 자책을 이용하는 주된 목 은 여가 

생활  독서, 개인 인 호기심 충족, 새로운 정

보 획득 는 학습 순이었다. 학부모의 자책 

이용 빈도는 1년에 1-2회 정도로 자책 이용은 

미미하 으며 연간 자책 이용 권수는 3권 이

하가 61.1%를 차지하 다. 이는 이용 (2010)

이 우리나라 자책 이용자의 한 달 평균 이용

량이 평균 1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것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학부모의 자책 이용률이 매

우 조함을 보여주었다. 한 자책을 지속

으로 읽는 시간도 1시간 이하(39명, 72.2%)가 

주를 이루어 긴 시간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책 이용 이후의 독

서량은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로 인

한 독서량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독서 매체로 종이책에 한 선호가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종이책이 익숙하고 이

해가 더 잘 되며 원하는 책의 종류가 많고 원하

는 책을 찾기 쉽다는 것이었다.

자책 이용 기기로는 개인PC/노트북이 과

반수를 차지하여 자책 단말기 구입은 여 히 

미미하 다. 그래서 이용 (2010)이 태블릿 PC

와 스마트폰, 자책 용 단말기로 자책의 

구매 경향이 변해갈 것으로 측하 지만 그런 

추세는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자책 이용에 향을 주는 요인은 컨

텐츠 질보다 화면 구성으로 나타나 이는 내용보

다는 이용의 편리성이 우선함도 보여주었다. 

자책 이용 방식은 인터넷 서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거나 자책 용기기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공공도서 의 자책 서

비스의 활용이 뒤쳐지는 이유에 한 반 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책을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서명 검색이 

가장 많아서 학부모의 경우, 구체 으로 원하는 

자책에 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책 이용의 장 으로는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에서 출/반납이 가능한 것이 최  장 이었

으며 그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기능이 차지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 한 추가 인 개발 필요성과 

함께 다른 기능에 한 반 인 평가를 할 필

요가 있다.

자책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으로는 화

면과 자책 이용 과정의 복잡함, 읽고 싶은 자

료가 별로 없음을 주된 요인으로 꼽아서 종이책

을 읽을 때만큼의 편안함과 용이함, 콘텐츠의 

확충이 선행되어야함이 드러났다. 자책의 휴

성이 가장 극 화된 이용 편의성 요소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이용 (2010)이 자책의 장 으

로 보 의 편리성과 가장 하게 련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종이책과 비교할 때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고 체 인 화면에 한 

편의성도 떨어져 독서하기에 편리하지 않은 것

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에 한 기술 인 보

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서 을 통해 자책 서비스를 이용

해 보지 않은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많은 

학부모가 도서 의 독서 로그램에 참가하고 

독서에 한 심과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의 자책 서비스는 잘 이용하지 않는 이

유에 한 좀 더 상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도서  자책 서비스를 이용해 본 학부모의 만

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특히 신간 입수, 

도서  내 자책 이용 가능한 PC 수, 자책 

이용 공간 치  크기에 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서 이에 한 확충이 시 하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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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콘텐츠와 련해서는 자책 콘텐츠 개

발  확충이 국가 인 수 에서 근해야할 필

요성을 보여주었다. 다행히 도서 의 자책 콘

텐츠 내용에 한 신뢰도가 높아서 다수가 향

후 도서  자책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밝혔고 

이 은 상당히 정 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자책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선택하

는 편이었고 선택 기 으로 주제/장르, 학교 권

장도서, 도서  추천 도서목록을 주로 들었는데, 

어린이 자책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곳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향후 자책 선정이

나 근에 한 참고 도구가 확충될 필요성을 

보여  것이다. 

어린이 자책 에서 주된 독서가 이루어지

는 분야가 동화책과 그림책, 역사책과 인․

기로 조사되어 이 분야의 자책 개발이 우선

으로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

책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과반수가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고 시력 약화와 장시간 독서 매체

로서의 부 함을 이유로 자녀의 자책 이용

을 선호하지 않고 있어서 이는 어린이의 자책 

이용 활성화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자책에 한 

심과 함께 도서  이용자인 학부모들의 자

책에 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부모의 에서 

바라본 자책과 도서 의 자책 서비스 만족

도를 통해 재 갖고 있는 문제 과 해결 방안, 

더 나아가 향후 도서 에서의 자책 서비스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어린이 

자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 , 어린이 문 도서  1개, 학교도서  2

개와 자책을 소장하지 않고 있으나 자책 

이용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는 공공도서  1개, 

총 5개 도서 의 등학생을 둔 150명의 학부

모를 상으로 도서  이용, 컴퓨터 이용, 자

책 이용 행태, 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 행태, 

어린이 자책 선정 등에 한 설문 조사를 실

시하 고 123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다.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학부모 응답자의 도서  방문 회수는 한 달 

평균 5.47회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으며 도서

에 직  방문보다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횟

수가 더 많았다. 부분 컴퓨터는 필요한 경우

에만 단시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과반수가 

자책 이용 경험이 없었는데 그 이유로 종이책

이 더 익숙하고 읽기 편해서 고 앞으로의 

자책 이용에 있어서도 소극 이었다.

둘째, 자책 이용 경험 있는 학부모의 자

책 이용 경로는 국내 자책 사이트가 가장 높

게 나타나 도서 을 통한 자책 이용은 조하

으며 주된 이용 목 은 여가 생활  독서

다. 학부모의 자책 이용 정도는 1년에 1-2회 

정도, 3권 이하, 지속 으로 읽는 시간은 1시간 

이하로 매우 조하 다. 한 자책을 이용하

면서 독서량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여 히 독서 매체로 종이책이 읽기 편하고 

이해가 더 잘 되며 책의 종류도 많고 원하는 책

을 찾기 쉽다고 하 다.

셋째, 자책 이용을 해 사용하는 기기로는 

개인PC/노트북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 PC, 자책 용 단말기는 여 히 

독서 매체로 자리 잡지 못하 다. 콘텐츠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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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구성이 자책 이용에 더 요하 고 

자책 이용 방식은 인터넷 서  홈페이지 구매

나 자책 용기기를 통해 주로 구매하 다. 

넷째, 자책의 서명 검색이 라우징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자책 이용의 장 으

로는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출/반납, 

멀티미디어 기능이 차지하 다. 그리고 자책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으로는 화면으로 책

을 읽는 , 복잡한 자책 이용 과정  차, 

읽고 싶은 자료의 부재를 들었다.

다섯째, 도서 을 통해 자책 서비스를 이용

해 보지 않은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부

분의 학부모가 도서 의 독서 로그램에 참가

하고 독서에 한 심과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도서 의 자책 서비스 이용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자책 서

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보통이었으며 특히 신

간입수, 도서  내 자책 이용 가능한 PC 수, 

자책 이용 공간 치  크기, 자책 콘텐츠

의 양에 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  자책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에

는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도서 의 자

책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권유하겠다는 학부모

가 과반수 으며 다수가 도서  자책 서비

스의 이용 의사를 밝  익숙하지 않은 자책

이 부담스럽지만 결국 활용할  알아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자책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선택하는 편이었으나 자책을 고르는 것

이 어려워 자책 추천 목록이나 참고 도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어린이 자책은 주로 

동화책과 그림책, 역사책과 기류를 읽는 편

이었으나 자녀의 자책 이용에 해 과반수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의 자책 

이용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로 도서 의 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상업  출 사의 자책 서비스에 견  만

큼 도서 에서도 극 인 자책 서비스를 

비해야 한다. 이를 해 각 도서 에서 제공하

고 있는 자책 서비스에 한 극 인 홍보

와 이용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가 자

책 이용을 경험하면서 종이책과 차별성을 실감

하고 자책이 자녀의 독서를 증진시키는 도구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둘째, 개인용 PC나 노트북을 통한 자책 이

용이 여 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면 구

성이 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므로 상업  출

사의 자책 서비스에 견 만한 화면 설계와 편

리한 근  제공, 자책 이용 과정이나 차

의 단순화로 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에 있

어서 편리성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셋째, 도서 의 자책 콘텐츠의 다양성, 최

신성, 도서  내 자책 이용을 한 PC의 수나 

공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도서 의 자책 서비

스에 해 가시 인 지원을 보여주고 자책이 

다양한 독서 활동과 선택의 폭을 넓 주는 편

리한 수단임을 도서  이용자에게 확실히 노출

시켜주고 깨우쳐줘야 할 것이다.

넷째, 도서 의 자책 서비스에 해서는 학

부모들이 정 인 생각과 기 를 갖고 있으므

로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자책을 함께 고르고 

읽을 수 있도록 자책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책의 선정과 서비스에 있어서 이

용자와 사서의 극 인 비와 참여가 필요하



12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3호 2011

다. 이를 해 향후 도서 에서 자책을 담당

하는 문 사서를 둘 필요가 있으며 자책 

련 문교육과정도 비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재 각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책 서비스에 한 황 조사와 함께 서비

스 제공자와 이용자 평가를 통해 개선되어야할 

요소를 찾아내어 자책 서비스가 도서 의 차

별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만 할 것

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로 도서  이용 어린

이를 상으로 한 자책과 종이책 이용에 

한 비교 연구를 통해 도서 의 자책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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