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자책 서비스 심의 병 도서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Military Libraries: Focused on the e-Book Services

전 경 선 (Kyungsun Jeon)**

이 지 수 (Jisu Lee)***

 록

본 연구는 병사들의 독서환경 근성을 높이고, 병 도서 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자책 서비스를 
심으로 병 도서   자책 서비스 운  황을 분석하 으며, 병사 상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자책 

이용 황  리의 문제 을 보다 심층 으로 악하기 해 도서  계자  자책 운  실무자(담당자)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다. 설문조사 결과 병사들의 부  내 자책 근 환경에 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자책 이용 활성화를 해서는 부  내 IT 환경, 기기, 근 허용 시간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 결과에서는 자도서 의 낮은 이용률  인지도, 자책 보  시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자책 뷰어 
 리 시스템 문제, 진 문고 리  근성 향상을 한 자책 보 , 자책 용기기 보  등의 문제 과 

개선사항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책 서비스 홍보  교육 로그램 다양화, 자책 
운   이용 증진을 한 디바이스  랫폼 활용, 자책 라이선스  수서 시스템 개선, 진 문고 자책 서비스의 
단계  도입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military library and e-book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he soldiers’ access to the reading environment and to suggest a plan to revitalize the military 
library.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such as the IT environment, devices, and time allowed for access to activate the use of e-books. 
According to the interview results, problems such as low usage rate and awareness of the digital 
library, the use of different e-book viewers and management systems for each distributor when 

distributing e-books, and the dissemination of e-books for the management and accessibility of the 
Armed Services Editions in library were raised. In order to activate the e-book service of the library 
in the military, diversify e-book service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s, activations such as 

establish standards for the e-book operating system for each county, use platforms and devices to 
promote e-book operation and use, and construction of e-book service using Armed Services Editions 
were derived.

키워드: 병 도서 , 병 도서  운  황, 자책 서비스, 진 문고,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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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of Militar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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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장병들의 문화생활, 그 에서도 

특히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60년 부터 민간차원에서 시작

된 ‘군부  책 보내기 운동’을 기 으로 이러한 

활동은 병 도서 의 확 와 독서활동 활성화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도서 법｣을 개정하면서 병

도서 을 공공도서 으로 포함했으며, 국방부 

한 ‘병 시설 화 사업’을 통해 2009년

부터  이상 군부 에 병 도서  설치를 

의무화하 다. 그 결과 2010년 1,579개 이었던 

병 도서 은 2019년 1,855개 으로 지속 인 

양  성장을 이루고 있다(국방부, 2020a). 

2019년부터는 장병들의 자아실 과 자기계발 

등의 차원에서 병 문화 신을 해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 화(스마트폰) 사용이 허

용되기도 하 다. 국방부는 이를 활용해 병사

들의 독서환경 근성을 높이기 해 2019년 

육군 자도서  통합 랫폼을 구축하여 자

책(e-book)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 다. 공군, 

해군 역시 군별로 자도서 을 운 하고 있다. 

즉, 국방부는 병사들의 독서행태 변화에 따라 

자도서  랫폼 구축  운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개인별 속  출․반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병 도서 에서 인쇄 도서의 확충은 도서  

공간  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한 독서

환경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차 자

책의 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징병제인 한국

군의 병사 부분은 20 로 이들은 자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령 로 조사된 바 있다

(김 만, 2015). 문화체육 부(2020)의 ‘국민

독서실태조사’에서는 한국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로 2019년에 비해 8.2% 어

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20  청년층의 독서율은 

78.1%로 2019년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로 2019년보다 각각 2.5%, 11.9% 

증가 추세를 보여 20  청년층의 독서생활에서

의 자책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악되었다. 

한 병 도서 에서 모바일 자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이용할 의도가 있는지에 

한 연구에서 자책에 한 용이성과 유용성은 

이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인순 외, 2020).

하지만 자책 서비스를 확 하려는 계획에 

비해 실제로는 자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률은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육군의 자도서  가입 황 

 이용률을 살펴보면, 육군 장병의 자도서  

가입은 총 17,394명 4.3%로 나타났으며, 이용

률은 총 5,464명 1.4%로 조사되어 자책 독서

율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20b). 

따라서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디지털 네이티

(Digital native) 세  병사들을 해 자책 서

비스를 확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다양한 

독서환경 조성을 어떻게 확 할 것인가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특히 국방부가 자

도서  확 뿐만 아니라 진 문고의 자책 서

비스를 도입하려는 시 에서 자책 서비스 

황에 한 분석과 앞으로의 운 을 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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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병 도서   자책 서비스 운  황

을 분석하 으며, 병사 상 설문조사를 통해 

독서실태  진 문고 인지 여부, 자책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하 다. 한 자도서 을 통

한 자책 이용 황  리의 문제 을 보다 

심층 으로 악하기 해 자책 운  실무자

(담당자)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를 통해 자책 서비스 운  황과 이용자 

요구  한계  등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책 서비스의 운  개선  활성화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2. 선행 연구

2.1 병 도서  운   활성화

병 도서  련 연구는 2003년 ｢도서   

독서진흥법(법률 제6906호)｣에 병 도서 이 

특수도서  범주로 포함되면서 본격 으로 진행

되었다. 연구 내용은 병 도서  운  활성화, 

병 도서  평가지표 개발, 독서  련 사업 

활성화 등이 으로 수행되었다. 

병 도서  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

로서 차미경, 송승섭(2005)은 병 도서 의 정

책자료 분석, 황 조사  병사 면담을 기반으로 

병 도서 의 역사, 조직, 시설, 산, 장서, 인력 

 이용자의 요구 등을 조사하 다. 이를 바탕

으로 병 도서 의 반 인 운  모델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 다. 성은정, 홍재 (2015)은 

공군 병 도서  체를 상으로 운  황 

 활성화 방안에 한 인식 평가를 단 , 

, 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 다. 분석 

내용으로는 2013년 국 도서  운 평가 지표 

 병 도서  운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도서

 계획, 산, 이용자 서비스, 장서 리, 인 자

원, 시설 리, 교류 력, 운  련 항목 등의 

문제   인식을 조사하 다. 한 장윤  외

(2018)는 병 도서  련 법, 제도 등의 운  

체제  리 황, 병 도서  력사업 황, 

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법/제도, 인 라/시설, 

장서, 서비스/인력 등을 조사하여 병 도서 의 

반 인 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노 희, 곽우정(2019)은 병 도서  운 평가, 우수

사례  황, 해외 병 도서  운  황 등의 

분석과 면담  설문을 통해 운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조사 항목으로는 병 도서  장서 수, 

도서 리 로그램, 상호 차, 운 시간, 인력, 이

용자 수  서비스 황 등과 같은 운  황과 

도서  운   인 라, 시설, 장서, 서비스 등의 

문제 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 다.

병 도서  평가지표 개발과 련된 연구에

서는 송승섭(2009)이 2007년 문화체육 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에서 제시한 병 도서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84개 

병 도서 에 용하여 더욱 합리 으로 활용 

가능한 병 도서  평가지표 개발 방안을 제안

하 다. 병 도서  서면평가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재정, 서비스, 장서 리 등 8개 

역 28개 지표와 지표별 평가 척도 일부를 수정․

보완하 다. 한 군별 특성에 따라 해군과 공군, 

육군 등의 병 도서 을 분리, 그룹화하여 정책

평가를 시행하며 실태조사 표 안을 기반으로 

군별 수조사의 필요성을 논의하 다. 차성종, 

한종엽(2013)은 2011년 국 병 도서  운

실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운  상황을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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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다. 평가 역으로는 계획, 

재정, 서비스, 장서 리, 인 자원, 시설, 교류

력  기타(독서 로그램, 운 원회 등) 등을 

분석하 다.

병 도서  독서  련 사업의 활성화를 

한 연구에서 차미경, 송승섭(2006)은 병사들

의 독서요구를 반 한 장서개발 정책 수립을 

해 국내 2개 사단의 육군 병사를 상으로 독

서실태 설문조사, 병 도서  장 방문  인

터뷰 등을 통해 병사들의 독서량, 독서방법  

경향, 도서입수경로, 독서의식 등을 분석하

다. 이러한 독서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병 도

서 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방안으로 독서문화 

조성을 한 로그램의 개발과 산  제도  

지원 등을 제시하 다. 문화체육 부(2015)

는 병 독서 활성화 방안을 한 지원 사업  

하나인 독서코칭 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를 시

행하 다. 이를 기반으로 병 독서 로그램의 

지원 상 확 와 내용의 확장,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로그램의 유기  추진을 

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한 김 만

(2015)은 병 독서 활성화를 한 방안의 하나로 

병 독서에서의 자책 활용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와 ‘ 자

책독서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병사들의 연령

인 20 의 독서행태를 분석하 다. 한 문화

체육 부의 ‘병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를 

심으로 병 독서 실태를 악하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병 독서 SWOT 분석’을 진

행하여 병 독서 활성화를 한 자책 도입, 

병 독서의 자율성 고양  다양한 병 독서 

지원사업 확  략을 제안하 다. 장윤  외

(2018)는 병 도서  이용자의 독서행태  인식, 

병 도서  이용행태, 진 문고의 활용성 등을 

병사 상 설문조사하여 병 도서 의 서비스 

황, 장병들의 독서증진  병 도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2.2 공공도서 에서의 자책 서비스

1990년  후반 출 계에서 자책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00년  반까지 자책은 확산

되는 시기 고, 공공도서  역시 정부 주도로 

‘ 자도서 ’, ‘가상도서 ’, ‘사이버도서 ’ 등

의 이름으로 자책 서비스를 시작하 다(국립

앙도서 , 2019). 2000년에는 ‘도서 정보화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 공공도서 에 

디지털자료실 설치와 콘텐츠 확충을 한 산이 

투입되었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1)(2020)에 

따르면 2007년 한국 체 공공도서  600개  

 253개 (42.4%)이 자책 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2019년에는 총 1,134개   847개

(74.6%)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체 장서  자책 비율은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하지만 도서 과 자책 출 계의 여러 문제

이 나타났으며, 백지원(2014)은 도서 계와 

출 계를 심으로 공공도서 의 자책 출 

서비스에 한 상반된 시각과 주요 문제 을 

악하 다. 한 도서 계의 공공도서  자

책 출의 핵심 원칙을 도출하여, 주요 쟁  사

안별로 공공도서 의 사명, 자책 출 모델 

 1) https://www.libs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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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법  제도 마련 등 향후 도서 계의 응 

방안을 논의하 다. 신정아(2021)는 한국 도서

과 자책 서비스의 발 과정을 살펴보고, 문

제 상황을 분석하 다. 자책 서비스는 1999년 

본격 으로 시작되어 와이즈북, 북토피아 등의 

자책 랫폼이 등장하 고, 2006년에는 한국

의 형서   하나인 교보문고가 자책 사

업을 시작하 다. 이후 2017년에는 오디오 

자책 랫폼이, 2019년에는 교보문고가 자도

서  여형 모델을 출시하며 다양한 유형의 

자책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자

책 업계는 도서 에 제공하는 자책 콘텐츠 

서비스 방식을 구  여방식인 소장모델뿐만 

아니라 구독서비스, 이용권 등의 방식으로 다

양하게 구축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 작권

원회에서 국가표  공용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개발을 수행하 으나, 출 계

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 계에 의해 정착되지 

않았음을 논의하 다.

공공도서 의 자책 서비스 운 을 한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Woodward(2010)는 

데이터베이스나 자 과 같이 이미 성공

으로 도서 의 자자원으로 통합된 유형도 있

지만, 자책은 출 업계와 도서 이 여 히 

성공 인 운  모델을 찾고 있으며 자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도서  운  모델 설정

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Pharo와 Learned 

(2011) 한 주요 출 사가 공공도서 에 자

책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실제 사례를 제

시하고, 앞으로는 도서  이용자의 요구를 만

족하게 할 수 있는 도서  친화 인 모델을 제

공하기 하여 도서  간의 력  출 사, 

행사와의 력이 필요함을 제기하 다. 국내 

경우 이용훈, 박상미(2013)와 이지연(2014)은 

새로운 공공도서  자책 서비스 모델을 개발

하고 실 하기 하여 이용자, 도서 , 출 계 

등 부문 간 력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한주리

(2021)는 출 계와 도서 계 간에 쟁 이 되어

온 도서 에서의 자책 서비스 황  출

계의 인식을 악하 다. 도서  자책 서비

스에 한 기본 인 인식의 차이, 출 사 규모 

 장르별 인식 차이, 공공 출권에 한 논의 

필요성, 출 계-도서 계 상생을 한 력, 양

질의 콘텐츠 확보를 한 정부의 도서 련 재

원 마련 확   도서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 다.

한 IFLA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도서 의 

e-Book 문제에 향을 미쳤고, 이 기간동안 공공

도서 의 디지털 컬 션에서 e-Book  오디오

북의 출 기능을 확장하고 랫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출 사와 

도서 의 근본 인 문제 인 e-Book의 작권, 

라이선스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 하 다

(IFLA, 202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은 자책 가격 책정 모델, 배경, 원칙, 출 사 

 계약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진

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자책에 한 출

사의 모델은 도서 의 오 액세스 서비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공공도서 의 원활한 

자책 출을 한 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ALA, 2021).

이처럼 병 도서  련 선행 연구에서는 문

헌 조사를 기반으로 황 조사를 시행하 으며, 

장병  운 자를 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를 진행하 다. 이를 통해 병 도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으며 이러한 연구는 다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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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책 서비스는 도서 계  출 계에서 운  

모델에 한 여러 문제 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병  내 자책 서비스 운 에 

한 문제 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구체 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책 서비스 황과 운 에 

해 이용자와 운 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병 도서 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

하기 하여 병 도서   자책 서비스 운  

황을 분석하 으며, 병사를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시행하 다. 한 자도서 을 통한 

자책 이용 황  리의 문제 을 보다 심층

으로 악하기 해 도서  계자  자책 

운  실무자(담당자)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다.

3.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독서실태  진

문고 인지 여부, 자책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하기 

하여 육군, 공군, 해군, 해병  소속 병사를 

상으로 2021년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표 1> 참조). 

군별 구성 비율은 비교  다양한 군별 응답률 

확보를 해 군별 구성 비율에 한 제곱근 비

례배분 방식으로 표본 수 할당을 조정하 다.

설문 항목은 병 도서 의 독서실태  이용

경험, 자책 이용 경험, 자책의 수용 의도  

행동 등을 조사한 장윤  외(2018), 윤수경, 김

명지, 최 호(2014), 이애리, 최재원, 김경규

(2012), Rogers(2003) 등 기존 선행 연구의 

설문 문항에서 해당 질문 내용을 추출하여 수

정․반 하 다. 설문조사 항목은 총 23문항

으로 <표 2>와 같이 ‘응답자의 일반  특성’, 

‘독서실태  진 문고 인식’, ‘ 자책 이용 경

험  활성화 방안’ 등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택형 문항은 ‘단일’ 

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 으며, 4  척도( : 

불만족=1, 불만족 하는 편=2, 만족하는 편

=3, 만족=4)  5  척도( :  그 지 않다

=1, 그 지 않다=2, 보통=3, 그 다=4, 

구분 온라인 설문조사 FGI 조사

모집단 병사 장교

조사 상 육군, 공군, 해군, 해병  소속 병사 도서  계자  자책 담당자

조사기간 2021년 8월 12일 – 8월 26일 2021년 8월 11일 – 11월 24일

표본수 총 4,051명 총 12명(총 6회 실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비 면 방식의 FGI(60분-90분)

<표 1> 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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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응답자 특성 

(3문항)

- 소속군 유형

- 소속 부

- 계

독서실태  진 문고 인식

(7문항)

- 군 복무 이  독서에 한 심도

- 입  후 독서량

- 부  내 독서경험  목

- 진 문고 인지 여부  심도

- 진 문고 이용도서 분야

자책 이용 경험  활성화 방안

(13문항)

- 자도서 의 자책 이용 가능 여부  인지 경로

- 자책 이용 경험  만족도

- 진 문고의 자책 제공 시 선호기기  자책 유형

- 소속부 의 자책 독서환경 만족도

- 자책 련 인식

 ․상  이 / 합성/복잡성/ 찰가능성/시험가능성/이용의도

<표 2> 설문조사 항목

매우 그 다=5), 는 10  수치평가척도( : 

 선택한  없음 = 1 , 자주 선택하 음

= 10 )로 측정하 다. 서술형 문항은 입  

과 후의 월 단 의 평균 독서량, 국방부 자

도서 의 자책 평균 이용 권수, 국방부 자

도서 의 만족 는 불만족 이유 등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조사 분석을 해서는 선택형 문

항은 빈도분석을 하여 부  규모별, 장병의 계

별 특성에 따른 이용행태  만족도를 문항별 

총수, 백분율 빈도분석  평균을 분석하 고, 

서술형 문항은 내용을 분석하여 응답을 정리

하 다.

3.2 인터뷰

자책 서비스 황  문제  등을 악하기 

하여 도서  계자  자도서  담당자 

12명을 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 다. 총 6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군별 

도서  계자  자도서  담당자는 그룹별 

1명-3명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인터뷰 

기간은 2021년 8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비 면 방식의 zoom을 활용하여 약 60~90분

간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면담자에게 동

의를 받아 녹화되었으며, 내용은 사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표 4>와 같이 1) 주제 련 업무 소개, 2) 운  

황, 3) 자책 운 의 문제 , 4) 진 문고의 

자책 서비스 도입 필요성, 5) 개선사항  활

성화 방안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질문의 내용을 통제하지 않고 면담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개방형 코딩을 용하여 

핵심주제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어  구문, 주제 등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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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면담자 성별 면담자 지 담당(조직상 역할) 인터뷰 일시

육군
P1 남 소 도서  리  진 문고 담당 2021.08.13

P2 남 진 문고 담당 2021.11.24

육군본부 P3 여 사무 육군 본부 도서  자도서  담당 2021.11.11

공군
P4 남 도서  계 업무 2021.08.11

P5 여 주무 진 문고 담당 2021.11.22

공군본부 P6 남 주무 병 도서  리 자도서  담당 2021.11.11

해군
P7 남 소 도서  계 업무 2021.08.11

P8 남 소령 진 문고 담당 2021.11.24

해군본부 P9 남  도서   콘텐츠 담당 2021.10.30

해병
P10 남 도서  계 업무 2021.08.13

P11 남 진 문고 담당 2021.11.22

해군사 학교 P12 여 사서 도서  사서 자도서  담당 2021.11.11

<표 3> 인터뷰 상자

내용 주요 질문

주제 련 업무 소개
∙이름과 소속, 재 도서  업무에 해 간단히 말 해 주십시오.

∙ 자책 서비스 련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운  황 
∙도서   자책 서비스는 어떻게 운 되고 있습니까?

( 산, 장서, 인 라, 서비스)

자책 서비스의 문제 ∙ 자책 서비스 제공에 있어 문제 은 무엇입니까?

자책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진 문고의 자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활성화 방안
∙ 자책 서비스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표 4> 인터뷰 문항 구성

4. 병 도서  운  황

4.1 시설  장서 

병 도서 은 2000년  반까지 장서 부족, 

낙후된 시설, 문인력 부재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2003년 ｢도서   독서

진흥법(법률 제6906호)｣에 병 도서 이 특수

도서  범주로 추가되고, 2005년부터는 ‘병

화’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되면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한 2006년 ｢도서 법｣ 개정으로 병 도서

은 특수도서 에서 공공도서 의 범주로 편

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방부 ‘병 도서  운  

훈령(국방부훈령 제1012호)’이 제정되면서 운

체계가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는  이상 

부 에 병 도서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각 

군  국방부 직할부 에 병 도서  설치가 완

료되었다(국방부, 2020a). 하지만 어떤 연도에는 

부 개편  통폐합 등으로 병 도서  운 이 

단되어 일부 축소된 도 있다.

병 도서 은 2019년 기  총 1,855개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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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개, 해군 267개, 공군 110개, 국방부 직할

부  51개)이 설치  운 되고 있으나(<표 5> 

참조), 각 군과 부 별 상황에 따라 시설 규모는 

다르게 나타났다.

연도 제 별

장서 보유량별 도서  수
총 장서량

(도서)계
500권 

이하

1,000권

이하

2,000권

이하

3,000권

이하

5,000권

이하

5,000권

과

2015

육군

이하 1,230 87 206 476 242 178 41 2,445,685

연 이상 286 17 24 82 51 53 59 1,849001

소계 1,516 104 230 558 293 231 100 4,294,686

해 군(해병 포함) 213 45 47 50 33 21 17 665,045

공 군 110 - 4 30 25 27 24 557,554

국 직 49 2 5 9 13 10 10 705,511

계 1,888 151 286 647 364 289 151 6,222,796

2016

육군

이하 1,200 37 169 450 284 212 48 2,549,164

연 이상 305 13 23 94 55 62 58 1,889,758

소계 1,505 50 192 544 339 274 106 4,438,922

해 군(해병 포함) 213 45 47 50 33 21 17 665,045

공 군 110 - 1 29 25 30 25 577,699

국 직 49 2 5 9 13 10 10 706,523

계 1,877 97 245 632 410 335 158 6,388,189

2017

육군

이하 1,192 47 182 447 266 205 45 2,534,285

연 이상 307 17 22 95 57 59 57 1,904,586

소계 1,499 64 204 542 323 264 102 4,438,871

해 군(해병 포함) 243 73 43 52 38 15 22 884,606

공 군 110 1 4 24 28 25 28 573,222

국 직 46 1 3 16 10 6 10 650,386

계 1,898 139 254 634 399 310 162 6,547,085

2018

육군

이하 1,177 32 91 429 317 240 68 2,866,932

연 이상 272 5 21 91 56 49 50 1,306,589

소계 1,449 37 112 520 373 289 118 4,173,521

해 군(해병 포함) 267 68 54 60 43 19 23 982,973

공 군 110 - 2 22 24 34 28 633,526

국 직 52 1 2 17 9 10 13 750,445

계 1,878 106 170 619 449 352 182 6,540,465

2019

육군

이하 1,172 3 43 434 380 240 72 2,999,743

연 이상 255 - 10 92 55 49 49 1,147,502

소계 1,427 3 53 526 435 289 121 4,147,245

해 군(해병 포함) 267 71 44 64 43 23 22 1,017,206

공 군 110 - 2 29 27 21 31 634,236

국 직 51 2 4 17 10 9 9 732,358

계 1,855 76 103 636 515 342 183 6,531,045

출처: 국방통계연보(국방부, 2020a) 

<표 5> 병 도서  장서 보유량별 도서  수 변화(2019년 기 )

(단 : 개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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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도서  리는 부 장 책임으로 리  

운 (도서 수집․정리․보존․폐기 등)되고 

있으며, 병 도서  도서 평균보유량은 3,520권

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20a). 하지만 ‘병 도

서  운  훈령’에 제시된 병 도서  시설  

장서량 기 인 병 도서  1개당 도서  규모 

66㎡  장서 6,000권의 기 은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6> 참조).

진 문고는 1978년부터 국방부가  이

상 부 에 시  도서와 동일 내용으로 형만 

축소하여 한정제작․보 하는 도서로, 장병들

의 독서욕구 충족  병 문화 개선을 하여 

선정된 양질의 도서를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진 문고의 보  수량은 병 문화 개선 등 장

병의 독서활동 필요성에 한 공감  확산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 2회 보 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연 4회로 증 시키는 등 보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 권

수는 2010년 432,000권에서 2019년 885,159권

으로 104.9% 증가하 고, 선정 권수 역시 2010년 

36권에서 2019년 73권으로 102.8% 증가하

다(<표 7> 참조). 2012년부터는 병 도서  설

치가 불가한 격오지 부 원들도 읽을 수 있도

록  미만의 소규모 독립 부 에도 보

하고 있으며, 진 문고의 산은 2009년 29억 

원 수 에서 2020년 86억 원으로 확 되었다

(국방부, 2020a).

4.2 자책  독서지원 서비스 

2019년 부  내에서 병사들의 휴 화 사용

이 가능해진 이후 진 문고 등 독서와 련된

구분 면 비고

도서  시설 

자료비치 기

서고 42㎡ 장서 6,000권 기

열람실 13㎡ 열람석 6석 기

리실 11㎡ 여유공간 4㎡ 포함

계 66㎡

사서운

｢도서 법｣ 에 따라 병 도서 의 사서직원 배치는 그 시설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의 사서 

직원을 둔다.

다만, 부 의 인력 운  등을 감안하여 도서 학․문헌정보학과 졸업자 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간부 는 병사를 선발․운 할 수 있다.

출처: 병 도서  운  훈령. 국방부훈령 제2429호.

<표 6> ‘병 도서  운  훈령’ 기  시설  인력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보 권수 712,311 769,815 734,160 801,540 709,560 765,600 922,720 885,159

선정 권수 54 57 56 61 54 58 73 73

보 수량(질) 13,190 13,500 13,110 13,140 13,140 13,200 12,640 12,130

출처: 국방통계연보(국방부, 2020a) 

<표 7> 진 문고 보 황(2019년 기 )

(단 : 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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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의식  생활조사’(한국국방연구원, 2020)에 

따르면 진 문고 이용률은 2018년 53.9%, 2019년 

41.3%, 2020년 38.6%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반면, 문화체육 부(2020)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자책 독서율은 

2015년 기 으로 2017년에는 38.2% 증가하

고, 2019년에는 6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는 병사들의 도서에 

한 근성을 높이기 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책 서비스를 확  제공하고자 하 다.

육군은 2008년부터 자도서  서비스를 시

행하 으나, 본격 인 자책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9년 부  내 휴 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육군 자도서  통합 랫폼을 구축  

시범 운 하며 서비스를 확 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육군은 2020년 기  자책 약 28,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병 도서  도서

구입비 15억 원  2억 원 정도의 일부 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산 약 4억 

원을 책정하 으며, 자책은 약 43,000권(신규 

15,000권 구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공군은 2010년 자도서  서비스를 

시작하 으며, 2019년부터 본격 인 자책 서

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2021년 

약 2,500만 원 정도를 집행 이며 약 4,000종 정

도를 보유하고 있다. 종은 1권을 구매하면 3-5명

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해군은 해군본부가 아닌 

해군사 학교에서 자책을 수서하여  해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형태로 자도서

은 2003년 도입되었으나, 2017년부터  해군에 

확 되어 서비스 이다.

군별 병 도서 은 종이책을 심으로 부

별로 운 되고 있으나, 자책은 육군 본부, 공

군 본부, 해군사 학교에서 총 으로 수서 

 리하여  군에 배포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자책 서비스를 확

하려는 움직임에 비해 2020년 기  육군 장병

의 자도서  가입은 총 17,394명 4.3%로 나

타났으며, 이용률은 총 5,464명 1.4%로 휴

화를 이용한 자책 독서율은 아직 낮은 수

으로 조사되었다. 한 ‘병사의 스마트폰 용도

별 이용’에서 ‘ 자책 읽기’는 28.3%로 스마트

폰을 활용한 용도별 이용에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국방부, 2020b).

변화하는 병  환경과 함께 군에서는 자책 

서비스와 련한 사업뿐만 아니라 병 도서  

활성화  병  내 책 읽는 분 기 조성을 해 

국방부 차원, 문화체육 부, 국회도서 , 국

립 앙도서   각  부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

방부는 문화체육 부와 (사)사랑의책나 기

운동본부의 조를 받아 2012년부터 ‘병사 독

서코칭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독서코칭

은 50개 부 에서 시작하여 2019년에는 300개 

부 까지 확 되었다. 한 국방부는 2013년 

국회와 업무 약을 통하여 국회 자도서 의 

방 한 지식정보를 1,800여개의 병 도서 에

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복무 인 장병들이 

문지식과 다양한 정보에 더욱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국립 앙도서 은 2011년부터 

‘병 도서  운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국방부 력 교육으로 육해공군 

병 도서  담당자를 상으로 병 도서  운

 실무  독서지도 방법 등을 교육한다. 한 

각 군은 부 별 특성에 맞게 독후감 경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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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왕 선발 회, 독서퀴즈, 독서추천 릴 이, 

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진흥 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도서 회, 2020).

5.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

5.1 병사 상 설문조사 결과

5.1.1 응답자의 일반  특성 

설문에 응답한 병사는 총 4,051명으로 육군 

2,714명(67.0%), 공군 631명(15.6%), 해군 415명

(10.2%), 해병  291명(7.2%)이었다. 부 별

로는 사단 (함 ) 303명(7.5%), 여단 (비행

단, 단) 1,062명(26.2%), 연 ( ) 358명

(8.8%),  이하 2,149명(53.0%)으로 표

집되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병사도 179명

(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계 은 일병이 

1,71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병 1,362명

(33.6%), 병장 745명(18.4%), 이등병 228명(5.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

5.1.2 독서실태  진 문고 인지 여부

1) 군 복무 이  독서에 한 심도

병사들의 군 복무 이 의 독서에 한 심

도는 <표 9>와 같이 ‘보통’이 34.6%로 가장 많

았으며, ‘낮은 편’ 21.8%, ‘낮음’ 17.1%, ‘높은 

편’ 17.0%, ‘높음’ 9.6% 순으로 나타나 군 복무 

이 에 병사들은 체로 독서에 한 심도가 

낮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입  후 독서량

입  후의 월평균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표 10>과 같이 약 1.5권에서 약 1.9권으로 입  

보다 후에 월평균 독서량이 반 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  후 독서량은 해병 가 

월평균 2.4권으로 가장 높았고, 공군 2.1권, 해군 

2.0권, 육군 1.8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체 4,051 100.0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67.0

공군  631 15.6

해군  415 10.2

해병  291  7.2

소속부

사단 (함 )  303  7.5

여단 (비행단, 단) 1,062 26.2

연 ( )  358  8.8

 이하 2,149 53.0

잘 모르겠음  179  4.4

재 계

이등병  228  5.6

일병 1,716 42.4

상병 1,362 33.6

병장  745 18.4

<표 8> 응답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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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례 수(명)
비율(%)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높음

 체 4,051 17.1 21.8 34.6 17.0 9.6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18.8 21.9 33.9 16.8 8.5

공군  631 13.5 21.4 32.3 19.2 13.6

해군  415 14.2 21.0 40.0 13.7 11.1

해병  291 13.4 22.3 37.8 17.9 8.6

소속부

사단 (함 )  303 17.5 22.1 34.7 15.8 9.9

여단 (비행단, 단) 1,062 13.9 22.1 34.7 18.5 10.6

연 ( )  358 20.7 20.9 34.4 12.6 11.5

 이하 2,149 17.5 21.7 34.2 17.6 9.0

잘 모르겠음  179 22.9 21.8 39.1 10.1 6.1

재 계

이등병  228 17.5 24.1 35.1 18.9 4.4

일병 1,716 16.6 23.3 35.4 15.6 9.2

상병 1,362 17.5 21.0 35.0 17.0 9.5

병장  745 17.6 19.1 31.7 19.6 12.1

<표 9> 군 복무 이  독서에 한 심도

　구분 입  (권) 입  후(권) 증가(권)

 체 1.5 1.9 0.4

소속군 유형

육군 1.5 1.8 0.3

공군 1.5 2.1 0.6

해군 1.8 2.0 0.2

해병 1.7 2.4 0.7

소속부

사단 (함 ) 1.6 1.8 0.2

여단 (비행단, 단) 1.4 2.0 0.6

연 ( ) 1.9 2.2 0.3

 이하 1.5 1.9 0.4

잘 모르겠음 1.2 1.8 0.6

재 계

이등병 1.3 1.6 0.3

일병 1.4 1.7 0.3

상병 1.7 2.0 0.3

병장 1.5 2.4 0.9

<표 10> 입  후 월평균 독서량

군별 입  후 독서량을 비교하면 해병 가 

0.7권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 으며, 공군 0.6권, 

육군 0.3권, 해군 0.2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계 별 입  후 독서량은 병장이 0.9권으로 

다른 계 에 비해 비교  높은 독서량의 증가

세를 보 으며 이등병, 일병, 상병은 모두 0.3권

으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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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내 독서경험  목  

병사들에게 최근 6개월 이내에 부  내에서 

책을 읽은 경험과 독서량에 해 질문한 결과 

병사들의 81.1%가 독서경험이 ‘있음’으로 응답

하 으며, ‘없음’은 18.9%로 나타났다. 독서경

험이 있는 병사들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평균 

6.8권을 읽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2권’ 정

도를 30.0%로 가장 많이 읽었으며, ‘3-4권’ 23.6%, 

‘5-6권’ 16.9%, ‘7-10권’ 15.6%, ‘11권 이상’ 13.9% 

순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부  내 ‘독서 목 ’은 응답자의 59.0%

가 ‘새로운 지식/정보를 얻기 하여’라고 응답

하 으며, ‘여유 시간을 보내기 해서’ 51.0%, 

‘교양을 쌓기 해서’ 43.1%, ‘마음의 로와 평

안을 얻기 해서’ 34.0%, ‘책 읽는 것이 좋아

서’ 29.1%, ‘제  후 취직/복학/입시 비 등을 

해서’ 26.3% 순으로 조사되었다(복수 응답).

이와 같은 결과는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

사’의 성인 상 ‘독서 목 ’ 상  5  항목까지

의 결과와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 목 ’은 병 이라는 특수성과 

직 인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병사들의 계 별 독서 목 을 분석한 결과, 

이등병은 ‘여유 시간을 보내기 해서’가 66.3%

로 가장 많았고, 일병 이상 계 의 병사들은 ‘새

로운 지식/정보를 얻기 하여’ 독서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다. 상병 계 의 병사들은 

다른 계 보다 ‘다른 사람과 화를 잘 하려고’ 

독서하는 경향이 있고, 병장 계 의 병사들은 

‘교양을 쌓기 해서’, ‘제  후 취직/복학/입시 

비 등을 해서’, ‘부  내 직무에 필요해서’ 

등의 목 에 해 다른 계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 다. 

4) 진 문고 인지 여부  심도

진 문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에 해 병

사들은 <표 11>과 같이 ‘알고 있다’ 43.9%, ‘어

느 정도 알고 있다’ 34.7%로 응답함으로써 진

문고를 체로 인지(78.6%)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 인 응답으로는 진 문고는 “병 도

서  도서보다 최근 도서이고 베스트셀러 주

여서” 이용자들이 병 도서  도서보다 더 많

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병사들은 

병 도서  도서와 진 문고 도서 상 없이 책

을 선택하여 읽지만, 와 같은 이유로 진 문

고 도서에 한 인식은 어느 정도 병사들에게 

명확히 인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사들의 21.4%가 진 문고를 ‘모른다’라고 

응답한 결과는 2020년 KIDA 조사결과 ‘진 문

고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해 ‘진 문고가 

비고　 사례수(명)
비율(%)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모른다

체 4,051 43.9 34.7 21.4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43.5 35.2 21.3

공군  631 48.8 32.3 18.9

해군  415 38.1 34.5 27.5

해병  291 46.0 35.4 18.6

<표 11> 진 문고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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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몰라서’ 27.3%와 유사한 결과로 진

문고 이용률 제고를 한 지속  홍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 문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병사들의 

진 문고에 한 반 인 심도는 ‘보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높다(높음과 

높은 편)’ 38.9%, ‘낮다(낮음과 낮은 편)’ 22.1% 

순으로 조사되었다. 

5) 진 문고의 이용도서 분야

병사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이용한 진 문고 

도서 분야에 한 문항으로 ‘  선택한  없

음’을 1 , ‘자주 이용하 음’을 10 으로 하는 

수치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응답자

가 군 복무기간 동안 진 문고에서 자주 이용

하여 읽은 도서 분야는 ‘자기계발/리더십’이 9.9% 

(4.80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소설’ 

9.4%(4.51 ), ‘취미/오락’ 8.2%(4.56 ), ‘인문

과학’ 7.4%(4.15 ), ‘취업/창업/재테크’ 6.3% 

(4.04 ), ‘경제/경 ’ 6.3%(3.92 ) 순으로 조사

되었다(<표 12> 참조).

군별 이용도서 분야를 조사한 결과 육군, 공군, 

해군, 해병  모두 ‘자기계발/리더십’ 분야의 

도서를 가장 많이 이용하 으며, ‘종교’ 분야는 

가장 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1.3 자책 이용 경험  활성화 방안

1) 자도서 의 자책 이용 가능 여부  

인지 경로 

병사들은 국방부 인트라넷 내 자도서 의 

자책 서비스 제공에 한 문항에 해 ‘모른다’

라고 53.3%가 응답하 으며, ‘알고 있다’ 21.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4.8%로 자책 이용 가

능에 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도서 의 자책 이용에 해 

알게 된 경로를 질문한 결과 <표 13>과 같이 

‘부  내 병사들에게 들어서’가 43.2%로 가장 

많았고, ‘교육을 통해서’ 18.6%, ‘홍보를 통해서’ 

16.3%, ‘부  내 간부에게 들어서’ 14.4%로 군 

주최의 교육과 홍보보다는 동료와 간부들을 통

해 인지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2) 자책 이용 경험  만족도

자도서 의 자책 제공에 해 ‘알고 있는’ 

병사  자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분야 평균(10  만 ) 　분야 평균(10  만 )

한국소설 3.67 사회/정치 3.56

외국소설 4.51 경제/경  3.92

시, 수필 2.75 자연과학 3.76

술분야 3.40 국방/군사/안보 2.70

언어분야 3.31 취업/창업/재테크 4.04

종교분야 2.18 취미/오락 4.56

인문과학(역사/철학 등) 4.15 자기계발/리더십 4.80

체 3.67

<표 12> 진 문고의 이용도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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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례수(명)
비율(%)

부  내 병사들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부  내 간부들

체 1,893 43.2 18.6 16.3 14.4

소속군 유형

육군 1,147 36.7 20.1 18.9 16.2

공군 385 59.7 13.8 10.6 6.8

해군 222 56.8 16.7 8.6 14.0

해병 139 29.5 23.0 22.3 21.6

<표 13> 자책 이용 인지 경로

응답한 경우가 6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32.9%에 불과했다. 

자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최

근 6개월 이내에 자책을 평균 4.45권정도 읽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별로는 ‘해병 ’가 7.43권

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6.71권, ‘공군’ 4.09권, 

‘육군’ 3.30권 순으로 나타났다.

자도서 에서 자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자도서 에 해 <표 14>와 

같이 77.0%가 ‘만족한다(만족과 만족하는 편)’

라고 응답하 다. ‘만족’의 이유로는 ‘도서 근의 

편리함’이 48.4%로 가장 많았고, ‘자료의 종류가 

다양함’ 17.3%, ‘최신 자료가 제공됨’ 14.6%, 

‘자료 검색이 편리함’ 10.6%, ‘ 자책 사용 방법

이 어렵지 않음’ 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이라 응답한 이유로는 ‘자료가 다양하

지 않음’ 30.8%, ‘도서 근이 불편함’ 30.1%, 

‘자료의 최신성이 떨어짐’ 20.3%, ‘ 자책 사용 

방법이 어려움’ 7.7%, ‘자료 검색이 불편함’ 2.1%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진 문고의 자책 제공 시 선호기기  

자책 유형 

자책 이용 경험과 상 없이 모든 병사에게 

진 문고에 자책 형태가 추가로 제공된다면 

자책을 읽기 해 가장 선호하는 기기가 무

엇인지 질문한 결과 병사들은 ‘스마트폰’을 

54.2%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블릿 PC’ 22.1%, ‘PC/노트북’ 16.6%, ‘ 자책 

용 단말기’ 6.5%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5>

참조). 한 병사들은 진 문고가 자책 형태로 

제공될 경우 ‘일반 자책(e-book)’을 85.1%로 

가장 선호하 으며, ‘오디오북’은 14.0%에 불

과하 다. 

　구분 사례수(명)
비율(%)

4  평균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만족

체 622 5.9 17.0 58.7 18.3 2.89

소속군 유형

육군 287 8.4 17.8 59.6 14.3 2.80

공군 176 4.0 21.0 56.8 18.2 2.89

해군 110 3.6 12.7 59.1 24.5 3.05

해병 49 4.1 8.2 59.2 28.6 3.12

<표 14> 자도서  이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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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비율(%)

스마트폰 태블릿PC PC/노트북 자책 용 단말기

체 4,051 54.2 22.1 16.6 6.5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58.3 19.6 14.9 6.4

공군 631 42.5 34.7 16.8 5.7

해군 415 45.8 21.2 23.6 8.9

해병 291 52.6 19.6 21.6 5.8

<표 15> 자책 제공 시 선호기기 

4) 소속부 의 자책 독서환경 만족도 

병사들은 소속부 의 자책 독서환경 만족

도에 해 ‘보통’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불

만족한다(불만족과 불만족하는 편)’ 29.6%, ‘만

족한다(만족과 만족하는 편)’ 23.6% 순으로 나

타났다(<표 16> 참조). 부  내 IT 환경, 기기, 

근 허용 시간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 자책 련 인식 

병사들의 자책 련 인식을 조사하기 해 

자책의 수용 의도  행동을 설명하는 Rogers 

(2003)의 신확산모형(Diffusion of Innovation 

Model)을 기반으로 기술 자체의 속성, 수용자

의 속성, 사회  맥락  이용 의도 등을 포

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았다(<표 17> 참조).

첫째, ‘상  이 ’이란 자책이 종이책보다 

낫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병사들은 ‘ 자책에서 

원하는 내용이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을 62.2%가 ‘그 다(그 다와 그런 편

이다)’라고 높게 평가하 으며, ‘종이책보다는 

자책을 사는 쪽이 지출을 일 수 있다’ 

57.6%, ‘ 자책이 종이책보다 보 하거나 휴

하기 편하다’ 54.3% 순으로 응답하 다.

둘째, ‘ 합성’은 기존의 가치 이나 경험, 필

요에 부합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병사들은 

‘부  내에서 자책을 읽어도 어색하지 않다’

라고 50.4%가 ‘그 다(그 다와 그런 편이다)’

로 응답하 으며, ‘ 자책이 군 생활에 잘 어울

린다고 느낀다’ 45.3%, ‘종이책이나 자책이나 

독서에는 큰 차이가 없다’ 42.8% 순으로 평가

하 다.

셋째, ‘복잡성’은 자책을 이해하거나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로 ‘원하는 주제나 종류의

　구분 사례수(명)
비율(%)

5  평균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만족

체 4,051 17.9 11.7 46.8 16.0 7.6 2.84

소속군 유형

육군 2,714 18.7 11.8 47.8 14.8 6.9 2.80

공군 631 13.6 11.4 45.2 20.4 9.4 3.00

해군 415 20.0 12.8 44.8 14.0 8.4 2.78

해병 291 16.5 10.3 44.3 19.9 8.9 2.95

<표 16> 소속부  자책 독서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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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문문항 평균값 값 표 편차

상  

이

자책이 종이책보다 보 하거나 휴 하기 편하다 3.51 4 1.2

종이책보다 자책에서 원하는 내용이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3.68 4 1.1

종이책보다는 자책을 사는 쪽이 지출을 일 수 있다 3.63 4 1.1

호환성/

합성

부  내에서 자책을 읽어도 어색하지 않다 3.42 4 1.2

자책이 군 생활(라이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고 느낀다 3.31 3 1.2

종이책이나 자책이나 독서에는 큰 차이가 없다 3.20 3 1.3

복잡성

자책은 을 치거나 메모를 남기기가 어렵다 3.16 3 1.2

원하는 주제나 종류의 출 물을 자책으로 찾기가 어렵다 2.86 3 1.2

자책 리더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걱정스럽다 2.90 3 1.2

찰

가능성

부 원들이 자책을 사용하는 것을 본 이 있다 2.33 2 1.3

나는 부  밖 사회에서 군가가 자책을 사용하는 것을 본 이 있다 3.24 3 1.3

심이 있는 책이 자책으로 매되는 것을 본 이 있다 3.28 3 1.3

시험

가능성

자책 컨텐츠을 구입․ 출하기 에 “미리보기” 기능은 요하다 3.85 4 1.0

(구입․소유가 아닌) 자책 리더기나 컨텐츠 출 서비스는 요하다 3.74 4 1.0

우리 부 에서 자책 보 이 시험 으로 이루어지면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3.70 4 1.1

이용

의도

나는 주  사람들에게 자책에 해 정 으로 말할 것이다 3.62 4 1.1

나는 자책 리더기나 컨텐츠를 실제로 사용해본 이 있다 3.08 3 1.3

나는 자책을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 3.42 3 1.2

<표 17> 자책 련 인식

출 물을 자책으로 찾기가 어렵다’ 29.3%, ‘

자책 리더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걱정스럽다’ 

31.4%가 ‘그 다(그 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병사들은 자책에서의 검색과 기계

고장, 오작동 등을 어렵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 자책은 을 치거나 메

모를 남기기 어렵다’는 41.1%로 나타나 다른 

요인에 비해 다소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넷째, ‘ 찰가능성’은 자책 채택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로 병사들은 ‘부 원들이 

자책을 읽는 것을 본 이 있다’라는 질문에 

56.0%가 ‘그 지 않다(그 지 않다와 그 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하 으나, ‘부  밖 사회

에서 군가 자책을 읽는 것을 본 이 있다’ 

47.6%, ‘ 심 있는 책이 자책으로 매되는 

것을 본 이 있다’는 47.1%가 ‘그 다(그

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상 으로 

부  내 자책 찰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다섯째, ‘시험가능성’은 자책 채택 이 에 경

험해 볼 수 있는 정도로 병사들은 ‘ 자책 콘텐츠

를 구입․ 출하기 에 “미리 읽어보기” 기능은 

요하다’ 66.7%, ‘(구입․소유가 아닌) 자책 

리더기나 콘텐츠 서비스는 요하다’ 61.2%, ‘우

리 부 에 자책 보 이 시험 으로 이루어지면 

나도 참여해서 읽어보고 싶다’ 58.1% 순으로 ‘그

다(그 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 다.

마지막으로 ‘이용의도’인 자책을 수용하고 

이용하려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해 병사들은 

‘나는 주  사람들에게 자책에 해 정

으로 말할 것이다’ 54.3%, ‘ 자책을 이용할 의

사가 있다’ 46.1%, ‘ 자책 리더기나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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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용해 본 이 있다’ 40.1% 순으로 ‘그

다(그 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 다. 

5.2 운 자 인터뷰 결과

자책 서비스 운  황  문제 , 진 문

고의 자책 도입 필요성,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등에 한 심층 인 분석을 해 도서  

계자  자책 운  실무자(담당자)를 상

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다.

분석 결과 첫째, 병 도서   자도서

( 자책 서비스)은 육군, 공군, 해군 등 군별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육군은 4개 기 (육군, 육사, 3사, 교육사령부)

이 통합 랫폼을 통해 자도서 을 운 하고 

있으며, 공군은 국방망과 인터넷망으로 구분하

여 자도서 을 운 하고 있었다. 해군 역시 

국방망과 인터넷망을 구분해서 자도서 을 

운 하고 있었으며, 자책 구입 비율은 육군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군이 가장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도서 을 통한 자책 이용은 군

별로 모두 가능하나, 홍보  교육 부족으로 

자책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는 병사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군별 상황에 따라 자책 이용이 어려울 수 있

운  황 인터뷰 내용

병 도서  운 ∙병 도서 은 육군, 공군  해군 개별 부 에서 운 함

자도서  

제공 방법

∙ 자도서 ( 자책)은 육군, 공군 본부에서 총 으로 운 하며, 해군의 경우 해군사 학교에서 

구매해서  해군이 이용함

∙인터넷망은 스마트폰, 국방망은 용 PC 용도로 사용, 자책 이용 시 인터넷망 통일 필요

군별 자책 

서비스 황

∙육군

 - 4개 기 (육군, 육사, 3사, 교육사령부)이 같이 자도서  운

 - 국방망과 인터넷망 구분해서 자도서  운

 - 자책 구입 비율: 일반도서 65%, 자책 35%

 - 자책 산: 2020년 본격화(2020년 약 2억원, 2021년 약 4억원)

 - 2019년부터 인터넷망 용도로 1종별 3권, 자도서 은 3-5권을 기본으로 구매

 - 이용자 많아 약 기가 길어지면 복본 늘려 구매, 최  30권까지 구입

∙공군

 - 국방망과 인터넷망 구분해서 자도서  운

 - 국방망은 2010년부터 운 , 2,800종 정도 보유

 - 2019년부터 병사들이 휴 화 소지함에 따라 인터넷망으로 자책 운  

 - 자책 구입 비율: (공군 본부) 자책 5%

 - 자책 산: 약 2,500만원. 인터넷망 1,200종. 1종별 3-5권 구매

∙해군

 - 국방망 2003년에 도입, 2017년도에  해군에 확

 - 국방망과 인터넷망 구분해서 자도서  운

 - 자책 구입 비율: 일반도서 70%, 자책 30%

 - 자책 산: 약 3,000만원. 연말에 산 남는 경우 재배정받아서 구입도 함

 - 자책은 휴 화 사용 이 부터 서비스하 으며, 국방망은 약 7,500종 

 - 국방망은 1종별 5권, 인터넷망은 2015년부터 2권씩 구매

<표 18> 자책 서비스 운  황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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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해군의 경우 출항 시 함정 내에서는 인터

넷을 사용할 수 없어 육상에서 미리 자책을 

장해야 하는 등 용기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도서  베스트셀러의 경우 

자책 구입이 어렵다는 문제 도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자책 구입 시 유통업체마다 다른 

자책 뷰어  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군별 도서  자체 으로 자책의 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셋째, 진 문고의 자책 도입 필요성을 조사

한 결과 <표 20>과 같이 운 자들은 병 도서  

 진 문고의 운 과 리문제 보완을 해 

자책 보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병 도서  자체에서 장서 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디지털 형식인 자책은 

물리  공간  출/반납 리가 거의 필요하

지 않아 병  내 담 리자의 부재로 인한 문

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한 운 자

들은 진 문고의 자책 도입은 이용자 수 증가

보다는 평소 독서에 심 있는 병사들이 다양한 

근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의 보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 다.

넷째, 자도서   자책 서비스에 한 개

선사항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표 21>과 

같이 운 자들은 자책 수서 시스템의 개선이 

문제 인터뷰 내용

홍보  

교육 부족

∙ 자도서  통한 자책 이용은 군별 모두 가능하나, 자책 서비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은 것으로 악됨

∙진 문고의 자책 도입에 앞서 우선 군별 자책 이용에 해 병사들에게 홍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운 자  자도서  련 달  교육을 받아본 이 없다는 의견이 많음 

자책 이용 

어려움

∙병사들의 독서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훈련으로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며, 휴식시간에는 스마트폰 

이용이 많음

∙병  내 휴 화 도입 이후로 반 인 도서  이용률이 어들었고, 진 문고  자책 이용률도 

었음

∙해군의 경우 배가 출항하면 인터넷을 쓸 수 없으므로 육상에서 미리 장해서 볼 수 있는 자도서  

용도의 패드 는 기기 등의 활용 필요

신간 도서 이용 

어려움

∙종이책과 자책의 출간 시기가 서로 다르고 자책으로 베스트셀러를 구독하기 어려운 이 

존재함

∙ 작자나 출 사는 작물을 매하여 이익을 극 화하기 한 것으로 출 계는 베스트셀러 등 

종이책과 자책 동시 출간에 해 신 한 근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이책보다 자책 

자료가 부족함

∙출 사는 종이책을 출간하고 이에 한 매로 인하여 기본 인 이윤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야 

자책을 출간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용 뷰어의 

부재

∙ 자책 보  시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자책 뷰어 는 리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약  

존재

∙ 자책을 제공하는 특정 유통업체 이용 시 해당 업체에서 지원하는 자책 뷰어 는 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자책의 범   카테고리 구분이나 화면 구성,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도서 에서 자체 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구 하는 것은 어려움

<표 19> 자책 서비스 문제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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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문고 자책 

도입 필요성
인터뷰 내용

 운   

리문제 보완

∙진 문고의 리  근성 측면에서는 자책 보 이 필요하다고 인식

∙병 도서  자체 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병사들의 독서에 한 의지가 더욱 없어져 오히려 

그런 부 는 자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

∙ 자책은 디지털 일이라는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구나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보존을 한 물리  공간  출/반납 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병  내 담 리자의 부재로 

인한 문제 해결 가능

∙진 문고의 자책 도입은 이용자 수의 증가보다는 평소 독서에 심 있는 병사들이 다양한 근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 

병   독서문화 

개선 도움

∙2019년 4월부터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 화 사용제도가 면 시행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한 자책 콘텐츠 제공 확 는 병사들의 자아실 과 자기계발 등 정 이고 

건 한 휴 화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병 문화 개선에 도움 가능

∙병사들은 부분 20 이며, 이는 자책에 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령 로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Z세 , 디지털 네이티  세 임

∙진 문고를 자책으로 제공하는 것은 독서 근성 향상  다양한 독서환경 제공 가능

<표 20> 진 문고의 자책 도입 필요성 인터뷰 결과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인터뷰 내용

자책 수서 

시스템 개선

∙ 자책 수서는 ‘소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책 구매 단가는 종이책에 비해 높은 편이라 
산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도서를 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 여형’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

∙개인보다 기  구매 시 기본 으로 단가가 두 배 이상 비싸지고, 베스트셀러의 경우 그 이상으로 
비싼 경우가 많아 산이 많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한번에 볼 수 없는 불편이 생김

∙‘ 리의 서재’와 같은 도서 여서비스 랫폼을 활용할 경우 신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자책에 한 심이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군별 개별 으로 운  인 랫폼(교보문고, 북큐  등)이 아닌 국방부에서 모든 업체를 포 하는 

랫폼을 개발하여 어느 업체에 편 되지 않는 자책 구매를 기 하고 있음 

자책 구매 
방법의 변화 

필요성

∙국내에서는 아직도 도서 의 자책 구매 방식이 종이책처럼 도서 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납품방식

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출  선진국의 도서  자책 공 은 자와 출 사의 작권을 존 하여 
오래 부터 납품방식이 아닌 라이선스(이용 허락) 방식이 정착됨

∙따라서 자책을 보 할 경우 이와 같은 라이선스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 심

정보서비스

∙ 자책 이용 독자  공공도서 의 자도서 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근성이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병사들에게 자책을 통해 진 문고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기 해서는 디지털 네이티  
세 의 커뮤니 이션 방식과 자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이책과 자책의 장병 선호도  장단  

분석을 통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독서 활성화 

로그램 운

∙병  내 휴 화 도입 이후로 반 인 도서  이용률과 진 문고  자책 이용률이 었음
∙반면, 자기계발에 심 있는 친구들은 독서 클럽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간부에서도 이를 

정 으로 생각하고 있음

자책 
용기기 보

∙ 자책 이용을 한 용기기 보 도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해군의 경우 함정이 출항할 경우 휴 화 사용이 불가하므로 용기기를 보 해 출항  
진 문고/ 자책을 다운로드하면 장병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상하는 것으로 악됨

<표 21>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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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 

‘소장형’으로 운 되고 있는 자책 수서를 ‘

여형’으로 환하고, 군별로 운  인 자책 

랫폼을 국방부에서 공통 랫폼을 개발하여 

자책 공  업체의 편 을 여야 한다고 강

조하 다. 한 자책 이용을 한 용기기 

보 의 필요성도 제시하 다. 특히 해군의 경우 

함정이 출항할 경우 휴 화 사용이 불가하므로 

용기기를 보 해 출항  자책을 다운로드

하면 장병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 상하

다.

6. 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

병 도서   자책 서비스 운  황, 설

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결과 자책 서

비스는 자도서 의 낮은 이용률  인지도, 

부  내 자책 근 환경 개선, 자책 구매 

방법 개선, 자책 보  시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자책 뷰어  리 시스템 사용 문제, 

자책 용기기 보  필요, 진 문고 리  

근성 향상을 한 자책 보  등이 주요 문

제   개선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 도서  활성화를 한 자책 

서비스 운  개선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6.1 자책 서비스 홍보  교육 로그램 

다양화

자책 서비스의 실질  이용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자책 보 의 종수나 권수를 확 하는 

수량  근보다는 병사들이 자책 서비스를 

인지할 수 있는 홍보  로그램 다양화에 

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 장병들은 자도서

에서 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한 뒤에도 실제 이용한 장병의 비율은 낮

은 편으로 악되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병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반 하여 

자도서 에 한 홍보와 실제로 자책을 이용

해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 인 홍보  교육 로그램으로는 국방

TV  국방일보, ‘청년DREAM, 국군드림’을 

이용한 홍보  체험 이벤트 진행이 가능할 것

이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모든 병사가 개별 

휴 화에 의무 으로 설치해야 하는 ‘청년

DREAM, 국군드림’ 앱을 활용하여 자책을 

확  보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책 콘텐츠 구매  확충, 자도서  홍보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MZ세

의 커뮤니 이션 특징을 고려한 소셜미디어  

인 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카카오톡 등 온

라인 매개체를 활용한 자도서   자책 

소개, 홍보 설문  퀴즈, 독후감 회, 낱말 퍼

즐 등 부 별로 진행되어온 독서 로그램을 

자책으로 확 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재 군에서 실시 인 ‘독서코칭’ 사업

의 경우 장병들의 독서 동기를 자극하고, 독서

에 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에서 정

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독서코칭 이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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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없다는 에서 기존에 형성된 독서

모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독서코칭’ 

사업의 후속 는 연계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자책 이용도 활성화

하고 병  내 독서활동의 연계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2 자책 운   이용 증진을 한 디바이스 

 랫폼 활용

자책 서비스 이용 증진과 활성화를 해 장

병들이 자책에 해 얼마나 정 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 자책 련 인식’ 문

항에서 병사들은 자책에 한 실제 이용 의사

에 해 상 으로 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사들은 ‘ 자책에서 원

하는 내용이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고 

높게 평가하 으며, ‘원하는 주제나 종류의 출

물을 자책으로 찾기가 어렵다’, ‘ 자책 

리더기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걱정스럽다’에 해

서는 보통으로 응답하여 자책에서의 검색과 

기계고장, 오작동 등을 어렵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 원들이 자책을 

사용하는 것을 본 이 있다’라는 문항에 해

서는 평균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자도서  

인지도  심도, 이용 실 이 낮은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결과 병사들은 자책을 읽기 해 

가장 선호하는 기기를 ‘스마트폰(54.2%)’이

라고 응답하 으나, 운 자들은 인터뷰 결과 

일과시간 종료 후 장병들은 체로 휴 화 

사용에 열 하고 독서에는 큰 심을 보이지 

않으며, 휴 화의 작은 화면으로 책을 읽기

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 하 다. 

한 휴 화로 자책을 읽는 동안 SNS 알

림 등 해 요인이 많아 독서에 집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독서를 한 자책 용기

기 보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운 자들은 자책 운 을 해서는 기존 

군별로 운  인 자도서  운  랫폼(교

보문고, 북큐  등)이 아닌 국방부에서 직  운

하는 랫폼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 체의 자책 이용 황  리도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이를 한 방안으로 국방부에

서 2024년까지 구축 정인 ‘정신 력교육’ 

랫폼에 자책을 보 할 수 있으며, 개인별 특

성에 맞는 큐 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3 자책 라이선스  수서 시스템 개선

도서  자원으로서의 자책은 본질 으로 

이용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반납이 필요치 않고, 동시에 무한 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호 차

를 통해 거의 모든 자책을 즉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되나 이러한 

자책의 특성은 도서 이 자책을 구입하고 

서비스하는 과정 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

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백지원, 2014). 한 군

별 자도서  운  시에는 자책 담 리

자가 부재하고,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자책 

뷰어  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

과 종이책과 자책의 출간 시기가 서로 달라 

자책으로 베스트셀러를 구독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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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출 계와 

도서 계의 작권 이슈 해결을 통한 자책 

라이선스 모델 논의가 필요하다. 출 계는 ‘소

장형’ 자책보다 ‘ 여형’ 자책 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 자 인터뷰 

결과에서도 재 자도서 의 자책 수서는 

‘소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책 구입 

단가는 종이책에 비해 높은 편이라 산에 한

계가 생기기 때문에 도서를 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 여형’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책을 기

이 구매하는 경우 개인 구매보다 기본 으로 

단가가 두 배 이상 이상이며, 베스트셀러의 경우 

그 이상의 액인 경우가 많아 높은 산이 책정

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동시에 볼 수 없는 

불편이 생기는 것으로 악되었다. 

 

6.4 진 문고의 자책 서비스 단계  도입

국방부는 2019년 육군 자도서  통합 

랫폼 구축  시범 운 을 통하여 자책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 으며,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

용과 독서행태 변화에 따라 진 문고 보 을 

자책 서비스로 확 하려는 계획이 있다. 

한 2020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  

청년층의 자책 독서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 문고의 

자책 서비스 도입은 병사들의 독서활동을 한 

다양한 근 방식을 제공한다는 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  특성상 넓은 공간을 도서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을 반 했을 때 

진 문고의 자책 서비스는 도서 서비스 공간 

 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에서도 

정 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결

과 운 자들은 병 도서  자체 리가 안 되

는 경우가 많아 병사들이 독서에 한 의지가 

더욱 없어질 때가 있어 자책 도입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 운  인 군별 자도서 의 

경우 체 장병들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이런 환경에서 진 문고의 자책 도입

을 통해 진 문고 이용자가 크게 확산될 것이

라고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2021년 독서코칭 사업에서 6권  1권을 

자책으로 제공하여 로그램을 진행하 을 

때 병사가 로그램을 하여 사 에 읽어 와야 

할 도서 6권  자책으로 제공된 도서를 사

에 읽고 온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용 측면에서도 행 진 문고 인쇄본은 

시  정가의 50%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소장형’ 자책의 경우 시  정가로 구매해야

하므로 더 많은 산이 소요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이를 해결하기 해 진 문고를 ‘ 여형’

으로 도입할 경우 기존 진 문고 인쇄본 구매 

시보다 은 산이 투입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형’ 서비스는 유통사별 제공 도서가 다르

므로 진 문고 도서 선정 분야  병사들이 가

장 많이 이용한 자기계발/리더십, 외국소설, 취

미/오락, 인문과학, 취업/창업/재테크, 경제/경

 분야 등의 순으로 일부 분야만을 상으로 

시범 제공 후 서비스를 확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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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제언

국방부는 2019년 병사들의 휴 화 사용제도 

시행 이후 병사들의 도서에 한 근성을 높

이고, 독서행태 변화 등에 따라 자책 서비스를 

확 하고자 하 다. 한 진 문고의 이용 증

진을 해 자책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자도서   자책 서비스 이

용률은 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스

마트 기기에 친숙한 병사들을 해 자책 서

비스를 확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독서 

근성 향상  다양한 독서환경 조성을 확

하려는 방안이 필요한 시 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기반

으로 병 도서   자책 서비스 운  황

을 분석하 으며, 병사 상 설문조사를 통해 

독서실태  진 문고 인지 여부, 자책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하 다. 한 자책 이용 황 

 리의 문제 을 보다 심층 으로 악하기 

해 자책 운  실무자(담당자)와 포커스그

룹 인터뷰를 진행하 다. 분석 결과 자책 서

비스는 자도서 의 낮은 이용률  인지도 

문제, 부  내 자책 근 환경 개선 필요, 

자책 구매 방법 개선, 자책 보  시 유통업체

마다 각기 다른 자책 뷰어  리 시스템 사

용 문제, 자책 용기기 보 , 진 문고 리 

 근성 향상을 한 자책 보  등이 주요 

문제   개선사항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책 서비

스 활성화 방안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도서   자책 서비스 제공에 

한 홍보와 실제로 자책을 이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장병들은 

자도서 에서 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실제 자도서 을 이용해 본 경험

이 있는 장병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독서코칭 사업의 후속 는 

연계 사업으로 자책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자책 이용도 활성화하고 병  내 독서활동의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책 운   이용 증진을 한 자

책 용 디바이스와 국방부에서 직  운 하는 

자책 랫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인터뷰 결

과 휴 화의 작은 화면으로 책을 읽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휴 화로 자

책을 읽는 동안 SNS 알림 등 해 요인이 많아 

독서에 집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

었다. 한 군별로 운  인 자도서  운  

랫폼 신 국방부에서 2024년까지 구축 정인 

‘정신 력교육’ 랫폼에 자책을 보 하여 군 

체의 자책 이용 황과 리가 필요한 실정

이다.

셋째, 자책 수서를 한 라이선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재 자도서 의 자책 

수서는 ‘소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

계는 ‘ 여형’ 자책 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자책을 기 이 구매하는 

경우 개인 구매보다 기본 으로 단가가 두 배 

이상이며, 베스트셀러의 경우 그 이상의 액인 

경우가 많아 높은 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볼 수 없는 불편을 래할 

수 있다.

넷째, 진 문고 보 을 자책 서비스로도 확

하려는 시 에서 진 문고의 자책 서비스 

도입은 진 으로 확 되어야 한다. 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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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장병들의 반 인 이용률이 낮게 나

타나 이런 환경에서 진 문고의 자책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기 하기

는 어렵다. 즉, 진 문고의 자책 도입은 이용

자 수 증가보다는 평소 독서에 심 있는 병사

들의 다양한 근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진 문고

의 기 자료인 베스트셀러의 경우 자책화 될 

수 있는 경향이 어 진 문고 도서 선정 분야 

 구매 가능한 일부 분야만을 상으로 시범 

제공 후 서비스를 확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책 서비스의 이용 실태  

황을 분석하기 해 군부 라는 특수한 조직 

내의 도서  이용자  운 자를 상으로 수

행되었기 때문에 이용자 수  계  부  유형 

등의 조사범   방법에 한계 이 있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국방부, 학계  정부 련 

기 이 력하여 확 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부 별로 다양한 환경을 가진 

자도서 에서 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서는 부 별 특성에 맞는 자책 랫폼의 운  

방안, 자책 용 뷰어  기기의 활용성 등을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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