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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에 정보기술의 속한 발 과 더불어 자책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이해력

을 향상하기 하여 자책 단말기의 선택은 매우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이 에 자책과 종이책의 

효용성 평가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사용자의 이해력 에서 자책 단말기의 크기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재 출시 인 자책 단말기

인 PDA, 넷북, 노트북을 선택하여 화면의 크기에 따라 어느 단말기에서 사용자의 이해력이 가장 높게 나

오는지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해력 평가를 해 화면에 제시된 내용에 한 이해도와 기억력을 주

요 요인으로 설정하 다. 실험을 해 사 에 유사한 난이도를 갖는 자책과 어단어에 한 시들을 

비하 으며 실험 후에 각 시들에 한 문제 해결을 통하여 이해력을 평가하 다. 재 자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생 90명이 실험에 참여 하 으며, 그 결과는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

하 다. 실험에 의하면 화면의 크기가 큰 자책 단말기 보다 간 크기를 갖는 자책 단말기에서 오히려 

더 사용자의 이해력이 높은 결과를 보 다.

■ 중심어 :∣전자책∣전자책 단말기∣전자책의 이해력∣

Abstract

Rece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field of e-book market is 

growing rapidly. The choice of an e-book device to improve user's comprehension is one of very 

important elements.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between e-books and paper books has been 

studied previously, but there have not been progressed actively researches on the size of e-book 

devices based on user's comprehension. Considering these aspects, we in this paper selected 

e-book devices such as currently available PDA, netbook, and notebook, and then carried out 

the experiment about which device has the highest user's comprehension depending on the size 

of e-book devices. Understanding and memory about the content on the display were set as 

main factors in order to evaluate user's comprehension. We prepared in advance multiple 

examples of e-books and English words with similar difficulty, and evaluated user's 

comprehension through answering questions for each example after doing the experiment. 90 

undergraduate students who use most widely e-book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nd the 

result was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The experiment result showed that user's 

comprehension was higher in e-book device with middle size rather than the one with big size 

in display size.

■ keyword :∣E-book∣E-book Device∣Comprehension o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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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람들은 오래 부터 종이책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

을 습득해 왔다. 재 인터넷  각종 매체 등이 발 함

에 따라 과거와 달리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종이책은 무게와 부피 등으로 

인하여 활용에 불편한 단 이 있다. 그에 반해 정보기

술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휴 용 

자 단말기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종류의 

자책을 읽을 수 있다. 한, 종이책과 신문 등이 디지

털화 되어 자책이라는 새로운 정보매체의 유형으로 

변화되어 정보와 지식을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

다. 자책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체

인 제작비용을 일 수 있으며, 기존의 종이책에 담기 

힘들었던 방 한 분량의 자료도 장이 가능하다[1].

기의 자책은 2차원 평면의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 한 느낌을 주었지만[2], 최근 자책은 3차원 입체형

으로 종이책의 모양을 살려 책의 크기나 두께 등의 느

낌이 그 로 달되도록 하 다. 한 인공지능의 기술

을 목시켜 자책 사용자의 시력에 알맞게 자 크기

를 자동으로 확 해주는 기능까지 개발되었다[3]. 자

책은 종이책의 단 을 보완하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

게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종이책과 자책을 동시에 

출간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책

을 이용하고 있다. 한 일반 형서 에서 구하기 힘

든 서 도 자책을 통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세계 최  인터넷서 인 아마존닷컴의 자책 매

량을 집계한 결과 자책이 일반 종이책의 매량을 넘

어섰다[4]. 이것은 미국이 완 한 자책의 시 로 돌입

했다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자책 랫폼이 속속 

도입되면서 자책 매량이 꾸 히 늘고 있지만 국내 

자책 환경은 그 지 못하다. 재 큰 인기를 끌지 못

하는 이유는 부족한 자책 종류에 있다. 자책 이용

자가 구매 하려는 책이 없다는 은 국내 자책 시장

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실제 자책 사업을 진행하기 해서는 우수한 자

책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데 아직 자책 콘텐츠 제작

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하나는 집필자가 술한 

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될 수도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작권을 보호하

기 한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를 들

어 작권 부여를 한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객체 식별자)나 WaterMarking에 의한 작권 

표기, 작물 이용자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 등이 있다[5].

자책과 종이책은 상호보완 인 계이며, 자책

의 장 은 렴한 가격과 편리성을 들 수 있다. 주로 

자책은 소설처럼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분야에 선호되

는 반면, 체로 공서 과 문서 들은 종이책을 이

용한다. 앞으로 자책 이용은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사용자들은 자책을 활용하기 해 단말기 선

택에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자의 이

해력을 향상하기 해 자책 단말기의 선택이 매우 

요한 요인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자책 단말

기 화면의 크기가 사용자의 이해력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를 실험 으로 평가한다. 실험을 해 재 출시 

인 스마트폰 크기를 갖는 PDA, 넷북, 노트북 등을 

자책 단말기로 사용한다. 자책에 한 사용자의 이해

력 평가를 해 이해도와 기억력을 평가 요인으로 설정

한다. 실험을 해 유사한 난이도를 갖는 자책과 

어단어에 한 다수의 시들을 미리 비하 다.

실험 참여자는 자책 단말기에서 화면에 제시된 

시를 지정된 시간동안 읽은 후에 각 시에 한 이해

도  기억력 평가 문항에 답을 한다. 실험에는 자책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층인 학생 90명이 참여

하 다. 실험 결과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

석하 으며, 큰 크기의 화면을 갖는 자책 단말기 보

다는 오히려 간 크기를 갖는 자책 단말기에서 사용

자의 이해력이 높았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 해서, 3장은 자

책의 평가요인  실험방법, 4장에서는 실험 결과 분석 

 논의에 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

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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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최근에 자책의 활용 빈도가 지속 으로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자책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황 숙[6]은 등학생들을 상으로 자책과 종이

책의 독서효과에 한 연구를 하 다. 실험방법은 등

학교 학생 8명을 상으로 2권의 문학작품을 종이책과 

자책으로 내용을 달리하면서 읽고 난 후, 독해력에 

한 독서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 다. 연구결과에

서 독서효과 측면에서 자책과 종이책이 별 차이가 없

음을 보 다.

김 희, 강다혜[7]는 멀티미디어 자책이 독서교육

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 다. 

자책의 특성인 사운드와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고 있

는 멀티미디어 자책을 종이책과 비교하여 이 두 정보 

매체가 어린이의 독서 효과(정보 구성력, 정보 습득력 

 상상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 다. 연

구 결과는 체 평균에서 정보매체 유형이 독서 효과에 

통계 으로 미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 것을 보 다.

최성은, 남 [4]은 우리나라 학생 집단을 상으

로 학도서  자책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 다. 

자책 이용에 한 황을 악하고자 이용형태를 조사

하 고, 자책 이용형태와 자책 서비스 품질 차원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 다. 학도서  자책 서비스

에 한 반 인 만족도는 평균 2.93으로 보통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학년 집단에 비해 고학년 집단과 

학원 집단이 자책 서비스에 한 반 인 만족도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박수진[8]은 종이책과 자책의 유형별 선호매체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보내용, 정보형태, 매체특성과 

같은 정보매체 유형에 따라서 종이책과 자책 사이에 

선호매체가 달라짐을 밝혔다. 이 연구는 사용자의 경험

에 따라 이용자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 

가를 분석하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정보매체의 유형에 따라서 어린이 이해력과 흥미도

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 다. 실험을 해 2

권의 동화책과 13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 다. 먼  

51명의 어린이에게는 “캡로나의 마술사들”의 도서와 

온라인 사 과 함께 자책을 읽도록 하 고 나머지 

반은 종이사 과 함께 종이책을 읽도록 하 다. 나머지 

81명의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왕자”를 읽도록 하는데 

구체 으로 26명은 자책, 다른 26명은 해설이 있는 

자책 그리고 나머지 29명은 종이책을 읽도록 하 다. 

“어린왕자”에는 사 이 제공되지 않았다. 결과는 해설

이 없는 자책과 해설이 있는 자책간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두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9].

곽승진, 배경재[10]는 자책 단말기의 사용성 평가

를 해서 평가 요소를 정의하고, 표 인 자책 단

말기 3종을 선정하여 사용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연구 결과에서 사용자 그룹별로 자책 단말기를 활용

한 임무 수행 실험결과, 학생 > 직장인 > 학생의 

순서로 임무 수행 시간이 소요되어 상 으로 학생

의 자책 사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 다.

Ruth 등[11]은 학생, 강사  연구자로 이루어진 

100여명의 피조사자들을 상으로 자책의 디자인 양

식의 만족도, 사용성, 기억력 등의 3가지 요인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 다. 조사결과 종이책이 

자책 보다 사용성과 만족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이용자들은 자책이 종이책과 유사한 형태의 기능

과 외형을 갖는 것을 선호 하 다. 자책의 출  후 기

존의 “종이책을 체할 만한가?”에 한 연구가 진행 

이고, 미국에서는 자책을 일부 학교 수업의 교과서

로 체하여 활용하고 있다. 자책 단말기는 주로 

자책 용 단말기, PDA, 스마트폰, 아이패드, 넷북, 노

트북, 개인용 컴퓨터 등과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사용

되고 있다.

차의근[12]은 모바일 문화 환경에서의 자책 이용태

도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문화  에서 자

책이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사용자의 이해력을 증진하기 해 자책 단말

기도 요하지만 자책의 활용 장소와 환경, 즉 실내

외  빛의 밝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3]. 국내에서도 자책의 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8170

은 사회  심사가 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자책과 종이책과의 효용성, 자책의 생산과 유통, 

자책의 개발  작권 문제 등에 한 주제로 한정되

어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14].

최근에 Amazon과 Barnes&Noble과 같은 유명 출

사들이 자책 용단말기를 출시하고 있다. 이들이 출

시하는 용단말기는 6인치( 각선 비율)가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이러한 크기를 사용한 이유는 일반 으로 

종이책 단행본의 표 크기와 휴 성을 고려하 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유명 출 사  개발업체들은 실제 

사용자의 이해력 측면보다는 휴 성과 경제성에 

을 맞추었으며 자책의 크기에 해서는 여 히 논란

이 지속되고 있다.

지 까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종이책에 비

해서 자책의 효용성에 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부분 으로 실내 조명밝기  각도에 따라 자책 

장치를 사용할 경우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을 달리하여 자책 단

말기의 크기가 사용자의 이해력 증진에 어떤 향을 미

치는가를 연구한다. 이러한 의 연구는 향후 자책

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책 단말기 제작을 한 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Ⅲ. 전자책의 평가요인 및 실험방법

3.1 평가요인
사용자가 자책을 읽을 경우 여러 요인에 따라 사용

자의 이해력이 달라 질 수 있다. 자책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자책 단말기의 화면 크기

• 자책의 자 크기

• 자책 단말기의 사용 각도

• 실내조명 밝기

• 자책 단말기와의 거리

• 자책 이용 시간

• 사용자의 이용 자세

• 자책의 멀티미디어화

에서 열거한 항목들이 지 까지 자책이 사용자

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의 주요 요인들

로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Wang 등[13]은 주변의 조명

과 각도 에서 사용자의 자책 이해력을 실험 으

로 조사하 다. 이들은 실내조명의 밝기를 200, 800, 

1500, 2200 룩스(lux)로 설정하여 자책 장치에 한 

사용자의 이해력을 조사하 다. 실험 결과 200 룩스 밝

기에서 자책 장치에 한 사용자의 이해력이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밝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 다. 한 실험을 통하여 일반 으로 자책 

장치의 각도가 일 경우 사용자가 더 편안하다는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Wang 등이 연구한 실험 을 달리

하여 자책 단말기의 크기가 사용자의 이해력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한다. 자책 단말기의 크기에 

따른 사용자의 이해력을 평가하기 해 이해도와 기억

력 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이해도는 일정

시간 동안 자책 단말기의 화면에 자책 내용을 보여

주고 그 내용에 한 응답을 통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다. 기억력은 일정시간 동안 자책 단말기의 화면에 

제시된 단어들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단

어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를 확인한다.

3.2 실험방법
자책 단말기 크기에 한 사용자의 이해력 실험은 

두 가지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은 큰 

크기를 갖는 컴퓨터 디스 이 장치를 이용하여 크기

를 조정하며 실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은 재 

시 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PDA, 넷북, 노트북 등과 

같은 단말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크

기를 가변 으로 실험하기가 용이하나 한 화면에서 다

수의 실험을 할 경우 집 도 하로 정확한 결과를 기

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

다는 단 은 있으나 사용자의 집 도 향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두 번째 방법

을 사용하 다. 실험을 해 재 리 활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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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넷북, 노트북 등을 사용하 다. 실험에서 PDA의 

화면 크기는 80.8mm × 50.5mm, 넷북의 화면 크기는 

220.3mm × 120.5mm인 단말기가 사용되었다. 노트북은 

해상도 설정에 따라 크기를 가변 으로 조정할 수 있으

나 자책의 휴 성을 감안하여 15인치 이하로 제한하

다.

특별히 PDA는 재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폰인 삼성 갤럭시 S2의 화면과 동일한 크기를 선택하

다. 가장 리 사용되는 스마트폰과 동일한 크기의 

PDA를 선정하여 휴 성이 높은 기기가 다른 기기에 

비해 어떤 향을 주는가에 한 요인을 고려하 다. 

련연구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일부 유명 출 사의 

용단말기의 경우 실험에 사용되는 단말기의 범주에 포

함되기 때문에 제외하 다.

자책의 크기에 따른 사용자의 이해력을 평가하기 

해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이해도와 기억력 을 

고려한다. 실험의 신뢰성을 해 동일한 실내 조명밝기

를 갖는 실험실을 비하 다. 조명 밝기  자책 장

치의 각도는 Wang 등의 실험 결과를 반 하여 설정하

다. 실험에 참여한 각 상자는 3개의 자책 단말기

에서 이해도 평가 3회, 기억력 평가 3회 등 총 6회를 실

험토록 하 다.

이해도 평가를 해 미리 난이도가 유사한 자책 

시들을 비하 으며, 기억력 평가를 해 어 단어에 

한 시들을 비하 다. 실험에 참여한 상자는 각 

단말기별로 다음과 같이 두 단계를 수행한다. 첫 번째 

실험은 미리 비된 자책 시 문을 3분 동안 읽은 

후에 시 문에 한 설문 응답을 통하여 그 이해도를 

평가한다.

두 번째 실험은 각 단말기의 화면에 미리 비된 

어 단어들을 10  동안 보여 주고 설문을 통하여 기억

하고 있는 단어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마지막

으로 각 참여자에 해 두 단계의 실험 결과를 수로 

환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단말기 간의 이해도 평

가를 수행한다.

3.3 설문 예시 및 평가방법
첫 번째 실험은 이해도의 평가이다. [그림 1]과 같은 

자책의 시 문을 자책 단말기 화면에 3분 동안 보

여주고 실험 참여자들에게 읽도록 한다. 다음에 제시된 

시 문에 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해 4지 선다형으

로 구성된 객 식 4문제와 주 식 1문제를 설문하여 응

답하도록 한다. 이해도 평가에서 각 문항별 배 은 10

으로 하여 첫 번째 단계의 실험 총 은 50 (5문제)

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그림 1. 실험을 위한 전자책 예시 문

그림 2. 실험을 위한 영어 단어 예시

두 번째 실험은 기억력에 한 평가를 수행한다. [그

림 2]와 같이 자책 단말기 화면에 20개의 어 단어

를 10  동안 보여주고 참여자들에게 기억하도록 한다. 

다음에 설문을 통하여 30개의 어 단어를 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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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말기 화면을 통하여 기억한 단어를 체크하도록 

한다. 실험에 사용된 어 단어는 20개로 설문지에 체

크된 각 단어 당 2.5 을 할당하여 총 을 50 으로 부

여한다. 각 참여자에 해서 3개 단말기에서 총 6회의 

실험을 완료한 후에 각 단말기 별로 두 단계의 실험을 

100  만 으로 환산하여 총 을 계산한다. 향후 통계 

분석은 두 단계를 합한 결과를 사용한다.

참고로 첫 번째 실험에 사용된 자책 실험 시의 

구성은 “우리 사 노트”의 서 에서 내용을 선별하

여 자책을 구성하 다. 본 서 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담은 역사칼럼이

다. 두 번째 실험에 사용된 어 단어의 수 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토익 시험에서 

사용되는 어 단어들로 구성하 다.

평가의 합리성을 해 유사한 난이도를 갖는 자책 

 어단어 시 문들을 구성하 다. 난이도의 유사성

을 해 사 에 시 문들을 만들어 실험실 연구원들의 

평가를 통하여 시 문들을 조정하 다. 실제 실험 참

여자들에게는 자책  어단어 시 문을 비 로 하

여 실험시작 시에 처음 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어 단어의 기억이 다른 콘텐츠에도 

연계가 되는가에 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더 객 화하기 해 실험참여자

들이 학생인 측면을 고려하여 토익의 가장 공통 인 

단어를 선정하 다. 한 화면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보

다는 단순히 화면에서 보았던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가

를 평가하 다. 이러한 방법이 합당한지에 해서는 통

계  유의도 수 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객 화 하 다.  

Ⅳ. 실험 결과 분석 및 논의

4.1 실험 대상 및 환경
본 연구의 실험은 2011년 9월 1일에서 2011년 12월 1

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실험 상자로는 자

책  자책 단말기의 사용에 가장 익숙해 있는 학

생들을 선정하 으며, 실험에는 경북지역의 K 학교 2

학년에서 4학년 학생 90명이 참여하 다. 참여자를 

상으로 실험 에 자책 기기에 사  선호도 조사를 

설문을 통하여 실시하 다.

조명 밝기, 자책 단말기 각도 설정 등 동일한 실험 

환경을 조성하기 해 본 연구자의 실험실을 사용하

다. 연구실의 실내 조명밝기  자책의 각도는 Wang 

등[13]의 연구결과를 반 하 다. 체 인 실험 환경

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으며 실험 결과의 분석을 해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 다.

• 조명 밝기 : 900 lux

• 자책 단말기 각도 : 기 (조정 가능)

• 자책 단말기 화면의 크기 : (가로, 세로)

   - PDA(80.8mm × 50.5mm)

   - 넷북(220.3mm × 120.5mm)

   - 노트북(300.5mm × 190mm)

• 실험 시문 폰트 크기 : 18-point

• 분석도구 : SPSS Statistics 18

• 분석기법 :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 등

4.2 실험전 전자책 단말기 선호도 조사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으로 먼  자책 단말

기에 한 실제 선호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 다. 

설문에는 참여자의 학과  학년 정보, 자책 사용여

부, 사용시간, 자책 단말기의 선호도 등이 포함되었

다. [표 1]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책 단말기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여 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최근에 휴 용 기기의 발달로 

스마트폰이 화됨에 따라 자책 단말기로 스마트

폰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다음이 노트북, 개인용 컴

퓨터로 조사되었다. 넷북, 아이패드 등과 같은 자책 

단말기는 재 자책으로 화가 덜 되어 다른 기기

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분류 응답자(명) 비율(%)
스마트폰 31 34.4
넷북 7 7.8
노트북 27 30.0

개인용 컴퓨터 25 27.8
합  계 90 100

표 1. 전자책 단말기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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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책 단말기를 

통해 하루 평균 자책을 읽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 다. 자책을 읽는 시간은 1시간 이상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실험 상자의 76.7%이상이 하루에 30

분 이상 자책을 읽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 응답자(명) 비율(%)
 10분 이하 4 4.4

 10분 ~ 30분 17 18.9
 30분 ~ 1시간 32 35.6
 1시간 이상 37 41.1

 합  계 90 100

표 2. 전자책을 읽는 시간

다음은 자책을 이용할 경우 어떤 주제의 자책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에 한 설문을 하 다. 그 결과

는 [표 3]과 같으며 소설, 웹툰, 컴퓨터/인터넷, 문학 등

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응답자(명) 비율(%)

 외국어 21 9.9
 컴퓨터/인터넷 27 12.7

 문학 26 12.3
 취미/여행 25 11.8
 문화/예술 11 5.2

 수험서/자격증 9 4.2
 참고서 7 3.3
 소설 46 21.7
 웹툰 40 18.9

표 3. 전자책 이용 분야(복수선택 가능)

4.3 가설 및 분석 모델 설정
4.3.1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자책 단말기는 각각 다른 

화면 크기를 갖는 PDA(갤럭시 S2 스마트폰 크기), 넷

북, 노트북이며 각 기기에 해서 자책 이해도의 결

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가설 모델을 설정하여 검증한다. 

귀무가설 는 “화면의 크기가 다른 3 의 자책 단

말기의 실험 평균이 차이가 없다(==)”라고 정

의한다. 이에 한 립가설 은 “화면의 크기가 다른 

3 의 자책 단말기의 실험 평균이 차이가 있다”라고 

설정한다. 귀무가설 는 모든 단말기의 모평균이 동

일하다는 것을 의미이며, 립가설 은 모평균이 동

일하지 않음, 즉 최소한 하나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4.3.2 분산분석과 유의수준 설정
본 연구에서 실험에 한 통계  차이를 검정하기 

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의 검증 방법인 일원 분산분석

(ANOVA)을 이용한다. 일원 분산분석은 세 개 이상의 

집단 평균을 비교하기 해 사용되는 통계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모집단의 평균을 주어진 유의수 에서 

동시에 비교하여 각 처리 집단 간에서 얻은 표본 평균

들의 분산과 각 처리 집단 내의 분산을 비교함으로써 

가설 검증을 통해서 상 계를 분석한다[15].

실험 결과분석을 해 유의수  는 0.05로 설정한

다. 유의수 과 비교할 유의확률 값은 (분산비) 분

포에 있어서   이상의 값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일원 분산분석의 정방법에서 유의확률 가 유의수  

보다 크면 귀무가설 를 채택한다. 반 로 유의확

률이 유의수  보다 작으면 귀무가설 를 기각하고 

립가설을 받아 드린다.

4.4 실험결과 및 논의
[표 4]와 [표 5]는 실험에 참여한 90명의 학생들에 

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여 다. 이  장에서 기술한 것

과 같이 각 자책 단말기 별로 참여자는 이해도  기

억력 평가를 해 2회의 실험을 수행한다. 아래 [표 4]

는 첫 번째 실험인 자책 이해도에 한 실험 결과이

다. 실험 결과는 넷북, 노트북, PDA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즉, 화면의 크기가 큰 자책 단말기 보다 오히려 

간 크기의 화면을 갖는 넷북 단말기에서 사용자의 이

해도가 높았다. 한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결과

를 보여  넷북과 같은 크기를 갖는 자책 단말기에서 

더 높은 이해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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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면크기) 응답자 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PDA
(80.8mm × 50.5mm) 90 27.333 13.3071 1.4027

넷북
(220.3mm × 
120.5mm)

90 32.000 10.1892 1.0740

노트북
(300.5mm × 190mm) 90 30.222 12.7180 1.3406

표 4. 전자책의 이해도 실험 결과

[표 5]는 두 번째 실험인 어 단어의 기억력에 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두 번째 실험 결과는 첫 번째 실

험 결과에 비해서 각 단말기에 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넷북, 노트북 등과 같은 자책 단말기

의 화면 크기에서 사용자의 기억력이 더 높게 나타났

다. 특별히 기억력 실험에서 넷북과 노트북은 거의 비

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에 한 해석은 이 

의 마지막 부분에서 통계  검증을 통하여 설명한다. 

실험 후 각 시에 한 응답의 총 은 50 으로 계산

하 다. 

분류(화면크기) 응답자 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PDA
(80.8mm × 50.5mm) 90 24.749 7.0137 .7393

넷북
(220.3mm × 
120.5mm)

90 27.000 7.1814 .7570

노트북
(300.5mm × 190mm) 90 27.500 6.2148 .6551

표 5. 영어단어의 기억력 실험 결과

[표 6]은 실험 참여자별로 이해도와 기억력에 한 

두 실험을 100 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결과를 보여

다. 두 실험을 함께 반 한 종합 인 자책 단말기의 

이해력 결과는 넷북, 노트북, PDA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즉, 넷북과 노트북에서 이해력에 한 큰 차이는 없

었으나 자책 화면 크기가 220.3mm×120.5mm인 단말

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 다.

분류 응답자 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PDA
(80.8mm × 50.5mm) 90 52.083 16.5799 1.7477

넷북
(220.3mm × 
120.5mm)

90 59.000 13.9260 1.4679

노트북
(300.5mm × 190mm) 90 57.722 14.8903 .9380

표 6. 전자책 단말기 실험 결과

[그림 3]은 실험 참여자의 실제 실험 결과와 설문에 

의해 조사된 선호도 조사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 다. 

참고로 실험은 3개의 단말기에 해 실시하 고 선호

도는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하여 4개의 기기에 해 조

사하 다. 실험 결과는 실험 참여자의 선호도 조사와는 

다르게 넷북, 노트북, PDA 순으로 높게 나왔다.

[그림 3]에서 보인 것과 같이 실험 참가자의 설문에 

의한 선호도에서는 PDA(스마트폰 크기)가 가장 높았

으나, 실제 실험에 의한 결과는 넷북이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기기에 비해 스마트폰 크

기를 갖는 PDA가 휴 용으로 합하기 때문에 선호도

가 더 높으며, 그러나 실제 자책의 이해력 측면에서

는 그 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 실험결과 및 선호도 비교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를 4.3.1에서 기술한 가설에 따

른 검증을 해 통계 인 에서 정리한다. 실험 데

이터는 SPSS Statistic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

하 다. 일원분산분석이 타당하기 해서는 모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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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수행하여 모집단의 

분석이 동일한지에 해 검증한다.

[표 7]은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 다. 

Levene 통계량 값이 1.158로서 유의확률 값이 0.316으

로 유의수 (0.05) 보다 크기 때문에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며 분산분석을 수행하기에 하다고 할 수 있다.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1.158 2 267 0.316

표 7.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표 8]은 실험 결과의 일원분산분석 표로 집단 간 그

룹과 집단 내 그룹의 자유도, 집단평균, F값, 유의확률

을 보여 다. 실험 결과 유의확률 값이 0.006으로 유

의수  보다 작기 때문에 4.3.1에서 기술한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립가설이 채택된다. 즉, 다른 크기의 화면을 

갖는 3 의 자책 단말기의 실험 평균에서 유미한 차

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의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의 화면을 갖는 3개의 자책 단말기 간에 

자책의 이해력에 한 실험 평균이 차이가 있다고 분석

하 다. 이와 연 하여 어느 자책 단말기 사이에서 

실험 평균이 차이가 나는지에 한 사후 분석을 해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 다.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집단-내

합계

2438.102

61458.681

63896.782

2

267

269

1219.051

230.182

5.296 0.006

표 8. 일원분산분석 결과

[표 9]는 3개의 자책 단말기 간의 사후 검정 결과를 

보여 다. 표에 보여  결과에 의하면 유의수  0.05이

내에서 PDA와 넷북, PDA와 노트북에서는 자책에 

한 이해력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넷북과 노트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책 단말기

가 넷북 이상의 크기에서는 사용자들의 자책 이해력

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류
(I)

분류
(J)

평균차
(I-J)

표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 2
3

-6.9167*
-5.6389*

2.2617
2.2617

.010

.046
-12.484
-11.206

-1.349
-.072

2 1
3

6.9167*
1.2778

2.2617
2.2617

.010

.853
1.349
-4.289

12.484
6.845

3 1
2

5.6389*
-1.2778

2.2617
2.2617

.046

.853
.072

-6.845
11.206
4.289

표 9. 사후분석(Scheffe) 결과

본 논문에서 용 단말기 보다는 재 범용 단말기로 

리 활용되고 있는 3개의 단말기에서 자책에 한 

사용자의 이해력을 실험 으로 평가  분석하 다. 

자책 용 단말기로 아마존  바네스@노블의 경우 6

인치  7인치를 주로 사용하고, 애  “아이북”의 경우 

12.1인치  14.1인치의 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에 한 평가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단말기의 크기

와 비교하여 유추할 수 있으나 향후 실험  확 가 필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향후 자책의 활용은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더불어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체인 자책 단말기 역시 

사용자의 맞춤형으로 보다 편리하게 개발될 것으로 

망된다. 이 에 자책과 종이책에 한 효용성에 해

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자책 단말기의 

크기 에서 자책의 이해력에 한 연구는 제 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시장

에서 완제품 형식으로 출시 인 자책 기기를 사용하

여 어느 크기를 갖는 자책 단말기가 사용자의 이해력 

측면에서 합한 지에 해 실험 인 평가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  사용자의 이해력 에서 자책 단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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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다음에 제안한 평가방법

을 사용하여 재 시 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3개의 

자책 단말기에 용하여 실험을 하 다. 실험 결과 

노트북과 같이 큰 화면 크기를 갖는 자책 단말기 보

다 넷북과 같이 간 크기의 화면을 갖는 자책 단말

기에서 사용자의 이해력이 더 높은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재 시 에 매 인 3개의 실제 제품

을 가지고 실험을 하 으나, 향후 더 한 결과를 얻

기 해서는 가변 인 화면 크기의 장치에서 실험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논문의 결과는 

자책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책의 사용기   개발

기 에서 자책 기기를 선정할 경우 기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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