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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소규모 학도서 의 자책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학도서 의 

자책 련 정책과 이용에 한 시사 을 제시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를 해 지방의 한 소규모 학교의 재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259명의 유효응답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종이책과 자책의 선호도에서 

아직은 자책의 선호도(12%)보다 종이책의 선호도(7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자책의 이용 만족도(45.6%)가 종이책의 이용 만족도(27.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자책을 

일반독서 용도로 사용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기기는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학도서 에서의 자책서비스 운  정책  홍보 계획의 수립, 

이용자에게 친숙한 자책서비스 이용 환경의 제공, 다양한 주제의 자책 확보, 자책 이용 목 에 부합하는 

용 단말기의 제공, 학 간 자책 공동 이용 연합체의 구성 등의 시사 을 제안하 다.

주제어: 소규모 학교, 학도서 , 자책, 자책 리정책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e-books usage in small university 

library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e-book management policies. To do that,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in a local small university, and the valid responses of 259 peopl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eference of paper books (71%) was higher than that of e-books (12%). 

However, satisfaction with e-books (45.6%) was higher than that of paper books (27.9%) if they 

had experience using e-books. In addition, satisfaction was highest when using e-books for general 

reading, and it was found that the use device preferred to use a table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some suggestions; 1) establishment of e-books service policy and promotion 

plan, 2) use of e-books dedicated devices and development of user-friendly e-books using environment, 

3) providing various topics of e-books, 4) formation of an association for joint use of e-books between 

small library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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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0년에 세계  미래학자이자 MIT 미디어랩 교수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한 컨퍼런스에서 

종이책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으며, 5년 내에 실이 될 것이라는 다소 진 인 발언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물론 종이책과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후 아이패드, 킨들 등을 이용한 자책 

서비스가 확 되고, 국내에서도 자책 서비스 랫폼이 경쟁하면서 자책 시장은 성장했다. 최근 

국내의 자책 시장은 읽는 자책 외에도 듣는 자책으로 역이 확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랫폼 기반의 독서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다. 2년마다 시행되는 문화체육 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자책 독서율은 2015년을 기 으로 2017년에는 38.2% 증

가하 고, 2019년에는 61.8% 증가하 다.1) 특히, 재의 코로나19로 인한 비 면상황은 자책의 

이용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자책의 이용 활성화가 

되고 있음에도 여 히 자책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 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2018년 기  

20조 9,538억원인 반면, 자출 시장은 3,830억원 규모로 1.8%에 그치고 있다(e-나라지표). 이러

한 상황은 자출 시장을 축시키고, 다양한 자책 출 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도서 에서도 디지털도서 을 기반으로 학술정보, 자 , 웹데이터베이스, 자책 등 

이용자 정보서비스 다변화  편의성 제고 등을 해 각종 자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학 

 문 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책의 평균 종수도 2010년 8,626종에서 2020년 51,279종으로 

약 6배 증가하 다(학술정보통계시스템, 2021). 그러나 자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 히 자

책은 종이책의 보완재로 이해되거나 이용률도 높지 않고, 이용자의 호불호가 강한 장서로 이해되

고 있다. 한, 학도서 에서도 자책을 장서로 인식하기보다는 외부 구독 서비스로 이해하고 

자 에서 체계 으로 정리하거나 수서정책을 용하지 않아 효과 으로 운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한 보완 책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교육부는 2019년에 발표한 제2차 학도서 진흥 종합계획(안)에서 학도서 의 4요소  

“균형있는 장서”와 “고객 만족도”를 포함하 으며, 첫 번째 추진과제로 수업  학습 활동 지원 

강화를 설정하 다. 학도서 은 강의와 연계된 공서 의 신간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 트 드를 

이해할 수 있는 도서를 확충하여 자책, 오디오북 등 수요자 심의 다양한 매체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인문학  사고  능력함양을 한 독서교육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 다. 이에 각 학도서

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운 하고 있는 자책 서비스에 한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자책 장서 

확충  운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자책 운  반에 한 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학도서 의 자책 운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학도서 은 소속 학의 규모, 산, 재학생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는 

 1)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데이터를 분석하 으며, “1권 이상 읽음” 항목에 한 증감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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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부속기 으로서 당연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학도서 의 서비스

를 평가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의 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기  국내 382개 학교( 학, 문 학 포함, 학원 학  기타

학 제외)  166개에 이르는 소규모 학교  1개 기 을 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자책 

이용실태를 살펴 으로써 향후 소규모 학도서 의 자책서비스 제공 방향  운  정책 수립에 

한 시사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지 까지 자책 련 연구가 규모, 규모 학도서

을 상으로 진행되어서 소규모 학도서 의 실에는 일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를 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므로 이에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  배경  선행 연구

1.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small university)는 일반 학 는 종합 학처럼 모든 학과를 개설하여 운 하

는 것이 아니라 학의 설립 이념, 교육 목표  방향 등에 의해서 특정주제 학과만을 으로 

운 하는 학교로 볼 수 있으며, 모집규모 500명 이하, 정원 2,00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배성 , 

배삼열, 김용, 2014; 한국 학교육 의회, 2021). 한편, 학도서 통계를 제공하는 학술정보통계

시스템(Rinfo)에서는 학규모를 재학생수를 기 으로 학은 A그룹(10,000명 이상), B그룹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C그룹(5,000명 미만)으로 구분하고, 문 학은 A그룹(4,000명 이상), 

B그룹(2,000명 이상~4,000명 미만), C그룹(2,000명 미만)으로 구분하며, 학원 학과 기타 학은 

별도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 학순 (World University Rankings)를 발표하는 국의 

타임즈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은 소규모 학순 를 발표하면서 기 을 5,000명 미만의 

학/ 학원으로 4개 이상의 공을 가르치고 있는 학을 소규모 학교로 보고 있다.

재 국내에 학원 학과 기타 학을 제외한 학과 문 학 382개교  소규모 학교로 볼 

수 있는 C그룹의 학은 총 166개교(43.5%)로 반 가까이에 이른다. 소규모 학교는 재학생수, 

등록 , 산, 경  등 모든 측면에서 규모, 규모 학교에 비해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도서 의 기본 통계를 확인하면 여실히 나타난다(<표 1> 참조). 일반 학의 경우 A그룹의 도서

자료는 C그룹에 비해 약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자료구입비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문

학의 경우에도 A그룹의 도서자료는 C그룹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자료구입비 역시 

약 6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방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학평가에서 수도권 

규모 학교에 비해 낮은 등 을 받는 비율이 높아 이러한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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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규모에 따라 격하게 벌어지는 격차는 소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상이 발생하여 정상 인 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을 래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종합 학의 수 보다 낮더라도 소수의 문 인 교육을 

해서라도 소규모 학교는 존립 필요성을 가지며, 소규모 학도서 은 효율 이고 효과 인 

장서운 과 정보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학도서 의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장서 구성, 서비스 차별화, 정책 마련 등에 한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구분 학수
도서자료

(책수, 평균)

자료구입비

(원, 평균)

기타 자자료구입비

(원, 평균)

출책수

(책수, 평균)

학

A그룹 66 1,462,732.5 2,676,306,258.9 71,306,309.8 134,283.8 

B그룹 62 605,514.3 589,446,113.0 39,848,773.5 45,048.4 

C그룹 89 220,470.1 249,839,435.7 9,420,081.9 15,289.1 

계 217 708,313.7 1,084,873,649.1 36,936,533.2 59,983.7 

문

학

A그룹 49 195,767.6 140,677,559.8 12,072,950.7 13,432.1 

B그룹 39 125,745.9 78,229,451.4 6,669,665.4 11,703.3 

C그룹 77 40,593.4 22,241,514.0 1,359,019.0 2,127.5 

계 165 106,802.4 70,646,943.1 5,795,975.8 7,748.0 

(학술정보통계시스템, 2020년 기 , 시계열 통계를 재편집)

<표 1> 학규모별 도서  기본 통계

2. 선행연구

학도서 에서의 자책 이용과 련하여 국내외에서 다음의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남태우와 김진아(2003)는 자책의 출  배경, 특성에 하여 고찰하고, 도서 자원으로서 

자책이 가지는 기능, 문제 , 도서  서비스 변화 등에 하여 분석하고, 자책 이용 실태를 조사

하여 발 방안과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의 결과 이용자의 85.5%가 자책을 알고 있으

나 자 의 자책 서비스 실시여부에 해서는 불과 31.3%만이 알고 있었으며, 실제 이용자는 

12.7%에 불과하여 낮은 인지율과 사용률을 보 으며, 자책에의 용이한 근과 달리 읽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가장 선호하는 주제분야로는 공분야의 서 류이며, 향후 자책 서비스

의 사항으로 자  이용자에 한 홍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자책 제공업체마다 

다른 포맷, 뷰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 하며 표 화의 필요성과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확보

가 필요하고, 개별 도서 에서 자책에 한 지속  리와 홍보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

정진한과 박일종(2006)은 문 학도서 의 자책 이용실태를 경험, 활용도, 자책 이용 만

족도, 이용정책에 한 기 도 등의 척도로 분석하면서 자책 도입 기 향후 자책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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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방향을 제시하 으며, 이후 정진한(2009)은 자책 이용자 연구와 자책 출기록 분석을 

병행하여 학도서  자책 서비스의 낮은 이용에 한 원인을 분석하고 자책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 자책 홍보  교육의 필요성, 자책 종수 확 , 

자책 수서  운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남 과 최성은(2011)은 학도서  자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한 연구를 통해 학

생들의 학도서  자책 서비스에 한 반 인 만족도가 평균 2.93으로 보통 수 이며,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학년 집단에 비해 고학년 집단과 학원집단이 자

책서비스에 한 반 인 만족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한편,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콘텐츠이며, 도서  지원서비스, 시스템 순으로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책에 기반한 학도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도서  홍보, 이용

자 교육의 강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최신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 다.

김수정과 이지원(2016)은 학도서  자책 리  서비스 실태 분석을 해 국내 두 학을 

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안을 진단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자책은 도입 기 종이책을 

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으나, 지 도 종이책에 비교하여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를 

불안정한 산의 운용으로 분석하 다. 한, 자책 리  서비스에 있어 외부 업체로의 아웃소싱

보다는 자 에서 우수한 자책을 수서하고 리하고 홍보함으로써 극 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자책을 평가용으로 장서수를 채우기 한 도구가 아닌 

실 인 장서기 을 수립하고 유용한 장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정다희와 이수상(2018)은 자책 독서와 종이책 독서에서 독자에게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이며, 이들 사이에 차이 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자책 선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이책에 비해 렴한 가격, 종이책 독서보다 높은 수 의 가독성, 공유의 편리함, 손쉬운 

터치 방식, 읽어주는 기능, 폰트 크기 조  가능, 북마크,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활용성, 보   

리의 용이성, 시간  효율성, 간편한 조작법, 휴 성  근성 등이었으며, 자책 비선호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 어 리 이션이나 리더기가 있어야만 하는 번거로움, 고가의 용 단말기, 

콘텐츠의 부족, 베스트셀러에만 편 된 자책 출 , 휴 화를 이용하는 경우 각종 알림, 화 

수신 등의 상황에 의해 독서 단 등이었다. 반면, 종이책 선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이책 

특유의 감각, 아날로그  감성, 깊은 독서, 집 력을 높여주는 메모나 기, 소유욕의 충족, 물리

 존재감, 독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재미, 독서 후의 여운, 온 한 집 과 여유, 종이책 

독서에 한 익숙함과 친근함, 지 인 이미지, 직  구매행 를 통한 만족, 책과의 교감, 사 에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훑어볼 수 있다는 이  등이며, 비선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게와 두께

로 인한 휴  불편, 활자로 인한 지루함, 자세나 공간의 불편함, 오탈자 수정의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외의 연구 사례들은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했을 때에도 자책 이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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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자책 서비스 개선방향 등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비교  최근의 연구

로 Zhu와 Shen(2014)은 학도서 의 자책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학술정보 공동 

이용  상호 차 방식을 도입하여 공동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 다. 이 연구는 미국내 200여개 

학도서 을 임의 선택하여 이용 실태를 조사하 으며, 기술 인 문제나 라이센스의 문제는 큰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학도서 에서 자책 이용과 련된 연구들은 지 까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학의 실 인 규모나 산 등이 반 되지 

않았고, 단지 자책 서비스에 한 만족도 평가나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 재

의 상황이다. 따라서, 학의 규모, 장서규모, 재학생 수 등 모든 면에서 일반 학과 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학도서 의 사례를 심으로 살펴보는 것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소규모 학도서 에서 자책 

서비스의 제공 방향  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 을 제시할 것으로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소규모 학도서 의 자책 이용실태 분석

1. 연구 상 황

본 연구는 2019년도 학정보공시 기  재학생수 1,700명 의 문 학 C그룹에 속하는 소규

모 학교인 D 학교의 성인학습자와 야간학과를 제외한 학령기 재학생 총 1,000명을 연구 상으

로 선정하 다. D 학교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자책서비스 웹사이트를 운  이며, 자책을 

포함한 도서  체의 장서 운  기본 황은 <표 2>와 같다.

D 학교의 자책 장서량은 2019년 기  6,621건으로 종이책 비 15% 수 이며, C그룹 내의 

평균 자책 수에 비해서는 약 2배 이상 장서를 확보하고 있다. 연간 도서구입 산은 학총 산 

비 0.2% 수 에서 운 하고 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서 황(건)
종이책 29,540 33,664 34,012 36,896 43,281

자책 375 324 2,909 4,645 6,621

C그룹 내

평균 비교(건)

종이책 20,557 23,751 23,702 24,508 26,097

자책 1,478 1,458 1,853 2,434 2,993

연간 도서구입 산(천원) 52,098 54,933 28,449 38,064 35,350

<표 2> D 학교 장서 운  황(2015~2019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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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토 로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남태우, 김진아, 2003; 남 , 최성은, 2011).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설문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이용자 특성’ 역, ‘ 자책서비스 평가’ 역, ‘만족도’ 역으로 

구분하 다. 먼 , ‘이용자 특성’ 역은 D 학교 학생들의 자책서비스 이용 황을 알아볼 수 

있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 자책서비스 평가’ 역은 자책서비스의 선호도 측정을 

해 종이책 이용과 비교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만족도’ 역은 자책서비스의 이용행

태와 자책서비스에 한 반 인 만족도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측정 역 측정지표

이용자 특성

인구통계학  특성 학년

자책서비스 이용 황

자책서비스 인지여부

자책서비스 이용유무

자책서비스 비이용 이유

자책서비스 이용 빈도

자책서비스 평가 자책서비스 선호도 비교

자책서비스와 종이책 이용 선호도

자책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

만족도
자책서비스 이용 행태

자책 이용 기기

자책 이용 목  

자책서비스 만족도 자책서비스의 체  만족도

<표 3> 측정도구 구성

3. 데이터수집  분석 방법

연구의 진행을 해 D 학교 재학생 1,000명을 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자책서비스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286개의 응답  유효한 응답을 

보인 259개를 분석데이터로 사용하 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해 SPSS 25.0을 사용하 으며, 

통계 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먼 , 자책서비스 이용 황, 자책서비스 선호도 비교에 한 기 통계를 분석하 다. 다음

으로 자책 이용기기, 이용목  등 자책 이용행태별 반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 다. 자책

서비스의 이용빈도  선호도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 test)을 실시하 다.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학년별 자책서비스의 체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자책 이용기기  이용목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

하기 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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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책 이용실태 분석

유효한 응답을 보인 응답자 259명에 한 학년별 구성은 <표 4>와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51 19.7

2학년 115 44.4

3학년 62 23.9

4학년 31 12.0

체 259 100

<표 4> 응답자의 학년별 구성

가. 자책서비스 이용 황과 선호도

D 학교 자책서비스 이용실태에 한 이용자의 체  경향을 알아보기 해 기 통계분석

으로 자책서비스 운 에 한 인지 여부, 자책서비스의 이용 경험 여부, 자책서비스의 비이

용 이유, 자책서비스의 이용 빈도 등 일반  이용 황을 분석하 고, 종이책 이용과의 선호도 

비교와 자책서비스 는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 등에 한 빈도분석을 수행하 다.

구분 빈도(명) 비율(%)

자책서비스

운  인지 여부

105 40.5

아니오 154 59.5

자책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68 26.3

아니오 191 73.7

자책서비스

비이용 이유

홍보 부족으로 자책서비스가 있는지 모름 119 62.3

자책서비스에 원하는 책이 없음 7 3.7

자책서비스 사이트 사용의 불편함 5 2.6

종이책 이용으로도 충분함 9 4.7

자장비로 책을 보기 불편함 4 2.1

기타 47 24.6

자책서비스

이용 빈도

1회 이하 38 55.9

2~3회 21 30.9

4회 이상 9 13.2

<표 5> 자책서비스 이용 황

<표 5>의 이용 황 기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D 학교에서 자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음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제 응답자 259명  105명(40.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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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68명으로 체 응답자의 26.3% 수 에 그쳤다.

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191명을 상으로 D 학교 자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 결과 ‘홍보 부족으로 자책서비스가 있는지 모름’이 119명(6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가 47명(24.6%), ‘종이책 이용으로도 충분함’이 9명(4.7%)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8명을 상으로 조사한 지난 한달 간 자책 이용 빈도는 

‘1회 이하’가 38명(5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3회’가 21명(30.9%), ‘4회 이상’이 9명

(13.2%)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선호도

자책서비스 31 12

종이책 이용 184 71

상 없음 44 17

체 259 100

<표 6> 종이책 이용과의 선호도 비교

<표 6>의 종이책 이용과 자책서비스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체 응답자 259명 

 184명(71%)이 종이책 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에 상 없이 선호도 차이

를 두지 않는 응답자는 44명(17%), 자책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31명(12%)에 그쳤다. 

이는 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음에도 자책서비스의 유용성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학생이 다수임을 상할 수 있다.

구분
응답

이스퍼센트
N 퍼센트

자책서비스 

선호 이유

편리한 출/반납 41 24.3 54.7

가독성이 좋음 23 13.6 30.7

도서검색의 편의성 34 20.1 45.3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됨 53 31.4 70.7

기타 18 10.7 24.0

체 169 100 225.3

<표 7> 자책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

<표 6>에서 명시한 종이책 이용과의 선호도 비교에서 ‘ 자책서비스’와 ‘상 없음’으로 답한 75명

을 상으로 자책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에 한 다  응답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총 169건의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2권 제2호)

- 438 -

응답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됨’이 53건(31.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편리한 출/반납’이 41건(24.3%), ‘도서검색의 편의성’이 34건(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종이책 이용’과 ‘상 없음’으로 답한 228명을 상으로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에 

한 다  응답 분석 결과 총 370건의 복수 응답이 있었으며, ‘ 의 피로도’가 127건(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 자책에 익숙하지 않음’이 113건(30.5%), ‘ 자책서비스 사용의 어려움’이 

95건(25.7%), ‘기타’ 35건(9.5%)으로 자책 사용시 발생하는 의 피로도로 인해 종이책 이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분
응답

이스퍼센트
N 퍼센트

종이책 이용 선호이유

자책서비스 사용의 어려움 95 25.7 41.7

의 피로도 127 34.3 55.7

자책에 익숙하지 않음 113 30.5 49.6

기타 35 9.5 15.4

체 370 100 162.3

<표 8> 종이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

한편, 자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선호하는 이용 서비스에 해 분석한 결과 

자책서비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1명(45.6%), 종이책 이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9명

(27.9%)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책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책서비스를 더 

선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선호도

자책서비스 31 45.6

종이책 이용 19 27.9

상 없음 18 26.5

체 68 100

<표 9> 자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이용 서비스 유형 선호도

나. 학년에 따른 자책서비스 이용빈도  만족도

자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기 으로 자책서비스의 이용빈도  선호도가 학년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학년별 비

율을 비교 분석하 다.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학년별 자책서비

스의 체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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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체  p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용 

빈도

1회 이하 10(58.8) 15(60.0) 7(46.7) 6(54.5) 38(55.9)

1.123 .9812~3회 5(29.4) 7(28.0) 6(40.0) 3(27.3) 21(30.9)

4회 이상 2(11.8) 3(12.0) 2(13.3) 2(18.2) 9(13.2)

체 17(100) 25(100) 15(100) 11(100) 68(100)

<표 10> 학년별 자책서비스 이용빈도 차이

학년에 따라 자책서비스 이용빈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1학년은 ‘1회 이하’가 10명(58.8%), 

‘2~3회’가 5명(29.4%), ‘4회 이상’이 2명(11.8%)으로 나타났고, 2학년은 ‘1회 이하’가 15명(60.0%), 

‘2~3회’가 7명(28.0%), ‘4회 이상’이 3명(12.0%)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1회 이하’가 7명

(46.7%), ‘2~3회’가 6명(40.0%), ‘4회 이상’이 2명(13.3%)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은 ‘1회 이하’가 

6명(54.5%), ‘2~3회’가 3명(27.3%), ‘4회 이상’이 2명(18.2%)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책서비스 이용빈도 차이의 통계  유의성 여부를 단하기 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1.123, p=0.981로 유의수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학년

별로 자책서비스의 이용빈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체  p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용 

선호도

자책서비스 8(47.1) 10(40.0) 6(40.0) 7(63.6) 31(45.6)

5.467 .485종이책 이용 3(17.6) 10(40.0) 5(33.3) 1(9.1) 19(27.9)

상 없음 6(35.3) 5(20.0) 4(26.7) 3(27.3) 18(26.5)

체 17(100) 25(100) 15(100) 11(100) 68(100)

<표 11> 학년별 서비스 이용 선호도 차이

학년별로 서비스 이용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1학년부터 4학년 모두 ‘ 자책서비스’가 가장 높은 선호도(45.6%)를 보 다. 학년별 비율을 살펴보

면 1학년은 ‘ 자책서비스’가 8명(47.1%), ‘상 없음’이 6명(35.3%), ‘종이책 이용’이 3명(17.6%)

으로 나타났고, 2학년은 ‘ 자책서비스’가 10명(40.0%), ‘종이책 이용’이 10명(40.0%), ‘상 없음’이 

5명(20.0%)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 자책서비스’가 6명(40.0%), ‘종이책 이용’이 5명(33.3%), 

‘상 없음’이 4명(26.7%)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의 경우 ‘ 자책서비스’가 7명(63.6%), ‘상 없음’

이 3명(27.3%), ‘종이책 이용’이 1명(9.1%)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이용 서비스 선호도의 통계  유의성 여부를 단하기 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5.467, p=0.485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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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따른 이용 서비스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학년에 따라 자책서비스의 체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만족도

는(F=0.388, p=0.762)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N 평균 표 편차 F p

체  만족도

1학년 17 3.41 0.80

.388 .762
2학년 25 3.36 0.99

3학년 15 3.20 0.86

4학년 11 3.09 0.83

<표 12> 학년별 자책서비스에 한 체  만족도 차이

다. 이용기기와 이용목 에 따른 체  만족도

자책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체  만족도에 한 이용기기와 이용목  각각의 주효과와 

이용기기와 이용목 간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자책서비스의 체  만족도에 해 이용목 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F=3.291, p<.05), 이용기기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책

서비스의 체  만족도에 한 이용기기와 이용목  간 상호작용효과는 F=2.194, p<.05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자책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목 에 맞게 기기가 이용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이용기기 1.010 2 0.505 0.960 0.389

이용목 6.928 4 1.732 3.291* 0.017

이용기기＊이용목 8.083 7 1.155 2.194** 0.049

오차 28.417 54 0.526

p*＜0.05, p**＜0.05

<표 13> 이용기기와 이용목 에 따른 체  만족도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체 만족도에 한 이용목 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페로니의 다 비교(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0.047로 자

책서비스의 이용목 이 ‘일반 독서’(M=3.52)인 경우 ‘생활 지식용’(M=2.00)으로 사용할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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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이용목 표본수 평균 표 오차

체  만족도

일반독서 44 3.222
b 0.187

학과 련 학습 6 3.278 0.327

리포트 작성 11 3.250 0.236

생활 지식용 5 2.000
a 0.369

기타 2 2.000 0.513

Bonferroni: a < b

<표 14> 이용목 에 따른 체  만족도의 추정 평균 비교

한편 이용기기와 이용목 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의 다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과 련 학습이 이용목 일 경우 유의수  0.05 수 에서 유의확률 0.006으로 태블

릿을 사용하여 자책서비스를 이용했을 때(M=4.500)가 휴 화를 사용하여 자책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체  만족도(M=2.3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용목 의 경우 이용

기기에 따라 체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속변수 이용기기 이용목 표본수 평균 표 오차

체  만족도

PC(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일반 독서 18 3.667 .171

학과 련 학습 1 3.000 .725

리포트 작성 2 3.000 .513

생활 지식용 1 2.000 .725

기타 1 2.000 .725

휴 화

일반 독서 24 3.500 .148

학과 련 학습 3 2.333
a .419

리포트 작성 5 3.000 .324

생활 지식용 3 2.000 .419

기타 1 2.000 .725

태블릿

일반 독서 2 2.500 .513

학과 련 학습 2 4.500
b .513

리포트 작성 4 3.750 .363

생활 지식용 1 2.000 .725

기타 0

Bonferroni: a < b

<표 15> 이용기기와 이용목 의 상호작용에 따른 체  만족도의 추정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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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소규모 학도서 에서 자책의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책서

비스 제공 방향  운  정책 수립에 한 시사 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 으로 하 다. 연구 

결과 종이책과 자책의 선호도에서 아직은 종이책의 선호도(71%)가 자책의 선호도(12%)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자책의 

이용 만족도(45.6%)가 종이책의 이용 만족도(27.9%)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책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학도서 에 자책서비스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과(62.3%)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책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책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 피로도  자책에 익숙하지 않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응답자 학년에 따라 이용 서비스 선호도  이용빈도, 자책에 한 체 인 만족도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책서비스에 한 체 인 만족도에 이용기기는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이용목 은 향을 미쳤으며, 이용기기와 이용목  상호작용에 의해 자책서

비스에 한 체 인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책은 학도서 의 온 한 장서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자책이 입수되더라도 자 에서 종이책과 함께 정리되고 목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외부서비스 랫폼으로 별도 근을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극 으로 자책의 입수에 해 홍보를 하지 않고 있어 

자책의 이용 여부  선호도가 종이책 이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온라인 교육, 

블 디드 러닝 등 비 면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책 수요는 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이는 자책서비스 반에 한 신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용되지 않는 자책은 

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 그래도 산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도서 에서는 

비효율 인 자책서비스는 도서  운 에 한 해가 될 수 있어 이에 한 자책 장서 

정책  홍보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자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자책 이용의 편리함을 인식하고 선호도

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책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의 피로도  이용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책이 갖는 장 은 종이책이 갖는 부피의 부담감을 일 수 있고, 하나

의 단말기 안에 여러 책을 장하고 휴 가 편리한 것이므로 이러한 장 은 최 화하고 피로도 

 이용이 불편한 단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 하다. 자책은 여러 조사에서 

자책에 최 화되어 있는 용 단말기를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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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경우 종이책의 구입가보다 상 으로 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재 자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와 용 단말기 구입  여 계약 등을 통해 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책 홍보의 일환으로 자책 이용 교육  이벤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친숙한 환경

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 학도서 의 이용자는 학년이라는 특성에 따라서는 자책서비스 이용빈도, 선

호도,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학도서 은 

일반 학에 비해 소수의 공  학년 분포가 제약되어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과 같은 소규모 학도서 의 경우 공과정, 학년, 

교육과정, 수업교재 등 다양한 기 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의견 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 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넷째, 자책서비스는 이용목 과 이용기기가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책을 어떤 용도로 어떤 기기로 사용하는지가 향후 자책서비스 활성화에 향을 미칠 것임

을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학도서 에서는 해당 학 내에서 자책 이용에 한 정확

한 요구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련 용도, 일반 독서, 과제 수행 등의 목 에 

부합하도록 기기 구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학도서 의 경우 자책 이용 활성화  자료구입 산 감 등을 하여 

지역내 혹은 동일 성격의 학 간 자책 공동 이용 연합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자책과 학술정보자원은 자 일 형태로 제공된다는 것과 여러 콘텐츠 벤더가 있으며, 라이센

스 기반으로 운 되는 등 여러 공통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책의 이용 활성화를 해서는 

학술정보 공동이용 등의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운 함으로써 구입의 부담을 이고 운 의 효율

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 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력체계를 통해 자책 주제

분야를 확 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자책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학과 규모, 산, 이용자 등 모든 측면에서 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소규모 학교를 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시사 을 제시하 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개의 학교를 상으로 하 으므로 모든 소규모 학교에 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소규모 학도서  체를 상으로 자책 서비스 실태를 조사 분석하

고 학술정보 공동이용과 같은 자책 서비스 력체계의 구축 등에 한 후속 연구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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