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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도서  이용자 특성과 연계한 자책 출기록 분석하여, 학도서  자책서비스의 낮은 

이용에 한 원인을 분석하고 자책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의 분석방법으로 기 분석은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를 사용하 으며, 성별과 공분야별로 평가항목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t-test, ANOVA, 교차분석(χ²)  상 계를 사용하 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scheme to activate an e-book service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ause 

of low usage of the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The data analysis of e-book circulation records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the scheme.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for basic data analysis. Also, t-test, ANOVA, non-parametric chi-square,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 groups divided by gender an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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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  발 으

로 부분의 각 역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환경을 구 하고 있다. 이

는 정보자료의 생산과 처리  달에 있어서

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서  역시 마

찬가지이다. 1965년 미국의회도서 에서는 기

계가독형목록(MARC)을 개발하여 인쇄본 정

보자료의 목록을 디지털화하 다. 이후 도서

은 인쇄본 정보자료의 처리와 달에 있어 기

계가독형목록을 토 로 한 컴퓨터시스템과 

련 로그램을 도입하여 물리 인 도서  환경

에서 효율 으로 이용하 다.

그러나 도서  이용자들이 목록정보에서 원

하는 정보자료에 근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

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자료 자체가 

디지털 형식으로 구 되어 있고, 유․무선 네트

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 의 출 을 원하게 된 것이다

(Landoni & Catenazzi 1993, 175-186). 디지털

도서 은 도서 의 기능을 디지털화 한 것이 아

니라, 정보자료 자체를 디지털화 한 것이기

(Butler 1991, 21-30) 때문에 디지털 형식의 정

보자료 구축과 이용이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학도서 에서 소장 인 정보자료의 부

분은 일반도서와 연속간행물이며, 일반도서와 

연속간행물은 각각 자책과 자 이라는 

디지털 형식으로 구 되었다. 이러한 자책과 

자 의 등장은 디지털도서  구 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도서 에 요한 향을 미

칠 것이라 상했다. 그런데 학도서 에서 

자 의 이용은 활발하게 개되고 있는 반

면, 자책의 이용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도서  자책서비스 활성화와 련하

여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부분 이용자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것으로 

실질 인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미흡하다. 한 

학도서  자책서비스는 2002년에 도입되

어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용자들

의 자책 출기록이 되어 있어 이를 체

계 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과 필요성에 착

안하여, 이용자 특성과 연계한 자책 출기

록 분석을 실시하여 학도서  자책서비스

의 낮은 이용에 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도서  자책서비스

의 낮은 이용에 한 원인과 이에 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학도서 의 요한 정보자

료인 자책의 이용 확 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과제

이 연구에서는 학도서  자책서비스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해 이용자 특성(성

별․ 공․신분) 등이 자책 이용추이에 미

치는 향과 각 변인 간의 상 계 등을 분석

하고자 하며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1> 자책 출빈도는 인쇄본 출

빈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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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출권수를 기

으로 자책과 인쇄본의 출빈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 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2> 학도서  자책사이트 속

자수는 출횟수에 향을 미치는가?

학도서  자책사이트에 속한 이용자

들이 실제 자책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3> 이용자의 특성 등은 자책 이

용추이에 향을 미치는가?

학도서  이용자의 특성(성별, 공, 신분 

등)은 자책 이용추이에 어떠한 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측정하고 분석하고

자 한다.

연구과제 4> 자책 주제별 이용지수는 인쇄

본 이용지수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는가?

자책의 주제별 이용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인쇄본 이용지수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 을 

지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1.3 국내외 선행연구

국내의 자책 련 연구는 김진아(2002), 

오경묵(2003), 장선화(2004), 유순(2005), 

김 정(2005), 박연희(2005), 장경두(2005), 

황 숙(2006), 장혜란(2006), 박수진(2006) 

등이 있다. 이상의 국내 자책 연구를 살펴보

면, 2004년 이후 비교  활발하게 자책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에서는 

학도서 과 공공도서 의 자책서비스에 

한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이 이용자 설문을 통해 자책 이용에 

한 내용을 다루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주로 

이용자들의 설문에 의한 자책에 한 인식과 

선호도 조사로 일 하고 있어 정확한 자책 

이용분석에 한 연구가 미비하여 실질 인 

자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국외의 자책 련 연구는 Helfer(2000), 

Jantz(2001), Minkel(2002), Chu(2003), Appleton 

(2004), OCLC(2007), Belanger(2007) 등이 있

다. 이상의 국외 자책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자책 연구보다 일  연구가 시작되어 연구내

용이 자책의 실제 이용에 을 두고 있으며, 

OCLC NetLibrary와 ebrary 등의 자책서비

스에 한 내용이 많아 학술도서 주의 자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도서 주

의 연구가 많다는 것은 학도서 에서의 이용

이 활발하다는 것이고 출 사들도 학술도서의 

경우, 인쇄본과 자책을 동시에 출 하는 시스

템이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외 

자책 연구 역시 이용자 설문을 통한 연구 

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자책 출기록 분석과 

연계한 연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2. 학도서 의 자책서비스

학도서 에서 자책서비스를 도입된 것

은 2001년 5월 수원여자 학에서 자책서비스

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재 324개 이상

의 학도서 에서 자책서비스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한국 자출 회 2007, 102). 

다음에 나타난 표는 자책서비스를 도입한 각 

기 들의 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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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등의 자  콘텐츠 매에 있어, 일반 

개인고객을 상으로 하는 B2C1) 매출은 30% 

미만이며, 각  기 을 상으로 하는 B2B2) 매

출은 70% 이상이여서 자책 분야에서 B2B가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기 에 매한 자책서비스는 공공도

서  490개, 학도서  324개, 고도서  

653개, 문특수도서  16개, 기업공공기 도

서  27개, 아 트 12개, 기타 27개로 나타나 

도서 이 자책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

분의 이용자들은 도서 을 통해 자책을 경험

할 수밖에 없으며, 도서 은 새로운 지식과 경

험을 이용자에게 지속 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도서 에서의 자책서비

스의 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도서 연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학도서  516개, 공공도서  564개, 

․ ․고등학교도서  10,010개, 문․특

수도서  663개의 도서 이 설립되어 있다(한

국도서 회 2007, 387). 

학도서 은 체 516개 도서   324개 

도서 이 자책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책 도

입비율이 62.79%로 나타났다. 학도서  

자책은 432,926권으로 인쇄본의 108,379,487권

에 비해 0.4%의 비율로 학도서  체 장서

에서 차지하는 비 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 자책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국내 자책의 구

성이 부분 문학,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학

술․ 공도서 주의 자책을 원하는 학도

서 의 입장에서도 도입여부를 결정하기가 어

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도서 의 자

책서비스 도입이 증가하기 해서는 학술․

공 분야의 자책 발간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 은 체 564개 도서   490개

의 도서 이 자책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책 

도입비율이 86.87%로 나타나 각  도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도서  

자책은 681,724권으로 인쇄본의 49,343,467

권에 비해 1.38%의 비율로 공공도서  체 장

서에서 차지하는 비 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

다. 공공도서 은 일반 시민들을 상으로 서

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교양․문학도서 주

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책의 구성과 거의 일

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책 도입비율이 

높은 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공

공도서 이 자책을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낮

아 자책의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추가 구매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이용

률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있어 

이에 한 해결책이 실한 실정이다.

도서 의 자책서비스 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B2C(Business to Consumer)는 기업이 소비자를 상으로 서비스나 물품을 매하는 방식의 자상거래를 의미한

다. 자책 업체에서 일반 이용자들을 상으로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개별 자책을 매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재 이 방식은 비약 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휴 폰 등의 개인 멀티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자책이 유용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

 2) B2B(Business to Business)는 기업이 기업을 상으로 서비스나 물품을 매하는 방식의 자상거래를 의미한

다. 통상 으로 자책 업체에서 도서 을 상으로 자책을 납품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재까지 자책 시장 

규모는 B2B방식이 가장 크며, 이 방식을 통해 해당 소속 기 이나 기업의 이용자가 자책을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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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서 수 장서수

체 자책서비스 인쇄본 자책

공공도서 564 490(86.88%) 49,343,467 681,724(1.38%)

학도서 516 324(62.79%) 108,379,487 432,926(0.40%)

/ /고 도서 10,010 653( 6.52%) 82,718,083 481,332(0.58%)

문/특수 도서 663 16( 2.41%) 14,614,464 253,153(1.73%)

합 계 11,753 1,483(12.62%) 255,055,501 1,849,135(0.73%)

<표 1> 종별 도서 의 자책서비스 황 

학도서 의 자책서비스 도입 차는 다

음과 같다.

학도서 에서 자책서비스 도입업체 선

정과 수서업무를 통해 제공받을 자책을 결정

하게 되면, 해당 자책업체에서는 자책

(MARC 포함), 자책시스템, 자책 홈페이

지를 학도서 에 제공하게 된다. 자책을 

학도서 에 제공하는 방식은 통상 으로 해

당 자책업체의 담당직원이 학도서  서버

에 자책과 자책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의

미하며, 학도서  홈페이지와 자책 홈페이

지를 연결하게 된다. 학도서 은 해당 업체

에서 제공한 자책 MARC을 재가공하여 소

장자료에 포함시켜 통합검색서비스를 실시하

게 되며, 단순히 자책서비스 홈페이지로 연

결서비스만 제공하기도 한다. 자책서비스 홈

페이지는 자책시스템 제공업체에서 제공되

며, 해당 홈페이지의 반 인 리는 해당업

체에서 제공하고 있다. 학도서  이용자들은 

자책서비스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자책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책 학도서  홈페이지

에 속하는 방법은 교내이용자와 교외이용자

로 구분된다. 교내이용자는 IP인증을 통해 교

내 산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별한 후, 교

내 속에 한해 자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교외이용자는 ID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ID와 패

스워드를 통해 해당 학도서 의 이용자인지

를 별한 후, 자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분의 학도서  자책서비스는 IP방식

과 ID방식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자

책 업체  북토피아, 바로북, 교보문고 등은 교

내외의 유무와 무 하게 ID인증 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 이 업체들이 ID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책서비스를 도서 에서 인쇄본을 

출․반납과정과 유사하게 구 하기 해서

이다. 한 개인별 출․반납 기록을 리할 

수 있어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고 이용자

별 출사항을 알 수 있어 도서 의 정책과 홍

보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도서 에서 자책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기

존 도서 출 리시스템 용이 가능한 ID인

증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자책서비스 이용 황 분석

3.1 실증 연구의 설계

학도서  자책서비스 이용 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해서는 정확한 이용자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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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도서 에 도입된 자책서비스는 자

책 발간  시스템 제공 업체에 따라 IP방식과 

ID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IP방식은 교내

산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별한 후, 교내

속에 한해 자책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이고, ID방식은 기존 도서  출 리시스템

의 유통과정과 유사하게 구 한 것으로 이용자

의 ID와 패스워드 입력 차를 거쳐 자책을 

출․반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IP방식

은 이용자의 정확한 인 사항을 악할 수 없

고 ID방식은 이용자의 정확한 인 사항을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이용자 데이터베

이스를 추출하여 자책 이용 황을 분석하기 

해서는 ID방식으로 자책시스템을 운 하

고 있는 기 의 자책 출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도

서 에서 실시하는 여러 업체의 자책서비스 

 ID방식으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업

체의 자책만을 상으로 이용 황 분석을 실

시하 다.3)

정확한 이용자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기 

해 분석 상 학도서 은 A 학도서 으로 

정하 다. 표본으로 선정된 A 학도서 은 도

서  자책 도입의 창기라 할 수 있는 2002

년 12월부터 국내 자책을 지속 으로 도입하

여 자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 의 

반 인 자책 이용률 조와 달리 다양한 

자책 련 행사를 실시하며, 실제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학도서 에 비

해서는 이용자들이 활발한 자책 이용을 하고 

있다는  등을 고려하 다. 

한 A 학도서 은 타 학도서 과의 이

용률을 비교해 볼 때 속자수와 출횟수에 

있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자책 이용

황을 악하기 한 표본으로 선정하 다. 

다음은 자책 이용률 악이 가능한 구․경

북지역 학도서 과 공공도서 들의 2007년 3

월부터 8월까지의 속자수와 출횟수를 나타

낸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번호 도서 명 속자수 출횟수 비 고

1 A 학도서 3,087 5,551

문 학2 B 학도서  285  217

3 C 학도서  589  177

4 D 학도서  734  524

종합 학5 E 학도서  336  193

6 F 학도서  332  325

7 G공공도서 1,357 1,108

공공도서8 H공공도서 1,011  908

9 I공공도서  260  101

<표 2> 구․경북지역 도서  자책 이용 황

 3) 국내 자책 업체  ID방식은 북토피아, 바로북, 교보문고 등이며, IP방식은 한국학술정보, 리미디어 등이다. 

체 으로 언 한 업체의 자책은 학도서 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학도서 에서는 ID방식인 북토피아, 

바로북, 교보문고 등의 비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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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분석항목은 KDC 주제별 구성, 

출빈도, 성별․ 공․신분에 따른 연도별 이용

추이, 주제별 이용지수 등이다. 통계 분석을 

해 ‘Microsoft Office Excel 2007’과 ‘SPSS for 

windows 14.0’을 사용하 다. 

3.2 주제별 분석

A 학도서 의 주제별 자책 구성을 알아

보기 해 KDC에 나타난 10개 류별을 기 으

로 주제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부분의 도서

 자책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주제별 분류는 

자책업체에서 임의로 정한 주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체계 인 원칙 없이 작성된 것이므

로 KDC에 의한 주제별 구분이 타당할 것이다.

<표 3>은 주제별 자책 구성 황을 낸 것

인데 문학(9,898권, 51.42%)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과학

(3,491권, 18.14%), 어학(2,745권, 14.26%), 

총류(983권, 5.11%), 술(587권, 3.00%), 철

학(564권, 2.93%), 기술과학(394권, 2.05%), 

역사(376권, 1.95%), 종교(113권, 0.59%), 자

연과학(107권, 0.5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자책산업 회(2007)에 의하면 국내 

주제별 자책 구성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

은 약 53% 정도이고 사회과학이 약 11%, 어학

이 약 4%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 A 학도서  

주제별 자책 구성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으

로 보인다.

한출 문화 회(2007)에 따르면 2006년 

분야별 출  시장 규모(추정액)에서 가장 높은 

순 로 나타난 분야가 문학으로 추정액 3,800

억 원으로 나타나고 아동분야 3,742억 원, 사회

과학분야 3,35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 인쇄

본 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문학이기 때문에 자책에서도 이

러한 향을 받아서 문학분야에 한 비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과

학 분야도 마찬가지며, 어학분야는 조기 어교

육 열풍과 맞물려 자책의 멀티미디어  기능

의 통합제공으로 학습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고 어사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

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 분 보유종수(비율) 보유권수(비율)

총    류(000)    216(5.01%)   983(5.11%)

철    학(100)    138(3.20%)   564(2.93%)

종    교(200)     24(0.56%)   113(0.59%)

사회과학(300)   919(21.31%) 3,491(18.14%)

어    학(400)     25(0.58%)    107(0.56%)

자연과학(500)    101(2.34%)    394(2.05%)

응용과학(600)    121(2.81%)    578(3.00%)

    술(700)   589(13.66%)  2,745(14.26%)

문    학(800)  2,097(48.62%)  9,898(51.42%)

역    사(900)     83(1.92%)     376(1.95%)

 체 4,052(100.00%) 19,095(100.00%)

<표 3> 주제별 자책 구성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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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출빈도 분석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출된 자책의 

출빈도는 1회에서 357회까지의 출빈도를 가

지고 있으며, 출권수는 22,488권이다. 

1회 출된 자책은 450권으로 체 출율

의 2.00%이고, 2회 출된 자책은 680권으로 

체 출율의 3.02%이고, 3회 출된 자책

은 723권으로 체 출율의 3.22%이고, 4회 

출된 자책은 960권으로 체 출율의 

4.27%이고, 5회 출된 자책은 775권으로 

체 출율의 3.45%이고, 6회 출된 자책은 

792권으로 체 출율의 3.52권이고, 7회 출

된 자책은 679권으로 체 출율의 3.02%

이고, 8회 출된 자책은 624권으로 체 

출율의 2.77%이고, 9회 출된 자책은 495권

으로 체 출율의 2.20%이고, 10회 출된 

자책은 570권으로 체 출율의 2.53%이다. 

1회에서 10회까지 출된 자책은 6,748권으

로 체 출율의 30.00%이다.

즉, 자책은 여러 번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

하게 발생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상은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빈도가 증가할수록 출권수가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특정 출빈도에서는 

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 자책

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특정 자책의 이용

이 활발하다는 의미이다. 즉, 이용률이 높은 

자책은 출과 반납의 주기가 짧고, 목록 확인 

후 바로 원문(fulltext) 출을 할 수 있는 자

책의 특성을 이용하여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자책은 지속 으로 

낮은 이용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률이 높은 분야의 자책은 복본

출빈도 출권수 출율 출율

1 450 2.00 2.00

2 680 3.02 5.02

3 723 3.22 8.24

4 960 4.27 12.51

5 775 3.45 15.96

6 792 3.52 19.48

7 679 3.02 22.50

8 624 2.77 25.27

9 495 2.20 27.47

10 570 2.53 30.01

11∼20 3,547 15.77 45.78

21∼30 1,419 6.31 52.09

31∼40 983 4.37 56.46

41∼60 911 4.05 60.51

61∼80 612 2.72 63.23

81∼100 427 1.90 65.13

101∼200 1,246 5.54 70.67

201회 이상 6,595 29.33 100.00

합 계 22,488 100.00

<표 4> 출빈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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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재와 같은 5권으로 유지하고 이용률은 

낮은 분야의 자책은 1권에서 2권 정도의 복

본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책의 출빈도 양상이 인쇄본의 출빈도 

양상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를 비교하기 해 A 학도서 의 인쇄본 출

빈도를 이 연구의 자책 출빈도와 비교해 보

았다. 이를 통해 ｢연구과제 1｣을 검증하 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출된 인쇄본의 

출빈도는 1회에서 105회까지이며, 출권수는 

50,355권이다. 자책과의 비교를 해 출빈

도를 1회에서 10회와 11회 이후로 나 었으며 

비교하 다.

1회만 출된 인쇄본은 체 출비율의 

32.73%이고 자책은 2.00%이다.

2회는 인쇄본 17.57%, 자책 3.02%, 3회는 

인쇄본 10.90%, 자책 3.22%, 4회는 인쇄본 

7.20%, 자책 4.27%, 5회는 인쇄본 5.40%, 자

책 3.45%, 6회는 인쇄본 4.14%, 자책 3.52%, 

7회는 인쇄본 3.36%, 자책 3.02%, 8회는 인쇄

본 2.68%, 자책 2.77%, 9회는 인쇄본 2.26%, 

자책 2.2%, 10회는 인쇄본 1.75%, 자책 

2.53%이다. 

인쇄본의 1회에서 10회까지 출율은 87.99%

이며, 11회 이상은 12.01%인데 반해, 자책의 

1회에서 10회까지 출율은 30.00%이며, 11회 

이상은 70.00%이다. 자책은 인쇄본에 비해 

동일 자책이 무나도 빈번하게 출되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

요 원인으로 자책 장서량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자책 장서가 부족하

기 때문에 인기 자책이 지속해서 선택되어지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책의 추가

인 수서가 필요하며, 자책 장서량이 일정수

 이상 되어야 인쇄본과 비슷한 출빈도 양

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출빈도
인쇄본 자책

출권수 출율(%) 출권수 출율(%)

1 16,483 32.73 450   2.00

2 8,847 17.57 680   3.02

3 5,489 10.90 723   3.22

4 3,627 7.20 960   4.27

5 2,719 5.40 775   3.45

6 2,083 4.14 792   3.52

7 1,691 3.36 679   3.02

8 1,348 2.68 624   2.77

9 1,136 2.26 495   2.20

10 883 1.75 570   2.53

1회-10회 44,306 87.99 6,748  30.00

11회 이상 6,049 12.01 15,740  70.00

합 계 50,355 100.00 22,488 100.00

<표 5> 인쇄본과 자책의 출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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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도별 이용추이

<표 6>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로 

구분하여 A 학도서  이용자들이 이용한 

자책서비스의 속자수와 출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속자수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높은 증

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 소폭 증가하다

가 2007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

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3년에 많은 양의 자

책이 구입되었으며, 자책 도입의 창기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활발한 홍보

활동을 한 것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높은 

속자수 증가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 많은 속자수를 기록한 것은 2003

년에 많은 양의 자책을 구입한 효과가 2004

년부터 가시 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 2007년부터 A 학도서 에서 도서 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해 자책과 련한 

행사를 활발하게 개한 것도 2007년도 자책 

속자수 증가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도서  자책서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자책의 지속 인 구입과 홍보가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출횟수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거의 동

일하게 나타나다가 200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

고 다시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다소 감

소하다가 2007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체 으로는 다소 기복이 있기는 하나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체 으로 속자수에 비해 출횟수가 높

게 나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학기가 

2학기에 비해 속자수에 비한 출횟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목록 확인과 동시에 원문

구 분 속자수 출횟수

2003

1학기 477 1,248

2학기 258  285

계 735 1,533

2004

1학기 756  742

2학기 746  800

계 1,502 1,542

2005

1학기 1,524 2,218

2학기 1,023 1,843

계 2,547 4,061

2006

1학기 1,516 2,027

2학기 1,438 1,478

계 2,954 3,505

2007

1학기 3,087 5,551

2학기 1,665 3,137

계 4,752 8,688

합 계 12,490 19,329

<표 6> 연도에 따른 학기별 자책 이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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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책의 특성상 학기 

에 자책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 실제 출횟수 비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

이라 생각된다.

｢연구과제 2｣의 검증을 해 자책 연도별 

이용추이를 바탕으로 학기별 구분에 의한 각 

변인들 상호간에 상 계가 있는지를 찾아내

기 해 피어슨 상 계수를 사용하 다.

분석결과, 속자수는 출횟수에 매우 높은 

양의 상 계(0.953)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책서비스 사이트에 속한 이용

자는 목록 확인 후 곧바로 출기능을 이용하

여 원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속

한 이용자는 부분 출을 실행하여 원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가독여부를 결정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

책의 실제 이용률을 높이려면 자책사이트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해당 도서 과 련 있는 기  홈페이지

에 자책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많은 이용자

들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배  등을 극 으로 

기재하고, 도서  홈페이지에 신규 자책 등

을 소개하는 코 를 마련하는 등 속을 유도

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자의 특성(성별, 공, 신분 등) 등은 

자책 이용추이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과제 3｣의 검증을 해 자책 이용추

이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분석

<표 7>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자책 이용추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속자와 

출횟수로 나타낸 것이며, A 학도서 의 

구  분
속자수 출횟수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2003년

1학기 300 177 665 583

2학기 188 70 210 75

계 488 247 875 658

2004년

1학기 459 297 440 302

2학기 375 371 421 379

계 834 668 861 681

2005년

1학기 810 714 1,152 1,066

2학기 481 542 682 1,161

계 1,291 1,256 1,834 2,227

2006년

1학기 766 750 894 1,133

2학기 723 715 744 734

계 1,489 1,465 1,638 1,867

2007년

1학기 1,573 1,514 4,332 1,129

2학기 965 700 2,377 760

계 2,538 2,214 6,709 1,889

합 계 6,640 5,850 11,917 7,322

<표 7> 성별에 따른 학기별 자책 이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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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이용 상자수는 2007년 3월을 기

으로 남성 5,747명(59.49%), 여성 3,914명

(40.5%)으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다.

속자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6

년에 소폭 증가하다가 2007년에 다시 큰 폭으

로 증가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속자수에

서 체 으로 남성 6,640명(53.16%)이 여성 

5,850명(46.84%)보다 다소 많은 속자수를 

보이고 있지만 성별에 따른 이용 상자의 속

비율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출횟수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출횟수를 나타내고 있고 2005

년과 2006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출횟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책서비스 도입 창기에는 남성이 

상 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자책서비스가 

정착되고 난 후에는 여성이 상 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에 가까

운 출횟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

한 자책 련 행사(다독자 시상 등)의 향

으로 보인다. 자책 련 행사는 단기간에 많

은 이용자들의 심을 집 시킬 수 있어 홍보

효과가 뛰어나나 1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

으므로 이를 평상시에 꾸 한 이용으로 연결시

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2) 공별 분석

<표 8>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자책 이용추이를 공별로 구분하여 속자수

와 출횟수로 나타낸 것으로, 학생의 공

을 분석하여 이공 공과 인문사회 공으로 나

어 구분하 으며, A 학도서 의 공에 따

른 이용 상자수는 2007년 3월을 기 으로 이

공 공 4,766명(58.16%), 인문사회 공 3,429

명(41.84%)으로 이공 공의 비율이 다소 높다.

속자수에 있어 이공 공은 2003년에서 

2004년에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과 2006년에는 소폭 증가하다가 2007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인문사회 공은 2003년에서 2007년에 걸

쳐 지속 으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이공 공의 속

자가 많았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인문사회

공 속자가 이공 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의 속자수는 이공 공이 4,373명, 인문사회

공이 4,578명으로 나타나 인문사회 공이 다

소 많은 속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A 학도

서 의 공에 따른 이용 상자수를 감안해 볼 

때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

은 도서 에 도입된 자책에 해 창기에는 

이공 공 학생들이 많은 심을 보여 도서

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한 반응이 

인문사회 공에 비해 상 으로 빠르지만 

자책 구성이 부분 문학, 경제, 어학 등으로 구

성되어 있어 인문사회 공 학생들이 속비

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3년과 2007

년에 이공 공이 인문사회 공보다 많은 속

자수를 보여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은 자책 도입 창기이며, 2007년은 

자책 련행사(다독자 시상) 등이 실시된 해

로, 이공 공이 인문사회 공에 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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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속자수 출횟수

이 공 인문사회 이 공 인문사회

2003년

1학기 103 72 225 272

2학기 63 44 59 50

계 166 116 284 322

2004년

1학기 171 109 149 115

2학기 412 198 409 216

계 583 307 558 331

2005년

1학기 425 475 505 627

2학기 375 273 546 595

계 800 748 1,051 1,222

2006년

1학기 501 484 521 547

2학기 402 625 439 580

계 903 1,109 960 1,127

2007년

1학기 1,132 1,601 3,870 1,271

2학기 789 697 2,293 613

계 1,921 2,298 6,163 1,184

합 계 4,373 4,578 9,016 4,886

<표 8> 공에 따른 학기별 속자수와 출횟수 

창기와 자책 련행사에 극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공 공에는 컴퓨터

와 련된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 웹을 통

해 근하고 설치 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하

는 자책서비스를 인문사회 공에 비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책 련행사에 

극 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인문사회 공은 이공 공과 달리 컴퓨터와 

련한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자책

서비스에 해 다소 어렵게 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자책 련행사에 다소 소극 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출횟수에 있어 이공 공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높은 증가를 보이다가, 2006년에 

소폭 감소를 하 고, 2007년에는 증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인문사회 공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005

년에는 높은 증가를 보이고, 2006년에는 소폭 

감소하다가 2007년에 다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공 공과 인문사회 공 모두 

2007년에 높은 증가를 보이는 것은 2007년에 A

학도서 에서 실시한 자책 련 행사(다독

자 시상)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체 으로 출횟수에서 이공 공이 9,016

회(64.85%)로 인문사회 공 4,886회(33.15%)

보다 많은 출횟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7

년의 이공 공의 출횟수가 인문사회 공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데 기인한 것으로 

이공 공이 인문사회 공보다 자책 련 행

사에 극 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에 따른 속자수와 출횟수 변인의 평

균 비교를 해 t-test를 실시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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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별 분석

<표 9>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자책 이용추이를 신분별로 구분하여 속자수

와 출횟수로 나타낸 것이다. 

속자수에 있어 학생은 2003년부터 2007

년까지 지속 으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 다소 증가를 보이고 2007

년에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교

원과 기타(A 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어린이

집, 유치원 등)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높

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연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속자수는 학생 

4,011명, 기타 334명, 직원 266명, 교원 141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3월을 기 으로 A

학의 학생수 8,268명, 직원 66명, 교원 772명, 

기타 555명인 을 감안해 볼 때 직원의 속률

이 상 으로 높으며, 교원의 속률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책의 구성이 문학, 사회

과학, 어학 등으로 구성되어져 상 으로 

학생들과 직원들의 심이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학술 인 부분에 있어 자책이 아직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의 속률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출횟수에 있어 학생은 2003년에서 2007

년까지 지속 으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5년과 2007년에는 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교수와 기타는 2003년에

서 2004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05년에 격히 증가하 다가 2006년과 2007

구  분
속자수 출횟수

학생 교원 직원 기타 학생 교원 직원 기타

2003년

1학기 120 52 162 143 413 71 179 585

2학기 100 20 98 40 94 27 101 63

계 200 72 260 183 507 98 280 648

2004년

1학기 239 40 106 371 221 34 101 386

2학기 535 54 82 75 526 70 79 125

계 774 94 188 446 747 104 180 511

2005년

1학기 738 69 114 603 896 110 166 1,046

2학기 579 158 107 179 1,053 349 141 300

계 1,317 227 221 782 1,949 459 307 1,346

2006년

1학기 935 86 110 385 1,006 112 113 796

2학기 987 108 245 98 979 133 272 94

계 1,922 194 355 483 1,985 245 385 890

2007년

1학기 2,601 52 178 256 5,037 91 133 290

2학기 1,410 89 88 78 2,844 149 89 55

계 4,011 141 266 334 7,881 240 222 345

합 계 8,244 728 1,290 2,228 13,069 1,146 1,374 3,740

<표 9> 신분에 따른 학기별 속자수와 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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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거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 학생의 출횟수가 격하게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책 련 행

사의 향으로 생각된다.

신분에 따른 속자수와 출횟수 변인의 평

균 비교를 해 ANOVA를 실시하 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3.5 주제별 이용지수

자책의 출 황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

기 해 KDC에 따른 10개의 주제로 나 어 

출횟수를 분석하 고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주제별 출횟수는 문학 5,473회(32.12%), 어

학 4,105회(24.09), 사회과학 2,827회(16.59%), 

총류 982회(5.76%), 술 868회(5.09%), 자연

과학 849회(4.98%), 기술과학 691회(4.06%), 

철학 588회(3.45%), 역사 413회(2.42%), 종교 

241권(1.41%) 순으로 나타났다. 문학은 가장 

많은 출횟수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보유

권수 비율이 51.42%인데 비해 출횟수 비율

이 32.12%에 불과해 다소 조한 출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어학은 보유권수 비

율이 14.26%인데 출횟수 비율이 24.09%로 

나타나 높은 출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자연과학분야는 보유권수 비율이 0.56%인데 

비해 출횟수 비율이 4.98%로 나타나 아주 높

은 출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책 출에 있어 어학분야의 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어학분야 인쇄본은 해당

분야의 특성상 책에 테이 나 CD 등의 딸림자

료를 포함하고 있다. 테이 나 CD 등의 포함된 

상과 음성을 별도의 기기를 활용하여야만 책

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어학분야 자책은 상과 음성이 함께 구 되

어 구성되므로 이용편리성이 아주 뛰어나 자

책에 있어 어학분야의 출이 활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책의 장 인 멀티미디어

 기능이 제 로 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학

이기도 하다. 

자책 출에 있어 자연과학 분야의 출이

구  분
보유권수 출횟수

계 비율 계 비율 이용지수

총    류(000) 29,521 14.20 49,083 18.90 1.33

철    학(100) 8,718 4,20 8,857 3.41 0.81

종    교(200) 4,204 2.02 2,135 0.82 0.41

사회과학(300) 39,370 18.93 40,985 15.78 0.83

자연과학(400) 4,229 2.03 1,971 0.76 0.28

기술과학(500) 34,294 16.49 38,107 14.67 0.89

    술(600) 11,701 5.63 10,705 4.12 0.73

어    학(700) 9,281 4.46 19,636 7.56 1.70

문    학(800) 58,410 28.09 83,759 32.25 1.15

역    사(900) 8,201 3.94 4,476 1.72 0.44

합 계 207,929 100.00 259,714 100.00 1.00

<표 10> 주제별 인쇄본 출 황과 이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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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의 

자책 서명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자책은 상과 음성을 함께 달할 수 

있다는 에서 어린이분야의 도서들이 많이 제

작되어지고 이용되고 있다. 네이버, 야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어린이 자책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미래 이용자들을 사 에 포섭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어

린이 자책 분야의 경우, 학습과 련한 내용

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분야를 자연과학

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자연과학분야의 자

책 서명을 살펴보면 ‘자연 그 경이로움에 하

여’, ‘하리하라의 과학블로그’, ‘겨울이 어떻게 

온 걸까요’, ‘science first’ 등으로 학습과 련

한 자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제별 자책 보유권수 비율과 출횟수 비

율에 한 세부 인 분석을 시도하 는데 그 

결과값이 <표 4>의 출횟수에 나타나 있는 이

용지수(use factor) 값이다. 이용지수란 Bonn

에 의해 사용되어진 것으로 출비율을 장서비

율로 나  것이다. 높은 이용지수는 이 분야가 

매우 활발히 이용됨을 의미하며, 낮은 이용지

수는 장서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1보다 큰 이용지수 분야는 과이용도

서를 의미하며, 앞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자료의 추가수서가 필요한 분

야임을 나타낸다(1974, pp.265-304). 

주제별 자책 이용지수를 살펴보면, 자연과

학(8.89), 종교,(2.39), 기술과학(1.98), 술

(1.70), 어학(1.69), 역사(1.24), 철학(1.18), 총

류(1.13), 사회과학(0.92), 문학(0.63)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의 이용지수(8.89)가 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책의 멀티미디어  요소를 가장 잘 용할 

수 있는 분야 에 하나이고 이러한 특성이 잘 

가미되어 제작된 학습과 련된 자책이 활발

하게 이용되어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연과학 분야의 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는 있지만 보유권수 비율이 0.56%로 지나치게 

낮아 이 분야에 한 수서를 확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은 이용지수가 높게 나온 종교, 

기술과학, 술, 역사, 철학, 총류 분야 역시 마

찬가지로 보유권수 비율이 체 으로 5% 이

하로 나타나 있어 이 분야에 한 자책을 많

이 읽고 싶어도 워낙 구비되어 있는 자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

라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 로 수용할 수 있도

록 하기 해서는 이용지수가 낮게 나온 분야의 

자책 수서를 확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학의 이용지수(1.69)는 비교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자연과학과 더불어 자책의 멀

티미디어  요수를 가장 잘 용해 제작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어학분야의 자책은 

자책을 읽으면서 사  등의 기능을 함께 사

용할 수 있고 게임 기능을 결합하여 학습의 효

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동 상 기능을 통해 

어 원어민의 발음 뿐 아니라 입모양까지 확

인할 수 있어 효과 으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어 활발한 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학의 이용지수(0.63)가 가장 낮게 나타났

는데 자책 주제별 구성에 있어 문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을 감안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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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많은 개선 을 시사해주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수의 자책은 기존 인쇄본을 기본으로 

제작되고 있다. 즉, 하나의 창작물이 인쇄본과 

자책 등으로 출 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체 으로 하나의 창작물은 인쇄본으로 먼  출

이 되고 이 인쇄본이 출 시장에서 어느 정

도 성공 인 매를 하여 시장성을 검증받고 

나서 자책으로 다시 제작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 왔다.

문학의 이용지수가 낮은 것은 이러한 방식이 

자책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문학분야의 자책은 신간 주의 

구성이 아니라 항상 구간 주의 구성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도서 에서 도입하

는 자책은 B2B시장으로 자의 요구에 의해 

최신 문학도서의 구성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학분야의 이용을 활발하게 하기 해

서는 최신 문학도서의 확충과 인쇄본 출 과 

동시에 자책 출 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정

착되어야 할 것이다. 

자책 출의 이용지수 분석에서 이용지수 

값이 1이상인 자연과학(8.89), 종교,(2.39), 기

술과학(1.98), 술(1.70), 어학(1.69), 역사

(1.24), 철학(1.18), 총류(1.13) 분야에 해서

는 자책 복본수4)를 기존보다 많이 늘려야 하

겠으며, 사회과학과 문학의 복본수는 기존보다 

많이 여야 될 것이다. 

문학의 복본수를 임으로 발생되는 잉여자

은 이용지수가 높은 분야의 수서와 복본수 

확충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일부 자책 발간

업체에서는 도서  등의 기 에 자책을 납품

할 때 일 으로 특정권수( 개 5권)를 복본

수로 책정하는데 이러한 이용지수분석 등의 결

과를 바탕으로 합리 인 복본수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5)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자책의 이용지수와 

인쇄본의 이용지수를 비교해 보기 해 A 학

도서 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인쇄본 보

유권수와 출횟수를 조사하 으며, 인쇄본의 

출비율을 장서비율로 나 어 이용지수 값을 

산출하 다. 이를 통해 ｢연구과제 4｣를 검증하

다.

인쇄본의 이용지수는 자책 이용지수와 달

리 어학(1.70), 총류(1.33), 문학(1.15), 기술과

학(0.89), 사회과학(0.83), 철학(0.81), 술

(0.73), 역사(0.44), 종교(0.41), 자연과학(0.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학분야에서 인쇄본은 

이용지수 값이 1.15로 자책의 0.63에 비해 큰 

차이를 보 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부분 주제분야에서 자책의 이용지수가 

높은 것은 자책의 보유권수가 얼마 되지 않

아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이용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자책 장서량의 확충

이 시 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문학은 인쇄본 

보다 최신성이 부족하여 이용지수가 낮은 것이

므로 이용 활성화를 해서는 동시 출 이 이

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4) 자책에 있어서의 복본수는 동시이용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5) 2007년 11월 재, 주요 자책제작 매 업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북토피아와 바로북은 복본수를 일

 5권으로 지정하여 매하고 있으며, 교보문고와 즈북은 복본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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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유권수 출횟수

계 비율 계 비율 이용지수

총류(000)  29,521  14.20  49,083  18.90 1.33

철학(100)   8,718   4,20   8,857   3.41 0.81

종교(200)   4,204   2.02   2,135   0.82 0.41

사회과학(300)  39,370  18.93  40,985  15.78 0.83

자연과학(400)   4,229   2.03   1,971   0.76 0.28

기술과학(500)  34,294  16.49  38,107  14.67 0.89

술(600)  11,701   5.63  10,705   4.12 0.73

어학(700)   9,281   4.46  19,636   7.56 1.70

문학(800)  58,410  28.09  83,759  32.25 1.15

역사(900)   8,201   3.94   4,476   1.72 0.44

합계 207,929 100.00 259,714 100.00 1.00

<표 11> 주제별 인쇄본 출 황과 이용지수

4. 결 론

학도서  자책서비스 이용 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책 이용 황  자책 이용 분석

에서 학도서  자책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학생과 교원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활성화를 해 능동 인 이용자교육  홍

보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별 

자책 구성은 문학 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주제분야의 구성이 미흡하 고, 출빈도분석

을 통해 이용률이 높은 자책과 이용률이 낮

은 자책의 이용 편차가 커 이용활성화를 

해서는 기본 으로 이용률에 따른 탄력 인 복

본 수 조정과 자책 장서량의 확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책 이용 황  연도별 이용 분석

에서 2007년 자책의 이용률이 격하게 증가

하 지만 자책 련 행사(다독자 시상 등)의 

향으로 분석되어 실제 자책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계 분석을 통해 

자책사이트 속 자체를 유도하는 것이 이용활

성화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련기 에 자책사이트를 노출시키고, 신

규․인기 자책을 소개하는 코 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별과 공 분석

결과 남성과 이공 공은 자책 련 행사를 

통해 자책 경험의 기회를 지속 으로 주는 

것이 요하고, 여성과 인문사회 공은 내용

주의 홍보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분

별 분석에서는 교원의 이용률이 상 으로 낮

아 이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해서는 공․학

술도서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책 이용 황  주제별 이용지수 

분석에서는 자책구성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분야의 이용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학분야는 최신성 있는 

문학도서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문학도서의 자책은 인쇄본으로 상업  이윤

을 보장받고 난 후 후속출 을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인쇄본과의 동시출 이 되어 최신성 있

는 문학도서가 공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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