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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최근 독서 매체로 부상하고 있는 자책을 심으로 어린이 이용자들의 근  탐색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보탐색행태에 한 문헌 연구를 고찰하여 기  

모형안을 설계하 다. 다음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5개 도서  이용자인 남녀 등학생 30명을 상으로 면담 

 찰 조사를 수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어린이 이용자의 자책 근  탐색 모형안을 수정하여 

맥락내의 어린이 이용자, 실행기제, 재변수, 정보추구행   략, 정보원 선택, 이용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모형으로 제안하 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technological improvements, the environments of e-books and its contents have 

been changed and the users of e-books have drastically increased.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model on how children access and search e-books in this digital era. For this study, a potential model 

was proposed based on the analyses on variou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models. For analyzing 

children's access and search processes on e-books, 30 children in five public libraries or school media 

centers in Seoul and Kyoungi-do areas were recruited for the in-depth interviews. As a potential model 

on children's access and search on e-books was re-visited and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a cyclic 

model of children's access and search on e-books was proposed containing six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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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책 기기와 련한 환경의 발달로 인

해 다양한 분야의 자책 개발이 속하게 추진

되고 있다. 자책의 이용은 특히 나이가 어릴

수록 독서 매체로서 부담 없이 받아들여져 확산 

속도가 빠르다. 특히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자책 산업은 다양한 멀티미디어와의 통합과 

함께 주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어린이에

게 다양한 독서매체 의 요한 매체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 에서도 이러한 환경

에 응하기 해서 신규 도서 의 경우에는 개

과 함께 기본 으로 자책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내 공공도서 은 

2011년 2월 기 으로 국 703개 공공도서  

 400여 곳이 자책 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배경재 2011).

도서 은 다양한 자책의 발달과 증가하는 

이용자의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나, 여 히 벤더

의존 이고 수동 인 자책 서비스에 머무르

는 경향이 있다. 도서 의 수동 인 자책 서

비스에는 여러 가지 내외부 인 향 요인이 존

재하겠지만, 이용자에 한 심도 깊은 이해와 

모형화의 부재도 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모형화의 부재는 체계 이고 이용

자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을 제공하게 되며, 

시스템이나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도 실증 인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연계될 수 있다. 한 최

근 자책 환경은 자책 교과서를 포함하여 새

로운 기술과 매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거부

감이 덜한 어린이를 상으로 폭넓게 발 하고 

있는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자책 서비스에 한 근본 인 이

해를 높이고 어린이 이용자의 자책 근과 탐

색 과정을 모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자책을 이용하는 어린이 이용자에 한 심

도깊은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 의 

자책 서비스 계획 수립에 이론 인 근거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련연구

어린이를 비롯한 이용자의 정보탐색행 를 

모형화하고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하려는 다양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크

게 두 분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일반 인 

환경하의 이용자의 정보탐색행  모형을 개발

한 연구와 둘째 특정 정보문제나 업무/과제  

정보원 심의 정보탐색행 를 규명한 연구이

다. 자는 정보탐색 과정과 이에 향을 미치

는 요인과 이들 간의 계를 일반 인 에

서 제안하 다면 후자는 이미 개발된 정보탐색

행  모형을 바탕으로 하거나 새로운 정보탐색

행 를 제안하는데 있어서 그 을 특정한 

업무/과제  정보원 심으로 바라보았다는데 

있어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일반 인 환경 하에 이용자의 정보탐색

행 를 제시를 하는 연구로는 Shenton(2006), 

Raqi와 Zainab(2008), Bilal 등(2008), Wilson

과 Walsh(1996) 등을 살펴볼 수 있다. Shenton 

(2006)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탐색 행  실

패 모형을 제안하 다. 그는 6개 학교에서 3세 

~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188명을 상으로 포

커스 그룹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로 정보탐색 실패의 향 요인을 ‘정보원(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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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회 (Social) 역’, ‘지식(Knowledge) 

역’, ‘기술(Skills) 역', ‘심리 (Psychological) 

역’ 등 6개 역으로 제시하 다. Shenton의 

모형은 정보탐색 과정보다는 탐색 성패를 좌우

하는 보다 근본 인 원인을 개인  측면과 사회/

환경  측면에서 규명하 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정보추구실패에 향을 미치는 다

섯 가지 역은 정보원 역, 지식 역, 기술 

역, 사회  역, 심리  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정보원 역은 기술 역, 사회

 역, 심리  역에 향을 주게 된다. 한 

기술 역은 심리  역을 향을 주게 되며, 

지식 역은 기술 역에 한 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심리  역은 지식 역, 기술 역, 

정보원 역으로부터 복합 인 향을 받게 된

다(Shenton 2006, 328)(<그림 1> 참조).

Raqi와 Zainab(2008)가 제시한 모형은 어

린이의 도서 근과 이용에 한 모형으로서 

비선형 인 정보 략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순환

인 구조를 지녔으며, 5개 요소와 8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5개 

요소는 이용자, 사건, 정보요구, 정보추구 략, 

정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5가지 요소

는 각 요소의 특징에 따라 보다 구체 인 하  

요소를 지니게 된다. 그들은 말 이시아 2개 

공공도서 의 7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를 

상으로 도서 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정보이용

행  모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43명 어린

이에 한 찰  면담 조사를 수행하 으며, 

탐색 략을 악하기 해 Belkin 등(1993)의 

ISS(Information Search Strategy) 모형을, 정보

이용행  모형을 제안하기 해 Hayden(2001)

의 연구를 참조하 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출된 모형은 사건, 정보 요구, 정보

탐색 행 , 정보원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

주 아래 구체 인 요소들이 제시되었다(Raqi 

& Zainab 2008). 이 연구는 물리 인 도서  

공간에 을 맞춰 종이책 주의 어린이 정보

탐색행 를 규명하 고, 정보탐색 과정뿐 아니

라 실제 탐색 행 가 일어나기 에 정보 요구 

 환경  측면을 고려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이용자이며, 구체 인 하  

요소는 어린이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요소는 

이벤트로서, 여가선용 인 이벤트와 학습 이벤

<그림 1> 정보추구실패에 향을 미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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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선형 정보 략 모형

트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반 으로 세 번째 요소인 정보요구에 향을 

미치게 된다. 여가선용 인 이벤트는 흥미 기

반의 정보요구로 표출되고, 학습 이벤트는 학

교 숙제  학습에 한 정보요구에 향을 미

치게 된다. 정보요구는 네 번째 요소인 정보추

구 략에 향을 미치게 된다. 정보추구 략은 

네 가지 하  요소를 지니게 되는데, 서가 근, 

도서선택, 내용평가,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하  요소는 독립 이기보다는 서

로 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 

개별 인 네 가지 하  요소는 각각 다섯 번째 

요소인 정보원 선택에 향을 미친다. 서가

근 단계에서는 서가에 표시되어 있는 안내표시, 

서가 라우징, 서가 직  근 등에 향을 미

치며, 도서선택은 도서의 표지에 의해서 향

을 받게 된다. 보다 구체 으로 도서 표지에 수

록되어 있는 자명, 시리즈명, 제목, 주제/장

르, 흥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내용평가는 

삽화, 선호하는 주제 등과 같은 련 요소에 

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은 체로 

부모, 친구, 사서 등과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결과 으로 성공과 실패로 구

분하게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정보추구 략 

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성공하는 경우, 획

득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며 이용 후에는 만족

과 불만족으로 구분되어 다시 정보요구에 향

을 끼치게 된다.

한 Bilal 등(2008)은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ICDL)이라는 디지털도서 에

서 어린이의 정보이용행  모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아라비아어를 사용하는 6~10세 어

린이에게 연구자가 특정 주제에 한 자료를 

찾게 하는 인 인 과제와 자유 과제를 부여

하고 사이트에서 탐색하도록 요청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혼합식 연구 방법을 용하 는데, 

양  방법으로는 탐색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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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바탕으로 라우징, 탐색, 스크롤링 

횟수 등을 악하고, 질  방법으로 개별 면담

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어린이 정보탐색행

 모형을 ‘정보 요구’, ‘시작’, ‘인식’, ‘ 라우징 

는 탐색’, ‘차별화’, ‘읽기’, ‘종료’인 7개 단계

로 제시하 다. 이 모형은 어린이의 인지 , 정

서  요인도 함께 고려하 으나, 주로 정보탐

색 과정 자체를 강조하 다. 

일반 인 이용자를 맥락으로 하여 Wilson과 

Walsh(1996)는 기존의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

여 정보탐색 행 와 이의 맥락에서 향을 미

치는 인지 ․심리  요인들을 종합한 통합 정

보행  모형을 제안하 다. Kuhlthau(1991)의 

모형과 비교하면, 이 모형은 정보 요구에서부

터 탐색까지  과정을 포함하면서도 정보 이

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맥락을 강

조하 으며, 다양한 개입 변인으로 심리 , 인

구학 , 환경 , 자원 특성, 역할 등으로 범주화

하여 제시하 다. Wilson과 Walsh의 정보추구

행  모형은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

성되었다(Wilson & Walsh 1996). 

Wilson과 Walsh의 정보추구행  모형은 총 

6단계로 정보요구 맥락, 실행 기제, 재 변수, 

실행 기제, 정보추구행 , 정보처리와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정보요구 맥락

은 개인의 맥락이 구성요소로서 제시되었다. 

이는 개인이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정보환경에 

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며 개인 인 맥

락을 지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실행 기제는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개인

이 정보요구 맥락을 지니게 되며, 정보추구행

로 이어지게 되는 실행 기제인 스트 스 

처의 기제로서 제시되었다. 즉, 개인이 처한 상

황에서 스트 스를 응하는 것이 정보추구 행

를 실행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행기제는 직 으로 정보추구행

로 연결되기 보다는 다양한 재변수의 향을 

거치게 되며, 재변수와의 상호작용 후에 다

<그림 3> Wilson과 Walsh(1996)의 정보추구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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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번 실행기제와의 연결로 인해 정보추구행

를 행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의 설명은 일반

으로 모든 정보요구가 직  혹은 즉각 으

로 정보추구행 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한 이유

라고 설명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재 변수

를 거치게 되는데, 재 변수는 상당히 다양한 

에서 제시되었다. 즉, 심리  변수, 인구통

계학  변수, 역할 련 혹은 인 계의 변수, 

환경 변수, 정보원 특성 련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은 각각 독립 이며 직 인 

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5가

지 변수로 제시된 재 변수를 거쳐 다시 네 번

째 단계인 실행 기제로 이어지게 된다. 네 번째 

단계의 실행 기제는 험  보상 이론으로 설

명되며, 이는 다시 사회  학습 이론과 연결된

다. 사회  학습 이론은 보다 구체 으로 자아 

효능감이 그 심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제가 정보추구행 의 직 인 기제

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네 단계

를 거쳐서 다섯 번째 단계인 실제 인 정보추

구행 에 이어지게 된다. 정보추구행  단계는 

다시 네 가지 구체 인 행 로 구분되는데, 수

동  심, 수동  탐색, 극  탐색, 지속  

탐색으로 나뉜다. 이러한 정보추구행 는 여섯 

번째 단계인 정보처리와 이용으로 이어지게 된

다. 정보처리와 이용의 단계는 다시 첫 번째 단

계인 정보요구 맥락으로 향을 미치게 되는 

순환 인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특정한 정보문제나 과제/업무에 

을 맞춘 정보탐색행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정보탐색 모형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탐

색 행 를 보다 실증 으로 규명한 연구는 국

내외로 꾸 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

로 찰, 내용 분석, 면담, 포커스 그룹, 소리내

어 말하기(Think Aloud), 설문, 로그분석 등 

다양한 질 , 양  방법을 용해 어린이의 정

보탐색에 한 인식과 요구, 탐색 과정 등을 분

석하 다. 한 연구 내용도 정보 문제나 정보

원의 유형과 같이 특정 측면에 을 맞춰왔

다. 먼  정보 문제를 강조한 연구로 Lu(2010)

는 일상생활에서 자발 으로 생기는 정보 문제

를, Gross(1999)는 학교숙제와 같이 부여된 정

보 문제에 한 어린이 정보탐색행  분석을 

실시하 다. 정진수(2009)는 어린이와 청소년

의 학습을 한 정보이용행  연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이용과 정보 문제, 근 도구, 어

린이와 청소년의 경험과 지식, 인지 능력 간의 

련성을 확인하 다. 한 특정 유형의 정보

원에 을 맞춘 연구는 주로 1980년  후반

부터 1990년  반에는 CD-ROM을, 1990년

 후반부터는 웹사이트를 심으로 이루어졌

다. CD-ROM의 정보탐색행 에 한 기 연

구로 Marchionini(1989)는 3~6학년 등학생

에게 CD-ROM 형태의 백과사 을 상으로 

탐색과 이용 과정을 분석하 으며, 탐색행 에 

지능, 경험, 동기 등 개인  특성이 변수로 작용

한다고 주장하 다. 이후 웹 환경이 도래하면서 

야후와 같은 검색엔진이나 디지털도서 , 인터

넷 정보원, 온라인목록 등을 심으로 어린이의 

정보탐색행 를 규명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

행되었다(Solomon 1993; Borgman 등 1995; 

Hirsh 1999; Bilal 2000, 2004; Cooper 2002; 

Reuter & Drunin 2004; Madden 등 2006; 사

공복희 2007; 사공복희 & 정미  2008). 

상기 논의된 련 연구는 일반 인 정보추구

행 와 특정한 업무나 과제를 심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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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구행 를 다루고 있으나, 자책 환경이

라는 고유한 맥락  특성을 포함하는 모형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으로 논의된 정보추구행  모

형을 기반으로 하며 보다 질 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어린이 이용자의 자책 근과 탐색

에 한 맥락  특성을 포함한 모형안 개발을 

그 목 으로 한다. 

3. 연구방법

3.1 면담조사 환경

본 연구는 어린이가 다양한 독서 매체 에

서 특히, 자책을 심으로 인식  이용 행태

를 악하기 해 일차 으로 연구에 참여할 

상 어린이를 자발 으로 모집하 으며 어린

이가 사용할 기기와 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선정하 다. 

첫째, 2011년 7월과 8월에 걸쳐 면담조사 

상 어린이는 사 에 부모의 동의를 받은 어린이

로 선정하고, 연령  성별, 소속 도서  등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

다.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는 5개 조사 상 기

1)에 소속된 총 30명이며, 도서 별 5명에서 

7명까지, 학년별로는 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15명으로 고르게 분포하 다. 둘째, 실험 상 

기기는 자책을 읽을 수 있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 자책 용기기 에서 화면 크기, 색상, 

조작 방식이 상이한 4개 기기(노트북 컴퓨터, 

아이패드2, 아이폰 3Gs, 인터넷 크비스킷)를 

선정하 다. 셋째, 자책 사이트는 컴퓨터 기

반과 모바일 기기, 자책 용 기기별로 구분

하여 지정하 다. 먼  컴퓨터는 해당 어린이의 

학교도서 에 연결된 자책사이트의 홈페이지

를 통해 직․간 으로 연결이 가능한 자책 

사이트 5개를 선정하 다. 그리고 기  내부 사

정에 따라 자책 사이트 근이 어려운 경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어린이 자도서  사

이트를 병행하여 사용하 다. 태블릿 PC  스

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자책을 매하

고 있는 형 서 (교보문고)의 어 리 이션

을 다운로드받아 구동하 으며, 자책 용기

기는 자체 내장된 로그램을 사용하 다. 

3.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인지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자책 이용 과정에 한 면담 조사

를 수행하 다. 조사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

졌으며, 사  조사 단계에서는 어린이에게 연

구 목   내용에 해 설명한 후, 자책에 

한 어린이의 인식과 개념을 악하 다. 다

음으로 조사 1단계에서는 컴퓨터 기반의 자

책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 다. 구체 인 

진행 과정은 사  비 단계에서 소속 도서  

홈페이지 는 학교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자책 구동에 필요한 로그램을 설치하 다. 

로그인은 어린이의 개인 계정으로 속하게 하

되, 계정이 없거나 잊어버린 경우 연구자의 계

정으로 로그인하 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어린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교하도서 ,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 , 이화여자 학교 사범 학 부속 등학교 도서

실, 서울 신 등학교 도서실로 총 5개 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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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자책을 이용하도록 요청하고, 어린이

가 자책 사이트를 찾지 못하는 경우, 연구자

는 찰지에 표기하고 자책 사이트 링크를 알

려주었다. 그 다음에는 자책 사이트에서 원하

는 책을 찾고, 출하도록 요청하 다. 이 때 어

린이가 라우징과 검색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연구자는 찰지에 표기하고 검색과 라우징 

경로를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책 이용의 

목 이나 선정 이유, 근  탐색, 이용에서의 

편리함과 불편함 등에 한 사후 면담을 실시

하 다. 

조사 2단계에서는 스마트폰과 태 릿 PC, 

자책 용기기 에서 어린이가 원하는 기기

를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기기로 자책을 이

용하는 과정과 행태, 사용성을 조사하 다. 구

체 인 진행 과정은 사  비 단계에서 기기

의 원을 켜두고, 모바일 기기에 교보문고 어

리 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하 다. 그리고 어

린이에게 3개 기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택일하도록 한 후, 읽고 싶은 자책을 찾아보

도록 요청하 다. 도서 이 아닌 서  어 리

이션에서는 부분의 자책이 유료라는 

을 감안하여, 구매  단계까지만 진행하도록 

안내하 다. 조사 3단계에서는 사후 면담을 실

시하 으며, 필요한 경우 자책 탐색 과정을 

재 하도록 요청하 다. 

조사 1단계  2단계에서는 면담 조사를 실

시하 으며,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

행하거나, 면담을 수행하기도 하 다. 조사 3단

계에서는 어린이를 상으로 일반 인 독서 행

태  자책 이용에 한 추가 인 설문 조사

를 실시하 는데, 설문조사가 어려운 1~2학년 

어린이는 면담 과정에서 설문 내용에 해 연

구자가 직  질의하 다. 조사 항목은 크게 3개 

범주로 구성하 으며, 어린이의 일반 사항, 

자책 인식, 자책 이용 등으로 구분하 다. 

4. 연구결과

4.1 어린이 자책 이용자의 일반  특성

성별을 기 으로 남자 어린이는 12명(40%), 

여자 어린이는 18명(60%)이었으며, 학년 기

으로는 학년 15명(50%), 고학년 15명(50%)

으로 고르게 분포하 다. 도서  이용 빈도는 

체 어린이 응답자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어

린이가 24명으로 1개월 기  평균 6.71회 으며,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20명으로 1개

월 기  평균 10.15회로 조사되었다. 한편, 어린

이 30명의 부모 22명을 상으로 자책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14명의 부모가 자책을 경

험하 으며, 8명의 부모는 경험한 이 없었다. 

어린이를 기 으로 살펴보면 19명(63.3%)의 

어린이는 부모가 자책을 본  있으며, 11명

(36.7%)의 어린이는 부모가 자책을 하지 

못하 다. 그리고 어린이 30명의 부모 22명을 

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 릿 PC의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명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으며 6

명의 부모는 보유하지 않았다. 어린이를 기 으

로 살펴보면 21명(63.3%)의 어린이는 부모가 

기기를 보유하고, 9명(30.0%)의 어린이는 부모

가 기기를 보유하지 않았다. 

어린의 자책 인지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책에 해 ‘들어본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

는 20명(66.7%), ‘들어본  없다’고 응답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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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가 10명(33.3%)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 15명  7명이, 고학년 15명 

 13명이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하 는데, 

고학년일수록 자책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가 자책 경험이 있

는 자녀 19명  15명이 자책에 해 들어

본 이 있는 반면, 부모가 자책 경험이 없

는 11명 에는 5명만이 자책에 해 들어

보았다고 응답하여, 부모의 자책 경험 여부

가 자녀의 자책 노출과 련이 있다고 사료

된다. 자책에 해 스스로 잘 알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가 17

명(56.7%), ‘잘 모르겠다’ 는 ‘  모르겠다’

고 응답한 어린이는 13%(43.3%)로 조사되었

다. 학년별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년이 

15명  6명, 고학년이 15명  11명으로 조사

되었는데, 고학년일수록 자책에 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 으로 부모의 자책 경험 유무와 기기 보

유 여부가 어린이의 자책 인식과 련이 있었

다. 그리고 부모의 자책 경험 유무에 따라, 부

모가 자책 경험이 있는 자녀 19명  12명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의 경

험이 없는 자녀 11명 에는 5명이 잘 알고 있

다고 응답하여 부모의 자책 경험이 자녀의 인

지도와 련이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한, 

스마트폰이나 태 릿 PC와 같은 기기를 보유한 

부모의 자녀가 보유하지 않은 자녀보다 자책 

인식과 노출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어린이 스스로 정의하는 자책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자책의 본질

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면담을 통해 어

린이가 정의하는 자책의 개념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는 자책을 기기나 콘텐츠를 개별 으

로 정의하기 보다는 기기 기반의 콘텐츠와 같이 

통합 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가 

정의한 자책의 개념  표 인 사례는 ‘책

은 책인데 종이로 안 되어 있고 컴퓨터 같은 데

서 손을 면 페이지 넘어가는 책', ‘ 기로 보

는 책', ‘굳이 빌려보지 않아도 기계로 다운받거

나 일로 볼 수 있는 책', ‘컴퓨터로 보는 책’ 

등이었다.

자책을 이용해본 어린이는 14명(46.7%), 

이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16명(53.3%)으로 나

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 15명  8명

이, 고학년은 15명  6명이 자책 유경험자로 

나타나, 학년이 고학년보다 자책에 한 

경험이 더 많았다. 

자책에 해 들어본 이 있는 학년 7명 

에는 6명이 자책을 경험한 이 있는 반면, 

고학년 13명 에는 6명만이 자책을 경험한 

것으로 볼 때 고학년에 비해 학년이 자책

을 좀 더 극 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부

모의 자책 이용 경험  기기 소유 여부는 자

녀 어린이의 자책 경험과 련이 나타났다. 

먼  부모의 자책 이용 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책 경험이 있는 어린이 

19명  10명은 자책을 경험한 이 있으나, 

부모가 자책 경험이 없는 어린이 11명  4명

만이 자책을 경험하 다. 다음으로 부모의 

기기 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

가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 21명  12명

이 자책에 한 경험이 있는 반면, 부모가 기

기를 소유하지 않은 어린이 9명 에는 2명만

이 자책에 한 경험이 있었다. 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14명 , 6명의 어린이가 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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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용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에 1~2

회가 3명 > 6개월에 1~2회 2명 순으로 조사되

었다. 자책의 첫 이용 계기에 해 부모를 통

해 한 어린이가 많았는데, 고학년은 주로 교

과서나 책, 신문, 잡지 등을 통해 ‘ 자책’에 

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 다. 즉, 자책에 

한 인식은 부모 이외에 책, 신문 등 다양한 매체

를 통해 향을 받지만, 실질 인 이용은 부모

와 교사, 친구와 같은 인  매체가 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의 종이책을 포함한 일반 인 독서 목

은 재미와 습 이 14명(46.7%)이 새로운 정

보 습득 11명(36.7%)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

으로 나타났다. 자책의 경우도 일반 인 독

서와 유사하게 과제 해결보다는 여가 선용을 

한 목 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가 선용이 압

도 으로 우세하 다. 

4.2 정보이용 모형안

련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에서 정보행동에 한 모형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Wilson과 Walsh의 모형과 Raqi와 

Zainab의 모형을 종합하여 어린이의 정보 근

과 이용 모형안을 <그림 4>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요구 맥락과 개인의 맥락으로 

어린이가 응될 수 있다. 맥락 속의 어린이는 

다양한 실행 기제를 지닐 수 있는데, Raqi와 

Zainab가 제시한 바와 같이 여가선용과 학습으

로 별될 수 있다. 이러한 실행기제는 실제

으로 다양한 재변수에 향을 받게 되는데, 

재변수는 Wilson과 Walsh가 제시한 변수와 

Shenton이 제시한 다섯 가지 역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4> 어린이의 정보 근  이용 모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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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어린이 자책 근 모형

Wilson과 Walsh, Shenton, Raqi와 Zainab의 

모형을 종합하여 분석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

형안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자책 환경에 

을 맞춘 주요 개념과 함께 30명의 어린이를 상

으로 실시한 면담 내용 데이터와 자책 환경에

서의 근  탐색 모형을 제시하 다.

[정보요구맥락]

어린이가 지닌 자책에 한 요구는 주요한 

정보요구맥락으로써 자책에 한 개념 이해

로 설명될 수 있다. 통 인 종이책과는 다른 

새로운 매체인 자책에 하여 어린이가 형성

하고 있는 개념은 컴퓨터 기반의 책, 멀티미디

어 기능이 부가된 책, 자책의 특성을 바탕으

로 한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컴퓨터 기반의 책이라는 개념은 ‘컴퓨

터’와 ‘인터넷’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책은 책인데 종이로 안되어 있고 컴퓨터 같은 

데서 손을 면 페이지 넘어가고 그런 거 … 

(여, 등 4학년)

…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도 다 자책 

… (남, 등 6학년)

… 컴퓨터로 읽는 책 … (여, 등 6학년)

둘째, 자책을 멀티미디어  특성으로 이해

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 읽어주는 거 … (여, 등 5학년)

셋째, 자책의 특성이 지닌 편리성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념 한 어린이와 면담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도서 에 못 와도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 (남, 등 5학년)

앞서 악된 바와 같이, 어린이는 자책의 

본질  특성, 멀티미디어  특성, 편리성을 이

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책

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한 요구를 가져오는 

주요한 정보요구맥락으로 악될 수 있다.

[실행기재]

자책 독서 목 은 여가선용의 목 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습과 련된 목 도 찾아

볼 수 있다.

… 어디 먼데 갈 때 심심할 때 … (여, 등 

3학년)

… 항상 책이 에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싶어요 … (여, 등 2학년)

… 놀 때 읽을 때도 있고 숙제할 때 읽을 때도 

있고 … (여, 등 3학년)

특히 여가선용 인 독서목 을 지니고 자

책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책이 지니는 특

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방학 때, 우리학교 도서 을 못 이용할 때 

쉬는 시간에 머리를 식히려고 … 

(남, 등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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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자책에 근하고 이용하고자 하

는 실제 인 실행기제는 통 인 종이책에 

한 실행기제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즉, 어린

이는 통 인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여가선용

이나 학습과 련된 목 을 지니고 자책에 

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이는 자책이 새로운 매체이지만, 책이 지니는 

본질  특성과 개념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

었으며 종이책과 자책의 장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하나를 선택하는 기제로 사용되

었다.

… 종이책으로 보면 읽을 때 별 생각이 없는데, 

이 게 읽으니까 좀 특별하단 생각도 들고 … 

(여, 등 6학년)

…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 (여, 등 6학년)

… 집에 있을 때도 읽을 수 있다는 거, 집에 없는 

책도 볼 수 있구요 … (남, 등 5학년)

…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 서 찾는 것보다 더 

간편하고 … 집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 

(여, 등 3학년)

 

한 어린이가 악하고 있는 종이책의 장

으로는 친숙함, 별도의 기기 불필요 등으로 나

타났다. 

… 왜냐하면 자책으로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종이책으로 보면 언제든 보면 되는데 자책으로 

보면 컴퓨터를 해야 해서 … (여, 등 6학년)

… 그냥 책 익숙하니까 … (여, 등 6학년)

…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 서 찾는 것보다 더 

간편하고 … 집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 (여, 

등 3학년)

[ 재변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와의 면담 조사 결과에

서 주요하게 제시된 재 변수 혹은 역은 정

보원 특성과 사회 /환경  역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보원의 특성은 어린이의 자책 기

기선택과 이유로서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의 

자책 기기선택에 있어서 컴퓨터 보다 아이패

드와 같은 모바일기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화면의 크기에 한 선호가 강하게 드

러났다. 이러한 선호는 학년과 고학년 등

학생에게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

… 커서요 … (여, 등 1학년)

… 화면이 커서 … (남, 등 1학년)

… 커서 더 잘보일 것 같아요 … (남, 등 5학년)

… 엄마가 이용하는 걸 본 이 있어요 … (여, 

등 5학년)

한편 자책 용기기인 비스킷을 선택한 경

우에는 독서에 집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주요

한 선정이유로 제시하 다.

둘째, 사회 /환경  역은 어린이의 자

책 이용계기에서 악될 수 있다. 어린이의 

자책 이용계기는 주로 부모/교사의 매개와 책, 

교과서, 잡지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어 이용하

게 되는 계기로 악되었다. 

… 엄마가 틀어줘요 가끔씩 … (남, 등 1학년)

… 학교 도서  사서 선생님이 새로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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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용해보라고 하셔서 … (남, 등 5학년)

… 1학년 때 엄마가 제 등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책 보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봤어요 … 

(남, 등 2학년)

… 엄마가 이용하는 걸 본 이 있어요 … (여, 

등 5학년)

… 그냥 과학 잡지에서 서요 … (남, 등 3학년)

… 교과서에(들어봤어요) 국어교과서에 ‘종이

책이 죽는다’ 이런 에서 … (남, 등 6학년)

[정보추구행 ]

어린이와의 면담과정에서 가장 흥미 있는 

자책을 찾도록 하는 정보추구행 는 Wilson과 

Walsh의 극  탐색에 해당하며, 어린이와의 

면담조사에서 나타난 구체 인 요소는 근(탐

색), 합성 단(내용평가), 자책이용(이용)

으로 구성된다. 첫째, 근(탐색)은 체로 기

본 으로 주어진 리스트의 라우징 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제목이나 작가명을 사용하여 검

색하려는 시도가 고학년을 심으로 찾아볼 수 

있다. 

… 이런 곳에요, 신규도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신규 도서(를) 보고 싶으면 이런걸 클릭하든가, 

인기도서나 이런 종류들이 있으니까 읽고 싶은 

종류 에서 골라서 … (여, 등 3학년)

… ( 라우징을 통해) 클릭하는 편이 요 … 

(남, 등 2학년)

… 쭉 넘겨보고 (찾아요) … (여, 등 2학년)

… 책 제목 말고 종류로 (찾아요) … (여, 등 

3학년)

… 여기 에 작가의 (작품 리스트)가 있다 길래, 

혹시 애(이 사이트)도 있는지 찾아본 거 요. 

작가 이름으로 찾을 수 있는지 … 만약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무 재 어요 그러면 그 자

가 쓴 다른 책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보는 편이

요 … (여, 등 4학년)

한편 어린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책 근

의 해요인은 라우징에 사용하는 주제의 세

분화, 키워드 검색 기능의 개선, 그림책인지 여

부 명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주

제의 세분화는 자책 근의 용이성과 련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 웬만하면 1900년  배경으로 하고 여자가 

주인공인 … 어린이 문학에서 조  더 찾아 야 

할 것 같은데 … 찾는 범 가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 (여, 등 4학년)

… 동식물이 있으면, 동물과 식물이 섞여있지 

말고 앞에는 동물, 뒤에는 식물, 곤충 이 게 

되어있으면 … (남, 등 4학년)

… 일부만 책 제목을 쳐도 나오는 거 … 그냥 

검색창에다 제목 체가 기억 안나더라도 앞부

분만 쳐도 련 제목이 아래에 쭉 떠서 클릭할 

수 있도록 … (여, 등 6학년)

둘째, 표지그림, 제목, 책의 길이, 거리 등

이 요한 합성 단 기 으로 나타났다. 특

히 거리는 고학년 어린이들이 요하다고 밝

힌 합성평가 기 으로 나타났다.

… 그림이 좋았어요. 표지에 나온 그림이 좋았어

요 … (여, 등 1학년)

… 표지. 씨가 덜 있고 그림이 있으니까 … 

(여, 등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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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보고, 책 표지 보고, 표지와 제목(을 

요) … (여, 등 2학년)

… 쪽수가 꽤 많은 책 … 되도록 쪽수가 많이 

있는 책이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요) … (남, 등 4학년)

… 처음에 읽었을 때 재 으면 … 내용이 흥미롭

고, 내용을 몇장 읽다보다가, ‘새롭다’라는 느낌

이 들면 (선택해요) 자책을 몇 장 보다가 마음

에 들면 읽고, 아니면 닫고 그래요 … (남, 등 

5학년)

한 어린이가 합성 단 과정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은 자책 장서의 수가 부족하여 원하

는 책이 없음을 지 하고 있으며, 책에 한 미

리보기 기능이 부 하게 구 되어 있거나 기

능 자체가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거는( 자책은) 앞표지만 나와있으니까 

(보통 종이책은) 뒷표지를 보면 거기에 내용 

요약된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못 보니까 답답하고 

… (여, 등 6학년)

… 읽고 싶은 책이 없어서 어려웠죠 … (여, 등 

5학년)

셋째, 정보이용(이용)에 해서는 자책 고

유의 특성으로 인한 이용행태를 찾아 볼 수 있

다. 어린이와 면담조사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

하여 자책을 이용하는 것이 컴퓨터에 비해 

더 편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 아까 말했듯이 페이지가 꽉 차고, 컴퓨터로 

클릭하는 것보다 손으로 미는 게 훨씬 편해요 

… (여, 등 4학년)

… 편해요 이 게 손가락으로 해서 … (여, 등 

1학년)

어린이들이 자책을 이용할때는 자책 환

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기능 에서 주로 

화면 확  기능과 사 기능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면 확 하는 기능 … (남, 등 6학년)

… 돋보기로 이런 거보고, 잘 안보이는 거 … 

(남, 등 5학년)

…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  찾아 요 그러니까 

책에서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 (여, 

등 6학년)

어린이의 자책 근  이용에 한 모형은 

앞서 제시한 <그림 4>를 기반으로 하여 어린이

와 직 인 면담과 자책 검색과 이용 과정의 

찰을 통해서 수정․보완되었다. <그림 5>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자책 근과 

이용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맥락 속에서 어린

이 이용자는 다양한 수 에서의 자책 개념에 

한 이해를 보이고 있으며 어린이의 이러한 

자책에 한 개념은 부모와 학교 사서교사 등과

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이다. 어린이가 지니는 

자책의 특성과 편리성에 한 이해는 새로운 

매체인 자책에 한 요구가 창출될 수 있는 

정보요구맥락으로 악될 수 있다. 자책 근

과 이용의 실행 기제는 여가선용과 학습으로 제

시되었다. 어린이는 체 으로 여가선용 인 

목 으로 자책에 근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변수로는 정보원 특성과 사회/환

경  요소로 집 될 수 있다. 우선 정보원의 특



어린이 정보추구모형에 한 연구  113

성에 따라서 어린이 이용자는 자책 기기의 특

성에 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모, 학교, 련 매체는 사회  환경  요

소로서 어린이가 처한 주변 사회  환경 인 요

소가 자책 근와 이용의 계기를 제시하고 있

다. 자책 이용에 한 극 인 탐색의 과정

에서 어린이는 자책 추구 략을 세 가지 단

계를 거쳐 보여 다. 첫째는 라우징과 탐색을 

사용하여 자책에 근하며, 둘째는 근 가능

한 자책에 하여 합성 단 기 을 사용하

여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어린이는 

내용 인 평가를 통해서 최종 으로 이용할 

자책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자책 추구 

략에 따라 각기 특색 있는 정보원을 사용하게 

된다. 라우징과 검색 략은 목록 리스트와 

키워드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며, 합성 

단을 해서는 표지, 제목과 자명 등의 서

지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평가

는 어린이가 직 으로 자책의 앞부분에 

한 근과 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는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순환 으로 다시 자책 추구 략으로 

되돌아가거나 자책을 이용하는 단계로 이어

지게 된다.

<그림 5>의 모형은 부모, 교사, 사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책에 한 개념이 형성된 어린

이가 정보요구맥락에서 시작하여 실제 인 탐색 

 략 수행과정을 수행하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책과 통 인 

종이책이 본질 인 책의 개념과 특성을 공유하

기 때문에 근과 이용 모형  구성요소에 있어

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정

보추구 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원 제공

에 있어서 기존의 종이책의 환경을 그 로 자

책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자책 고유의 특성과 

편리성을 극 으로 구 하여 제공하는 것이 

<그림 5> 어린이 자책 근  이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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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재미 이

론(Fun theory), 인지발달이론, 발달심리이론 

등 심리학이나 사회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들을 

목시킨다면, 어린이가 다양한 독서 매체를 결

정하는데 향을 미치는 실행 기제나 재 변수

를 보다 풍부하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모바일 기술과 자책 산업의 격한 발 은 

도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

화에 도서 이 극 으로 처하기 해서는 

새로운 독서 매체에 한 이용자의 이해가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 최근의 

부상하는 독서매체로서 자책에 한 어린

이의 근과 탐색의 과정을 모형화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련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들

과 서울․경기 지역의 남녀 등학생 30명을 

상으로 면담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린이 독서환경에 합한 자책 근과 탐색 

모형이 제시되었다. 

모형의 주요한 요소는 맥락내의 어린이 이용

자, 실행기제, 재변수, 정보추구행   략, 

정보원 선택, 이용, 순환으로 이어지는 순환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맥락 내에 존재하는 어

린이 이용자는 자책에 한 다양한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개념에 근거하

여 자책에 한 요구를 지니고 있다. 자책

에 한 요구는 물리 인 도서 의 책과는 달

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근할 수 있으며, 

읽어주는 기능과 같은 자책에 한 특성에 

해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책에 한 근과 탐색 기제는 여가

선용과 학습으로 크게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기제는 통 인 도서에 한 근과 탐색 기

제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탐색기제

는 향후 좀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통해 다양하

게 도출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성인과 같은 

다른 이용자 그룹과 비교하여 특징 인 기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재변

수로서는 정보원 특성에 한 이해와 사회․환

경  변수로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 데이터

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매개변수로는 어린이 주

변의 부모, 교사, 사서 등의 역할이 자책 이용 

환경의 주요한 역할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이용자의 자책 근은 극 인 탐색

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탐색

략이 이루어진다. 탐색 략은 크게, 라우징과 

검색, 합성평가, 내용평가로 구성된다. 탐색

략의 선택에 있어서 어린이의 인지발달과정

에 따른 나이요소가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어린이 이용자는 탐색

과정을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며, 각각의 결과

에 따라 재시도와 이용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의 제시는 도서 의 자책 서비

스 계획 수립과 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서 이용자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

구의 결과로서 제시된 어린이 자책 근과 

탐색 모형은 기존의 일반 인 정보추구  탐

색 모형 보다는 보다 실제 으로 자책 시스

템이나 서비스의 설계시에 유용한 가이드라인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책을 찾고자 하는 기

본 인 실행기재는 종이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은 자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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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구성에 한 이해를 높여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한 자책의 재변수로는 사

회환경  향 요인과 자책 매체  특성(멀

티미디어 기능 등)에 한 이해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책 이용 활성화의 방안 모

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정

보추구 략에 있어서 어린이의 자책 추구 

략은 기존의 종이책 략과 유사한 결과로 도

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책의 노출과 

선택에 있어서 도서의 본질 인 내용과 특성이 

반 된 형태의 시스템과 서비스가 바람직하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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