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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여 어린이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영역의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과 사회적 영역의 문화예술태도와 문화예술경험변화 및 사회적 상호작
용으로 친구관계 증대, 지역커뮤니티 생성과 강화,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지역사회참여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향상,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및 지역커뮤니
티 생성과 강화, 지역애착과 지역 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사회적 효과, 사회적 가치, 문화예술태도, 문화예술경험변화, 지역커뮤니티 
생성과 강화,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지역사회참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social impact of the cultural programs of the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and further present the libraries’social value. To this end, we have conducted a survey on 511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ssess the social impact of the children libraries’cultural programs. As 
a consequence, we have ascertained the children's expressiveness / creativity within their personal 
realms, self–esteem, pleasure / joy / happiness as well as their attitude towards cultural arts and changes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experiences further to growth in friendship as a matter of social interaction, 
generation and strengthening of local communities, sense of affiliation with local community / identify, 
and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among the manifestations of the social impact concerned. Based on 
this, children’s libraries can be regarded as an important social capital of the community in the following 
aspects. Children’s libraries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children's interaction skills. It also make them 
feel attached to the local community. Children's libraries maintain local communities, contribute to the 
creation and strengthening of local communities,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local activities.

Keywords: Children's libraries’cultural programs, Social impact, Social value, Attitude towards cultural arts, 
changes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experiences,  Generation and strengthening of local communities, 
Sense of affiliation with local community / identity, and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
**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을 요약·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박사(isori69@naver.com) (제1저자)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8년 2월 19일  ∙최초심사: 2018년 2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3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233-265,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3.233]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1호)

- 234 -

Ⅰ. 서론

21세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일상 속에서의 문화예술 체험과 활동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이는 개인의 삶을 주도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문화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고 강조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문화의 시대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또는 문화예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의 문화공동체 활성화와 공공도서관 이
용자인 일반 공중들이 새로운 세대와 이웃들과 만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문화 일상화
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정치적 이념과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의 대표적 문화기관으로서 현대사회 공공도서관은 그 문화적 기
능 확대를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이용자 
인구 분포에서 그 비중이 큰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개인 모두에게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서비스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시기가 책을 둘러싼 제반 환경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공공도
서관 선언은 ‘독서 및 도서관 이용습관은 유년기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시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어린이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
하며, 어린이도서관의 체계적ㆍ조직적 서비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
회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효과적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들의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삶
의 질과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순환을 가져온다. 또
한 어린이와 부모 및 양육자의 발길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 문화구축에 도움이 되어 어린이도서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문
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 가
치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어린이의 인지, 정서,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요구 충족 및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어린이도서관의 지속
적인 발전과 당위성 확보를 위한 가치형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여 어린이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의 지향점 및 어린이도서관의 가치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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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어린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
공하는 프로그램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제공되는 문화서비스로 보았다. 이때
의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포함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어린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
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선행연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교육과 학습을 통한 사회화를 거치게 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의 감성 및 인성개발, 사회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며 실제로 문화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지 증명하고 드러내야 하는 요구와 맞닿아 있다.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문화프로
그램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개념 역시 합의되지 않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과 그들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영향’(Lingayah, McGillivray, & Raynard 1996)

으로, 이 개념을 더 확장하면 ‘유물이나 공연 자체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결과’(Landary, Bianchini, Maguire, & Worpole 1993)로 정의된다. 즉 문화프로
그램의 사회적 효과는 ‘실제 예술의 경험을 넘어 지속가능한 효과, 즉 개인 삶의 활동 및 과정’
으로(Reeves 2002),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이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Landary et al 1993)을 의
미한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교육의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문화공공성과 어린이들의 문화적 권리 확장, 문화적 감수성 활성
화, 문화프로그램 실현, 잠재적 창의성을 확대하는 문화예술과 삶이 연계된 교육적 가치를 추
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포괄한다. 즉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
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도서관과 독서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문화(예술)강좌,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 관련 활동, 문화
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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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효과는 전인적인 발달 측면과 행동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인적인 발달 측면에는 창의성, 행복감, 생활만족, 자신감,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사회성 등이 포함된다. 행동적 측면으로는 문제발생 감소, 인지적 변
화와 행동의 개선, 동기 향상과 협력 증진, 책임감 고취와 참을성 증진, 타인과 관계에서의 
타협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 및 협동적 관계 조성, 사회 적응 행동 증가 등(백령 
2007, 49-64)이 포함된다. 

특히 전인적인 발달 측면의 창의성과 소통 능력은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발전
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지적되고 있다(김은영 2011, 5-31).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은 정서적 적응영역 부분에서 현저한 우울감 감소 효과가 있으며, 행동적 적응과 개인적 적응
영역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들이 정서적 행복감, 자신감,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 자존감 향상을 보였으며
(Jermyn 2004, 1-23), 오케스트라를 통한 문화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신감, 행복감, 사회
성, 집중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 201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중 체험지향활동은 상호작용성, 정서안정성, 관리능률성을 증
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며(지영숙, 이태진 2001, 

153-165) 가족단위의 문화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부모가 자녀의 
재능과 흥미를 북돋아주며 일상생활의 걱정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제공
(Freysinger, 1994: 212-226)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친숙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매
개체가 된다. 

이외에도 정서적 행복감, 학교ㆍ사회에 긍정적 태도, 자존감 향상에(Clawson & Coolbaugh 

2001), 자신감 향상, 소속감, 정서공유, 공동체의식 향상에(Bamford 2006), 자아상(갈등감, 

우울감, 불안감, 불행감, 외로움, 소외감, 불만감), 자기주도력에(고경자 2009), 창의성, 표현
력, 행복감, 협동성, 사회성 등에(서울문화재단 2010), 창의성, 행복감, 협동성, 사회성 등(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에 효과가 있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은 다양하다. 

연구자마다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구분되었으며, 개인적 영역, 관계적 영역, 지역사회
적 영역 등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이 달라진다.

먼저 국내 연구자들의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은 <표 1>과 같다. 국내 연구자들의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을 종합정리하면, 하위요인에 대해 영역별로 구분해 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내용 측면에서 분류 및 구성요인 명칭 사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개인적, 관계적, 지역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해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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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분 구성요인

김경욱
(2006)

<정신적인 측면>
<사회ㆍ정치적 측면>

 지역 환경의 개선을 통한 정주성 증대(지역주민으로서의 자부심 향상), 
정주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기여,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 
형성을 통한 도시 전체 이미지 형성,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삶과 생활태도 
형성에 조력

 행동의 바람직한, 쾌적한 삶의 환경 제공, 인구유입 및 교육향상, 건강향
상, 범죄 감소, 반사회방향 유도적 행동 감소, 지속적인 가치에 대한 커뮤
니티 네트워크형성, 사회적·지역적 관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증가, 
인간적 권리나 사회정의에 대한 행동강화, 레저와 여가선택의 다양화, 다
른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증가, 개인과 그룹의 사회적 유대감 강
화, 지역정체성의 개발, 지역예술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한 이해확산

나도삼
외(2006)

<지역사회 중심>

 공동체 유대 및 강화(주민 간 관계개선), 지역에 대한 긍지, 삶의 질 개
선,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이미지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주민 간 
관계개선, 소속감 부여, 문화접근성 증대, 사회적 발달(개발, 사회화), 지
역 정체성 강화, 지역활성화, 지역재생, 장소의 질, 주민참여, 범죄율 하
락(지역 환경개선), 예술감상기회(접근성 강화, 예술향수권, 관심), 개인 
창의성

양현미,
심광현
(2007)

<건강(Art Council, 2004)>
<교육(Art Council, 2004)>
<사회통합(Joshua Guetzkow,
 2002)>
<범죄예방(Art Council, 2004)>
<환경>

 환자의 스트레스ㆍ우울ㆍ긴장감소, 정신건강향상, 의료진양성, 환자와 의
료진의 관계향상, 병원만족도 제고, 일반시민의 건강향상

 자부심과 자신감 향상,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기술 향상, 창의성 향상, 
공간적 인식능력 향상(모차르트 효과), 성적 향상,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학교문화형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향상

 사회적 자본, 타인과의 협동, 소통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포용력 증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응집력 강화

 재범률감소, 청소년범죄예방, 문맹률 감소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낙후지역 환경개선

김소영
외(2012)

 주5일 여가문화조성, 인성 및 감성발달, 공동체 의식함양 및 소통,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백령
(2012)

<개인적 차원의 효과(자존감 형성)>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과(음악을 
통한 사회변화)>

 자존감(자아개념, 자기규제, 성취감, 음악가로서의 자존감), 사회성(타인
과의 상호작용, 존중과 협업, 책임감과 협업)

 청소년의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 획득, 음악을 통한 지역환경 및 이미
지 개선

양혜원,
이성태
(2012)

 행복,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자존감, 우울감, 신체건강(주관적 인식), 
자살충동, 대인적 의사소통 능력개선, 신뢰·사회적 자본, 창의성,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정문성
외(2012)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
<학교의 문화예술 환경개선>
<학교 구성원의 문화예술적 
역량증진>
<학교의 전반적 교육력향상>
<대외적 효과증진>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인프라 활용>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적 
역량증진>
<지역환경의 개선>
<지역사회 내 문화유산>

 물적, 인적자원확충, 기관 내 사회자본 형성, 학교의 대외적 네트워크 형성
 문화예술 향유, 교육, 창작
 학교 연간 운영 계획의 변화,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 운영 목표 중점 

사업의 변화, 교내 문제해결 효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학교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 학교에 대한 상위 교육 행정 기관의 관심

과 지원
 지역기반 시설활용,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전통을 반영한 문화예술 작품 

창조, 지역사회 내 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활용
 물적, 인적자본 확충,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 형성, 대외적 네트워크 형성
 문화예술 향유, 교육, 창작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자본 향상, 지역사회 문제 해결, 대외적 효과 
 설화, 유적지, 사찰, 위인 등 활용

임영식
(2012)

<개인적 효과>
<가족/친구 효과>
<지역사회 효과>

 창의성, 자존감, 즐거움
 가족응집력과 우정 같은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 일상화, 여가문화향유

<표 1> 국내 연구자들의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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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외 연구자들의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은 <표 2>와 같다. 국외의 경우 Katherine과 
Mathilde(2010, 708-716), Landry et al(1996), Matarasso와 Chell(1998), 筒井隆志

(2012, 11-26)처럼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관계
적 영역과 지역사회적 영역을 사회적 효과의 요인으로 구성한 연구자들이 있는 반면, Tony 등
(2001)과 三菱総合研究所(2009)처럼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자들
이 있다. Tony 등(2001)과 三菱総合研究所가 제시한 개인적 변화는 개인, 관계, 문화 등의 요
소를 포함하여 친구관계, 협동심, 사회성,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포함한다. 하
지만 두 연구자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Tony 등은 사회적 변화의 범위에 다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했으나, 三菱総合研究所는 지역문화 활동의 참여확대, 지역사회에 대
한 애착과 자긍심 등을 구성요인으로 지역사회에 제한했다. 이에 반해 Matarasso(1997)는 개
인 측면과 사회 측면을 종합해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체계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하위구성요인을 구분하고자 시도한 연구자
들로,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2005), Health Development Agency(2000), 

Jermyn(2001)이 있다. 이와 같이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는 개인을 포함하여 그 개인
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그 하위요인으로 한다. 즉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는 개인, 사회
적 관계, 지역사회 등으로 연결이 되며, 이 중심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된다. 다만 문화프로그
램의 일반적인 효과에 비해 개인적 영역의 요인들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적 영역
의 요인들이 좀 더 확대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위에 제시된 다른 연구들에서 또
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개인적 영역의 즐거움, 자존감 등과 같은 요인들에 비해 인적자본, 공
동체, 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요인들이 더 많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기존의 문화예술이 도구적 혜택 중심의 관점에서 효과를 제시했다면, McCarthy 

(2004) 등은 기존의 관점에 본질적 혜택의 관점을 도입한 종합적인 문화예술의 효과를 제시
했다. 그가 제시한 본질적 혜택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도 적용이 가능하여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에 있어서 종합적인 틀로 제시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효과의 구성요인을 종합해 보면, 국내외 모두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
적인 측면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볼 때, 개인적 측면의 구성요인은 자
존감, 즐거움(기쁨, 행복), 건강, 웰빙, 창의성(표현력), 학업성취, 자기 확신, 자아개발, 미래
조망, 삶의 기대, 자신감, 공동체성, 우울(감소), 자살충동(감소), 기술획득, 부모관계, 여가만
족도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측면의 구성요인으로는 주로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여기에
는 타인이해(관용), 소통, 신뢰, 사회접촉, 친구관계증대, 문제행동감소, 범죄재활(감소), 이
웃안전, 지역조직능력, 상호작용역량, 지역주민주주의, 지역이웃인식, 권리인식증대, 지역정
체성,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이슈 관심, 팀워크, 공동체연대감, 거주지 긍정, 지역환경관심, 지
역사회 참여,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재생 등이 구성요인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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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분 구성요인
Bacon &

Korza(2010)
<개인적ㆍ사회적 영역
(중요도)>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2005)

<공동체의 정체성과 긍지>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
<삶의 질과 장소의 질>
<개인과 청소년의 사회적 
개발>

 사회적 결속력 강화, 공동체 브랜드 개발 및 타공동체와의 차별화, 공
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육성, 과거와의 대화를 통한 공동체 기억
보존

 공적 대화 강화, 창의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 육성, 건강한 공동체 행
위 개발, 공동체의 동기화 및 활동을 위한 강력한 동기 부여, 공동체
의 능력과 리더십 조력

 삶의 질을 강화시키는 공동체의 형성과 문화적 결속 강화, 문화·예
술에 바탕을 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외부활동 견인,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저소득 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술소비 기회제
공, 시민유대와 접근성 강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양한 페스티벌과 
다문화 간 교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청소년을 포용하는 효과적인 복지수단 제공, 일반적 학문영역의 학습
역량제고, 청소년의 회복력과 자기존중감 형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청
소년을 위한 공동체창출, 성인으로의 성공적 전환에 대한 기여 및 직업
능력 개발, 청소년들의 리더십 개발 및 공동체 내에서의 긍정적 변화

Health
Development

Agency(2000)

<건강과 웰빙>
<사회통합>
<지역사회 역량강화/ 
자기결정>
<지역사회 이미지/ 
정체성>

 취약한 개인, 단체 지원, 건강(보건)교육, 즐거움, 삶의 질
 이웃 안전증진, 범죄자의 재활(사회복귀), 세대 간의 접촉, 우정의 증

대, 다문화의 접촉 증대
 조직능력, 역량구축, 양도할 수 있는 조직능력, 삶의 제어(통제), 재

생(갱생): 주민과 공공기간 간의 협력, 지역주민주주의, 개인의 권리
에 대한 인식 증대, 미래에 대한 참여

 지역정체성, 소속감 개발, 긍정적 자존감, 소외그룹의 이미지, 지역사
회 환경 개발활동에의 참여,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인식변화, 거
주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를 도움

Jermyn
(2002)

<개인적 효과, 인적 자본>
<협력, 그룹의 효과>
<시민, 지역사회 효과>

 건강증진, 자기확신에 대한 증진, 자존감, 기쁨, 예술 통합, 기술획득, 
미래에 대한 조망

 사회적 접촉의 증진,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증진, 그룹의 정체성
과 자부심의 고양, 팀워크,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의 향상

 범죄의 개선 및 감소, 고용수준 증가, 지역사회의 참여,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변화, 적극적인 지역사회와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

Katherine 
et al.(2010)

 사회적 네트워크 및 친목성, 신뢰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소속감, 이
웃에 대한 인식, 공식적인 방과 후 활동의 참여, 부모와의 관계, 친구
와의 관계의 질, 학교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삶에 대한 기대, 
SNS 참여, 친구와의 접촉 빈도

Landry
et al.(1996)

 사회통합, 지역이미지개선, 문제행동,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관심, 자
신감, 사적, 공적 부분의 파트너십, 정체성 개발, 조직역량, 미래비전
에 대한 탐구

Lowe(2000)

<관계성 증진>
<지역의 연대>
<공동의 사안에 대한 소통>
<정체성>
<개인 정체성>
<집단 정체성>

 공동 작업을 통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가족, 이웃 간의 소통, 칭찬
과 독려

 서로의 지지를 통한 연대성 증진,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지역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인식변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소통기회(예: 평화, 문화
이해, 가족으로서의 책임, 청소년의 참여, 소외,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상호과정을 통한 개인의 자아개발, 공동체성, 공공의 화합
 자기인식, 창의적인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 개방성, 타인에 대한 생

각과 의견존중, 즐거움, 성인과의 공동작업 속에서의 자기표현(언어, 
예술적) 증대, 자기 확신과 자신감

 지역사회의 중요성, 지역사회의 역사, 뿌리에 대한 인식

<표 2> 국외 연구자들의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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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들은 개념의 정의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문화프로그
램의 사회적 효과는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문화프로그램의 일반적 효과로 제시되었던 개인적인 변인들(자존감, 우울, 자기효능
감, 즐거움, 자기표현 등) 또한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중 일부분이며, 이러한 개인적 변
인에 추가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역사회(공동체) 관련 변인들이 포함되었음을 보여준다.

Matarasso
(1997)

<개인의 발전>
<사회통합>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기결정력 강화>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 제고>
<상상력과 비전>
<건강과 웰빙>

 자신감, 교육과정, 새로운 기술 습득
 새로운 친구 사귐, 타문화에 대한 습득,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증가
 새로운 프로젝트에의 참여관심, 자신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대한 긍정성,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를 돕고 싶

은 의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사고의 변화, 창의성
 더 건강해졌다는 생각, 행복감

Matarasso & 
Chell(1998)

 새로운 친구의 사귐, 타문화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 확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의 증진, 공공시

설의 개선,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율 감소, 지속가능성

McCarthy 
et al.(2004)

<인지적 측면>
<태도, 행동적 측면>
<건강적 측면>
<사회적 측면>

 학업성취도 향상(학업성적, 시험성적, 읽고, 셈하고 창의적으로 생각
하는 능력과 기술의 향상)

 태도의 변화(자기주장, 자기효능감), 행동의 변화(출석률, 중퇴 감소
율),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생활기술의 향상, 학교생활의 개선(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 팀작업), 위험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 사이의 친사
회적 태도와 행동의 변화(사회적 유대관계의 구축, 자기이미지 향상)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특히 노인들의 알츠하이머나 치매 등의 증상
의 개선, 특정 질환자(조산아, 정신지체, 육체적인 장애, 파킨슨병 환
자, 급성통증과 우울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수술, 
출산, 치료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불안 감소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 지역사회 정체성
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적 자본 형성에의 기여(기술의 개발, 인프라
의 확충,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자산의 개발, 지역주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 지역사회 시민조직과 자원봉사 활동에의 참여 확대 등의 
지역사회 조직역량)

Tony et al.
(2001)

<개인적 변화>
<사회적 변화>
<교육적 변화>

 새로운 친구관계, 행복감, 창의성과 자기확신, 소외감소, 예술활동의 
참여확대

 다문화 이해, 지역성에 대한 인식변화, 조직능력 향상(organizational 
skills)

 학업성취도 향상
Williams
(1997)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의사소통기술, 타문화나 생활양식의 이해, 정부와 지역사회간의 협의, 
지역사회 정체성, 소외, 여가생활의 향상, 지역기업의 개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

 고용창출, 예술작품 관객, 지역사회의 프로젝트 인적 자원

三菱総合研究所
(2009)

<1차적 효과(직접효과): 
개인의 의식 및 행동변화>
<2차적 효과(간접효과): 
개인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화에 대한 이해력, 협동심과 사회성 발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확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

임영식 외
(20130

<개인적 효과>
<가족/친구 효과>
<지역사회 효과>

 창의성, 자존감, 즐거움
 가족응집력, 소통(우정)
 사회적 상호작용(공감, 교류, 유대, 참여), 문화예술일상화(문화예술

경험변화, 문화예술태도), 여가문화향유(여가경험변화, 여가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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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행연구 분석결과,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중 어린이도서관 주이용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인에는 개인적 측면이 더 많았다. 사회적 측면에서 제시되어진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 확대, 지역사회 간의 협력증진, 공공시설의 개선, 범죄에 대한 두
려움, 범죄율 감소,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와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 등과 같은 지역사회 요인
은 어린이 대상 측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대부분의 연
구자들이 사회적 효과의 개념을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
을 토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효과 측정에 적절한 개인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효
과 요인과 개인적 측면의 효과를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과 요인으로 재정
리하고, 어린이의 개인적 역량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량 증진으로 연결되는 관
계성 측면에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2. 개념정의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측정지표들
을 통해 실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역
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개념 및 효과측정지표와 어린이도서관의 사회
적 가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용어 구분 정의

어린이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개념
어린이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량 증진으로 
연결되는 관계성에서 측정되는 효과로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을 개인적 영역효과와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것

효과
측정
지표

-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
- 개인적 영역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 하위요인은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

복, 건강, 여가만족도, 가족관계 등의 개인적 역량으로 구성 
- 사회적 영역 효과는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예술 일상화로 구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

적 상호작용은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 소속감/
공동체성으로 하위요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 일상화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
화프로그램경험변화로 구성

어린이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개념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영향이 어린이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
는가에 따라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문화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교육적·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며, 그 영향력이 지역사회의 연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적 풍요로움과 격
차 해소, 사회적 결속감을 통한 공동체 유지에 미치는 것

<표 3> 용어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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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고,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
그램의 사회적 효과로 제시된 결과를 근거로 어린이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질문 1.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연구질문 2.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가지는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

2. 연구절차

가.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을 위해 문화프로
그램의 내용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연구한 국내외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예비 측정지표를 구성
하였다. 예비 측정지표는 7명의 전문가에 의해 3차에 걸쳐 전문가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최종 측정지표를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했으며, 92개의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 연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크
게 4단계로 구분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전조사 분석 → 측정지표개발 → 전문가 검증 → 최종 측정지표 개발
<그림 1>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 절차 

나.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정 절차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 측정지표를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완성했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주요 이용대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해 설문을 수행했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의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한 어린이대상 설문시행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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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린이도서관 
사전 접촉 → 조사를 승낙한 도서관에 한해 

방문 전 일정확인 → 현장설문조사 진행 → 설문분석
<그림 2>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한 어린이 대상 설문 절차

1) 1단계 : 설문조사를 위한 어린이도서관 사전 접촉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도서관 92개관의 목록 및 대표
전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운영자 또는 문화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전화로 설문 
취지를 설명하고 방문조사 승낙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를 승낙한 어린
이도서관은 총 48개관이다.

2) 2단계 : 방문 전 일정확인

방문조사를 허락한 전국 48개 어린이도서관에 한해 방문 전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설문가능 
일정을 확인했으며, 이때 담당자를 재확인했다. 

3) 3단계 : 현장설문조사 진행

사전 확인 된 약속 당일 해당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이용자 중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 조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응답자 어린이에게 연구
의 목적 및 설문지 내용 등에 대해 직접 설명 후 설문을 실시하는 직접면접방식으로 실시해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했다.

또한 설문대상이 초등학생인 관계로 동행한 부모에게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를 함께 받았
다. 설문조사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구분하여 시행했다. 

4) 4단계 : 설문 분석

최종 수거된 설문지는 511부로, 이 중 문화프로그램의 참여자 집단은 383명, 비참여자 집
단은 128명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가.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로, <표 6>

과 같이 크게 일반사항과 도서관이용실태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사회적 효과, 문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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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및 만족도 등으로 구성했다. 사회적 효과 요인은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영역은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 건강, 여
가만족도,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영역은 사회적 상호작용(유대감, 타인이해/관
용,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과 문화예술일상화(문화예술태
도와 문화예술경험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용 측정도구는 총 9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문화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및 만족도 
등에 대한 38개 문항을 추가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측정변수 측정항목 문항 척도
일반사항 성별, 학년, 거주 지역 1-3 명목척도

도서관이용실태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 실태

도서관 방문횟수, 머무는 시간, 활동내용, 목적, 문화
프로그램 참여횟수, 참여시기, 참여 동기, 참여유형 4-11 명목척도

사회적 효과

개인적 
영역

표현력/창의력 12-16 등간척도
자존감 17-20 등간척도
즐거움/기쁨/행복 21-24 등간척도
건강 25-29 등간척도
여가만족도 30-40 등간척도
가족관계 41-48 등간척도

사회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소통_유대감 49-54 등간척도
공감_타인이해/관용 55-59 등간척도
친구관계 증대 60-64 등간척도
지역사회참여 65-67 등간척도
지역사회소속감/공동체성 68-74 등간척도

문화예술 일상화 문화예술태도 75-88 등간척도
문화예술경험변화 89-92 등간척도

문화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및 
만족도 등(*참여자만 응답)

문화프로그램 참여의지, 참여에 대한 친구영향관계, 
친구관계, 부모관계, 여가활동과의 관계, 만족도 93-131 등간척도

<표 4> 어린이용 측정도구 

나. 분석방법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했다. 수집된 자료
에 대해 SPSS WINDOWS 20.0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을 실시했으며, 사용한 통계분석 절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분석은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빈도분석과 각 측정지표 및 사회적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통계를 통한 기초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조사대상 집단(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비참여자) 간의 사회적 효과 평
균비교분석을 위해 T-test를,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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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1.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정지표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
회적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이 되는 문화예
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연구한 국내외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지표를 구성했다.

가. 사전조사 분석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미, 국내외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구 및 문
헌을 통해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
용들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발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지 및 연구논문 및 일반 서적, 

잡지, 신문, ERIC자료, Internet 및 Website 검색 등의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자료
들을 수집, 분석했다.

나. 측정지표 개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각 영역의 구성개념에 대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증을 통해 
기존에 개발된 지표들을 수집 및 종합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세
부요인별 사회적 효과 구성요인을 나열하고, 이를 개인과 사회로 구분하여 그 중복여부를 확
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주 참여자가 어
린이임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요인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을 위해 참고한 자료
는 <표 5>와 같다. 

측정지표 참고자료

개인적 
영역

표현력/창의력 임영식 외(2013), 김소영 외(2012), matarasso(1997), 
정문성 외(2012), Jermyn(2001)

자존감 정문성 외(2012), 김소영 외(2012)

즐거움/기쁨/행복 임영식 외(2013), 김소영 외, Jermyn(2001), matarasso (1997), 
정문성 외(2012)

건강 matarasso(1997)

여가만족도 김소영 외(2012), 임영식 외(2013) 

부모관계 김소영 외(2012), 임영식 외(2013) 

<표 5> 사회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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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 문헌에서 제시되었던 세부 요인별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한 구성요인을 
나열하고, 이를 개인과 사회로 구분하여 그 중복여부를 확인했다. 개인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
은 건강, 웰빙, 즐거움, 삶의 질, 학업성취, 자기확신, 자아개발, 학교생활변화, 미래조망, 삶의 
기대, 자존감, 자신감, 공동체성, 표현력/창의성, 기술획득, 부모관계, 여가만족도로 구분했다.

먼저 개인의 변화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요인은 자존감으로 9회
의 연구에서 중복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즐거움, 표현력/창의성이 각 8회, 건강 
6회에 걸쳐 중복 도출되었으며, 웰빙, 학업성취, 자기확신, 자아개발, 부모관계, 여가만족도가 
각 3회, 삶의 질, 학교생활변화, 자신감, 공동체성, 기술획득이 각 2회로, 삶의 기대 1회 순으
로 나타났다. 이중 웰빙은 건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자기확신, 자아개발, 자신감은 
자존감에 포함했다. 단, 본 연구에서 정의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개념은 ‘자발성, 현
실성, 다양성, 공공성, 계속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교교육을 제외한 오락, 계몽,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학업성취, 학교생활변화 요인은 제외하였다. 또한 단순히 문화예술
의 기술획득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 교육, 사회통합, 개인 삶이 질과 행복에 기여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기술획득 요인도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효과로서 개인의 변화 영역의 세부 구성요인을 자존감, 

즐거움, 표현력/창의성, 건강, 여가만족도, 가족(부모) 관계로 구성했다. 

같은 맥락으로 사회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이웃안전, 범죄재활, 문제행동감소, 

소통, 신뢰, 사회접촉, 친구관계증대, 타인이해/관용, 다문화, 지역조직능력, 지역역량구축, 사
회작용 역량, 주민협력, 지역주민 민주주의, 지역이웃인식, 권리인식증대, 지역정체성, 지역사
회 소속감, 지역사회 자부심, 지역이슈 관심, 팀워크, 공동체 연대감, 거주지긍정, 지역환경 
관심, 지역사회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 변화와 관련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도
출된 요인은 지역환경 관심과 지역사회 참여로 각 10회 연구에서 중복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소통 9회, 지역정체성 8회, 사회접촉, 지역이슈 관심, 공동체연대감 각 7회, 친
구관계증대, 상호작용역량,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사회 자부심이 각 6회, 타인이해/관용, 다문
화, 지역조직능력이 각 5회, 이웃안전, 범죄재활, 거주지 긍정 각 4회, 문제행동감소, 주민협

사회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소통_유대감 나도삼 외(2006), 양현미 외(2007), 양혜원 외(2012), 임영식 
외(2013), williams(1997), matarasso(1997), Lowe(2000)

공감_타인이해/관용 백령(2012), Jermyn(2001), 임영식 외(2013) 

친구관계 임영식 외(2013), Health Development Agency(2000), 
matarasso(1997), 정문성 외(2012)

지역사회참여 나도삼 외(2006), 임영식 외(2013), 
양혜원 외(2012)

지역사회소속감 나도삼 외(2006), 임영식 외(2013) 

교류_공동체성 임영식 외(2013), 김소영 외(2012)

문화예술일상화 문화예술태도 임영식 외(2013) 

문화예술경험변화 임영식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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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권리인식증대, 팀워크 각 3회, 신뢰, 지역역량구축, 지역이웃인식 각 2회 순으로 나타났
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주 참여자가 어린이
임을 고려해, 어린이들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요인을 도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효과로 연계되는 요인으로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과 문화프로그램
의 목적의 하나인 문화생활일상화를 통한 사회 변화로 구성했다.

다. 전문가 검증

개발된 예비지표에 대하여 문헌정보학 교수, 어린이도서관 사서 및 석·박사 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표에 대하여 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 내용분석을 통해 세부지표와 
배열 방식 등을 수정했으며,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리했다. 

구분 인원

집단
문헌정보학 교수 2

어린이도서관 사서 2

석·박사과정의 연구원 3

소계 7

<표 6> 전문가 구성 

라. 최종 측정지표 개발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구조화하는 논리적 분석과정을 완료한 후 측정지표를 확정했다. 

최종 개발된 측정지표는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인적 영역 6개의 측정
지표, 사회적 영역 2개의 측정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때 사회적 영역은 다시 사회적 상호작용 
6개, 문화예술일상화 2개 구성하여, 총 14개로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영역은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 건강, 여가만족도, 부
모관계로 구분했다. 사회적 영역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예술 일상화로 구분했으며, 사회
적 상호작용 영역에는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
감, 공동체성으로, 문화예술 일상화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와 문화프로그램 경험변화로 
구분했다.

2.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정결과

가. 인구통계학적 특징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92개의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이용자 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했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8월 30일에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1호)

- 248 -

걸쳐 약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조사설계 표본에서 설문의 난이도와 이해도를 고려해 초등학
생 이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방법은 직접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설계 표본은 
<표 7>과 같다.

구분 명 %

어린이
연구집단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383 74.95

비교집단 문화프로그램 비참여자 128 25.05

소계 511 100

<표 7> 조사설계 표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효과측정을 위한 어린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학년 교차표 전체구분 초등1 초등2 초등3 초등4 초등5 초등6

성별
남자 명 19 18 23 44 45 39 188

% 10.1 9.6 12.2 23.4 23.9 20.7 100

여자 명 15 20 48 73 77 90 323

% 4.6 6.2 14.9 22.6 23.8 27.9 100

전체 명 34 38 71 117 122 129 511

% 6.7 7.4 13.9 22.9 23.9 25.2 100

<표 8> 어린이의 인구통계학적 구성

성별 비율은 남학생 188명(36.8%), 여학생 323명(63.2%)이며, 학년별 비율은 1학년 34

명(6.7%), 2학년 38명(7.4%), 3학년 71명(13.9%), 4학년 117명(22.9%), 5학년 122명
(23.9%), 6학년 129명(25.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년별 남녀 비율은 비
슷하며, 저학년과 고학년의 남녀 비율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나.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어린이 응답자의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측정을 위해 참여유형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초분석,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따른 평균차를 비교분석한 t-test, 영향관계에 
대한 사회적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 만족도, 참여경험횟수에 대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1)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유형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대한 질문은 다중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빈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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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때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유형 구분은 강의수강 형태
의 강좌형,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1회성 프로그램 및 대회 형태로 운영되는 콘테스트형
태의 행사형, 장기간에 걸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참여형, 관람 형태의 소극적인 체험 프
로그램의 관객/관람형, 주로 방학 중에 일시적(단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응답자에게 설명하고, 응답자 어린이가 실제 참여한 프로그램의 유형에 응답하도록 제시하였
다. <표 9>의 참여유형은 그 분석결과이다.

구분 문화프로그램 유형 계강좌형 행사형 참여형 관객/관람형 체험형
명 207 151 86 153 191 788

% 26.27 19.16 10.91 19.42 24.24 100

<표 9>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유형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383명의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
의 총 다중응답 수는 788건이다. 분석결과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 중 강좌형 참여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체험형, 관객/관람형, 행사형, 참여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유형분석 결과에서 강좌형이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어린이도서관은 주로 강의수강 형태의 강좌형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주제별 강좌, 취미⋅문화강좌 등에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사회적 효과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 유형에 따른 사회적 효과 기술통계분석결과, 개인적 영역 
총 6개 항목 중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의 3개 지표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영역 총 7개 항목 중 총 4개 지표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
적 상호작용 항목 중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2개 지표와 문화프로그램 일상화 항목 중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의 경험변화 2개 지표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개인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는 <표 10>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형에 따른 참여경험은 강좌형, 체험형, 관객/관람형, 행사형, 참여형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최대평균값 5에 가까운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개인적 영역
에서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즐거움/기쁨/행복 요인에서 사회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즐거움/기쁨/행복 
요인에서 사회적 효과가 높게 나타난 유형은 강좌형, 참여형, 관객/관람형, 체험형이며, 표현
력/창의력 요인에서 사회적 효과가 높게 나타난 유형은 행사형이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
그램은 모든 유형에서 개인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즐거움/기쁨/행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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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구분 명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
강좌형 207

평균 4.0676 4.0324 4.1299

표준편차 .73554 .77465 .85101

행사형 151
평균 4.1160 4.0086 4.1060

표준편차 .79403 .80850 .80179

참여형 86
평균 4.1048 4.1616 4.2151

표준편차 .65747 .74438 .81994

관객/관람형 153
평균 4.1763 4.1043 4.2271

표준편차 .66470 .71815 .83428

체험형 191
평균 4.0884 4.0189 4.1579

표준편차 .74392 .77098 .78600

<표 10>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개인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는 <표 1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좌형, 체험형, 관객/관람형, 행사형, 참여형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
형에서 최대평균값 5에 가까운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사회적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보다는 낮은 평균값을 보여 어린이도서관 문화프
로그램은 어린이들의 개인적 영역에서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요인의 사회적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
화프로그램경험, 지역사회 참여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친구관계증대 요인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의 효과가 나타났으
며, 문화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은 특히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형구분 명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
강좌형 207

평균 3.6441 3.7761 3.9015 3.8707

표준편차 .91731 .94077 .75963 .87539

행사형 151
평균 3.6577 3.8556 3.9990 3.9832

표준편차 .94857 .90686 .70847 .82643

참여형 86
평균 3.7741 3.9484 4.0181 3.9880

표준편차 .87445 .91323 .71209 .86945

관객/
관람형 153

평균 3.5331 3.8004 3.9206 3.9183

표준편차 .93527 .86911 .75857 .87820

체험형 191
평균 3.6217 3.7316 3.9327 3.9153

표준편차 .93029 .94772 .76667 .84903

<표 11>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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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비교분석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중 개인적 영역에 대한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따
른 평균차를 비교분석한 t-test 결과 비참여자에 비해 참여자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개인적 영역 
효과요인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참여(n=383) 비참여(n=128) 참여 비참여

표현력/창의력 3.7379 3.5000 .71513 .77845 3.185 .002**

자존감 4.2009 3.9707 .73935 .87091 2.911 .004**

즐거움/기쁨/행복 4.1486 3.8867 .83065 .98155 2.944 .003**

건강 3.8120 3.5469 .84117 .89811 3.034 .003**

여가만족도 4.0136 3.7985 .69096 .85962 2.834 .005**

가족관계 4.1566 3.9400 .76318 .92765 2.603 .010*

*p<.05, **p<.01, ***p<.001

<표 12>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개인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비교분석 결과

<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중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
움/기쁨/행복, 건강, 여가만족도, 가족관계에서 모두 참여자의 평균이 비참여자보다 높게 나
타나 개인적 영역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효과는 자존감으로 평균 4.2009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 4.1566, 즐거
움/기쁨/행복 4.14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요인(스트레스 감소, 기분이 좋아짐, 신체
적 건강, 긴장감 감소, 소통능력 향상)에 있어 참여자 평균 3.812로 비참여자 평균 3.5469에 
비해 0.2651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가만족도 요인에 있
어 참여자 평균 4.0136으로 비참여자 평균 3.7985에 비해 0.2151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 건강, 여가만족도, 가족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중 사회적 영역에 대한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따
른 평균차를 비교분석한 t-test 결과 비참여자에 비해 참여자 학생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친구관
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 
경험변화 모두 참여자의 평균이 비참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영역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효과는 유대감으로 평
균 4.0884였으며, 다음으로 타인이해/관용 4.0702,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3.9675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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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관계증대는 참여자 평균 3.5412로 비참여자 평균 0에 비해 
3.5412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타인이해/관용은 참여자 평
균 4.0702로 비참여자 평균 3.936에 비해 0.1342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중 유대감,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 경험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와 참여자의 만족도 관계 분석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와 참여자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종속변수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이며, 독립
변수는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이다.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만족도

상수 .187 -.056 1.892 .059

유대감 .072 -.013 -1.795 .073 .315

타인이해/관용 .074 .919 -.425 .671 .305

친구관계증대 .022 .017 43.649 .000*** .687

지역사회참여 .042 .092 .716 .474 .532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071 -.028 2.897 .004** .301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087 .002 -.709 .479 .202

문화프로그램경험 .069 .057 .954 .257

R=.923 R²=.851 수정된 R²=.849
F=399.140 p=.000 Durbin-Watson= 1.828

*p<.05, **p<.01, ***p<.001

<표 14> 사회적 효과와 만족도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영역 
효과요인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참여(n=383) 비참여(n=128) 참여 비참여

유대감 4.0884 3.8813 .72607 .94656 2.237 .027*

타인이해/관용 4.0702 3.9360 .73982 .88668 1.671 .095

친구관계증대 3.5412 .0000 .93379 .0000 73.536 .000***

지역사회 참여 3.6974 2.9280 .94961 1.07145 7.604 .000***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3.9675 3.7154 .77929 .90250 3.010 .003**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3.8381 3.2137 .77221 .79015 7.745 .000***

문화프로그램경험 3.8069 3.2886 .88650 .89284 5.622 .000***

*p<.05, **p<.01, ***p<.001

<표 13>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비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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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99.14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851로 85.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값은 1.828로 잔차들 간에 상
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효과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친구관계증대와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증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t=43.649, p=.000으로 친구관계증대와 만족도
는 (+)관계이다. 사회적 효과요인으로 친구관계가 증대될수록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t=2.897, p=.004로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과 만족도는 (+)관계로 공동체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짐이 증명되었다. 

5) 참여경험횟수와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영향관계 분석

참여경험횟수와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 문화프
로그램 참여경험횟수에 대한 종속변수 유대감,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요인,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대감,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
러나 타인이해/관용은 관계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유대감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 참
여경험횟수가 종속변수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
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F=8.105, p=.005로, 회귀식에 대한 R²=.014로 14.0%

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 값이 1.863으로 회기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즉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가 높을수록 유대감 효과가 큰 것이 증명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참여경험횟수 상수 .075 51.666 .000

유대감 .027 .126 2.847 .005

R=.126 R²=.016 수정된 R²=.014
F=8.105 p=.005 Durbin-Watson = 1.863

<표 15>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유대감 간 관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친구관계증대 간 관계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참여경험횟수가 종속변수 친구관계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기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01에서 F=322.631, p=.000으로, 회귀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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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²=.391로 39.1.0%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 값이 0.977로 회기모델의 적합
성이 검증되었다. 즉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증대 효과가 큰 것이 
증명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참여경험횟수 상수 .128 4.747 .000

친구관계증대 .046 .625 17.962 .000

R=.625 R²=.391 수정된 R²=.390
F=322.631 p=.000 Durbin-Watson = .977

<표 16>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친구관계증대 간 관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지역사회 참여 간 관계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가 종속변수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01에서 F=44.069, p=.000으로, 회귀식
에 대한 R²=.081로 81.0%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 값이 1.812로 회기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즉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참여 효과가 큰 
것이 증명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참여경험횟수 상수 .094 31.367 .000

지역사회참여 .034 .284 6.638 .000

R=.284 R²=.081 수정된 R²=.079
F=44.069 p=.000 Durbin-Watson =1.812

<표 17>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지역사회 참여 간 관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간 관계분석을 위
한 독립변수 참여경험횟수가 종속변수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F=8.105, p=.001로, 회
귀식에 대한 R²=.020로 20.0%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 값이 1.889로 회기모
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즉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소속감/공동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참여경험횟수 상수 .077 47.936 .000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027 .142 3.222 .001

R=.142 R²=.020 수정된 R²=.018
F=10.379 p=.001 Durbin-Watson = 1.889

<표 18>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간 관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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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효과가 큰 것이 증명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간 관계분석을 위
한 독립변수 참여경험횟수가 종속변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19>와 같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01에서 F=56.903, 

p=.000로, 회귀식에 대한 R²=.102로 10.2%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 값이 
1.882로 회기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즉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가 높을수록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가 좋아지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참여경험횟수 상수 .074 42.994 .000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026 .320 7.543 .000

R=.320 R²=.102 수정된 R²=.101
F=56.903 p=.000 Durbin-Watson = 1.882

<표 19>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간 관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 간 관계분석을 위한 독
립변수 참여경험횟수가 종속변수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01에서 F=33.476, p=.000로, 회귀식에 
대한 R²=.063으로 63.2%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 값이 1.978로 회기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즉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가 높을수록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변화 효과가 큰 것이 증명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참여경험횟수 상수 .084 38.452 .000

문화프로그램경험 .030 .251 5.786 .000

R=.251 R²=.063 수정된 R²=.061
F=33.476 p=.000 Durbin-Watson = 1.978

<표 20>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횟수와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 간 관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6) 참여시기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영향관계 분석

한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시기에 따른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유대감, 타
인이해/관용,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간의 영향관계 분석결
과는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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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기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소속감/
공동체성

영아기
평균 4.0139 3.8667 3.5729 3.9167 4.0357

N 24 24 24 24 24

표준편차 .70525 .75450 1.10207 1.00362 .83326

유아기
평균 4.1646 4.1722 3.8188 3.8903 4.0669

N 79 79 80 79 79

표준편차 .67172 .60742 .88855 .82986 .74577

초등저
평균 4.1225 4.0602 3.5780 3.6057 3.9416

N 185 186 186 186 186

표준편차 .71518 .75654 .88301 1.02104 .77174

초등고
평균 4.0453 4.1317 3.3109 3.6992 3.9788

N 81 82 78 82 81

표준편차 .75001 .69582 .85772 .80057 .74235

모름
평균 3.2083 3.2750 2.0625 3.2500 3.2679

N 8 8 8 8 8

표준편차 .87173 1.34775 1.05009 1.30627 1.21803

계
평균 4.0884 4.0702 3.5412 3.6974 3.9675

N 377 379 376 379 378

표준편차 .72607 .73982 .93379 .94961 .77929

<표 21>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시기에 따른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 

<표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화프로그램 최초 참여시기에 따른 사회적 효과 관계는 특
히 유대감 요인 평균 4.0884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이해/관용 4.0702, 지역사회 소속감/공동
체성 3.9675, 지역사회참여 3.69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기에 
문화프로그램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평균이 4.0357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유대감 4.0139로 나타났다. 유아기 경우 타인이해/관용이 4.1722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유대감 4.1646으로 나타났다. 초등저학년의 경우 유대감이 4.12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타인이해/관용이 4.0602로 나타났다. 초등고학년의 경우 타인이해/관용
이 4.13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대감이 4.045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문화프
로그램 최초 참여시기는 주로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요인 중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지
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어린 시기 문화프로그램의 
경험이 이루어질수록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지역에 대한 관심과 긍지, 공동체 활동에 대
한 재미, 타인과 어울림 등) 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초등학령기 경우 문화프로그
램 참여를 통해 유대감(주변인과의 관계 증진 등), 타인이해/관용(타인의 입장에서 생각, 어
려운 처지의 이웃에 대한 관심 등)에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7) 참여 동기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영향관계 분석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 동기에 따른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는 <표 22>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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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특히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대감이 평균 4.2623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이해/관용 4.2487, 지역
사회 소속감/공동체성 4.129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친구, 사서 등 타인의 권유에 의
해 문화프로그램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대감, 타인이해/관용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권유에서는 유대감이 평균 4.02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권유에서는 
타인이해/관용 4.2667, 사서 권유에서는 유대감 4.1778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문화프로
그램 참여 동기 또한 주로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요인 중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지역사
회 소속감/공동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
고 참여하게 되는 경우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갖게 된다
고 추정할 수 있으며, 부모, 친구, 사서 권유에 의한 경우 유대감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 증진
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8)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영향관계로, 참여의지, 친구의 영향, 부모의 영향, 

여가활동으로써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등을 기술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참여의지

503

2.6726 1.75619

친구의 영향관계 3.8195 .82144

친구관계증대/유대감 3.8195 .82144

부모의 영향관계 2.9451 1.85529

여가활동과의 관계 2.8211 1.79500

<표 23> 문화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영향관계

참여 동기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친구관계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소속감/
공동체성

부모권유
평균 4.0256 4.0055 3.4269 3.6458 3.9714

N 252 252 252 252 252

표준편차 .74026 .75965 .93493 .95635 .79376

친구권유
평균 4.1358 4.2667 3.5000 3.7284 3.9101

N 54 54 54 54 54

표준편차 .65722 .63839 .89152 .88801 .71310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평균 4.2623 4.2487 3.8717 3.8667 4.1291

N 114 114 114 114 114

표준편차 .65228 .61990 .78246 .99099 .72420

사서권유
평균 4.1778 4.0267 3.8500 3.8444 3.9143

N 15 15 15 15 15

표준편차 .68274 .78510 .74282 1.00685 .83439

<표 22>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 동기에 따른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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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5개 항목 중 친구의 영향관계, 친구관계증대/유대감은 평균
값 3.8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참여의지, 부모의 영향관계, 여가활동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문화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친구의 격려, 관심, 지지 및 함께 참여하는 행동에 
따라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3.8195로 나타남으로써 어린이들의 문화
프로그램 참여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참여 내에
서의 친구와의 관계 즉 나에 대한 존중, 이해, 편안함, 새로운 친구 사귐 등을 통해서도 만족
도 평균값이 3.8195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의 관심, 확인, 참여의사 결정에 대한 부모의 관여 등 부모와의 관계는 평균 
2.9451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프로그램 인식은 2.8211로 나타났다. 이는 어
린이들의 문화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지는 부모보다는 친구관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내용, 장소, 강사, 문화프
로그램의 수준, 기대부응, 이후 참여의지, 추천의사를 통한 만족도 기술통계분석결과는 아래
와 같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표 24>와 같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내용

503

2.9284 1.86786

장소 2.9771 1.86168

강사 3.0219 1.89515

일반적 만족도(수준, 기대부응, 이후 참여의지, 추천의사) 2.9913 1.88378

<표 24>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 

<표 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3.021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장소,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강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 및 배려, 자세한 내용설명, 관심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
지며, 교육환경, 접근성, 장비구축 등이 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의 새로움, 재미, 흥미, 호기심 자극 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리커드 5점 중 평균 2.979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효과증대를 위해서
는 문화프로그램 참여 어린이들의 친구영향을 고려하여, 강사선정, 환경정비, 내용구성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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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어린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고, 사회
적 효과 측정지표를 구성하여 사회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기술통계 분석결과, 어린이도서관 문화프
로그램은 개인적 영역에서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 및 사회적 영역에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 지역사회 참여, 친구관계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지표는 즐거움/기쁨/행복이며, 가장 낮게 나타난 지표
는 친구관계증대이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어린이들 개인에게 즐겁고 기쁘
고 행복한 경험이기는 하나, 이러한 개인적 경험이 친구관계증대로 확장되는 것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적 기쁨/즐거움/행복이 사회적 역
량으로 증진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 유형에 따른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 개인적 영역에
서 관객/관람형 문화프로그램,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즐거움/기쁨/행복과 관객/관람형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표현력/창의력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참여형 문화프로그
램을 통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와 행사형 문화프로그램 및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 경험이 개인의 표현력/창의력
뿐만 아니라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의 사회적 역량 증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는 유형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즐거움/기쁨/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운영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비교분석을 
위한 t-test 분석 결과, 개인적 영역의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 건강, 여가
만족도, 가족관계에서 전체 참여자의 평균이 비참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개인적 영역의 참여
자와 비참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효과는 
자존감으로 평균 4.2009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 4.1566, 즐거움/기쁨/행복 4.1486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스트레스 감소, 기분이 좋아짐, 신체적 건강, 긴장감 감소, 소통능력 
향상)은 참여자 평균 3.812로 비참여자 평균 3.5469에 비해 0.2651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
로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가만족도는 참여자 평균 4.0136으로 비참여자 평균 
3.7985에 비해 0.2151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영역의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 건강, 여가만족도, 가족관계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에서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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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 모두 참여자의 평균이 비참여자
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영역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효과는 유대감으로 평균 4.0884였으며, 다음으로 타인이해/관
용 4.0702,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3.967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관계증대가 참여
자 평균 3.5412로 비참여자 평균 0에 비해 3.5412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집단 간 큰 차이
가 나타났으며, 타인이해/관용은 참여자 평균 4.0702로 비참여자 평균 3.936에 비해 
0.1342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중 유대감,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프로
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 경험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주변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 어린이들의 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적 효과 증진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와 참여자의 만족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99.14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
며 회귀식에 대한 R²=.851로 85.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값은 1.828

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친구관계증대와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
성의 효과가 크다고 볼 때, 문화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방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독립변수 참여경험횟수, 참여시기, 참여 동기에 대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의 사회적 효과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대감, 친구관계증대, 지
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
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타인이해/관용 요인은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
로 증명되었다. 

한편 독립변수 참여시기 및 참여 동기에 대한 사회적 효과 영향관계분석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수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지역사회 참여에 영
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경험횟수, 참여시기, 참여 동기는 친구관계증대, 지역
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 유
대감, 타인이해/관용,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화프로그램 참
여경험횟수 확대, 영․유아기로 참여시기를 확대하는 것, 자발적 참여 동기부여 등의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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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어린이, 운영자
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WINDOW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어린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효과 기술통계 분석결과 개인적 영역에서는 관객
/관람형 문화프로그램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에서 즐거움/기쁨/행복, 표현력/창의력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참여형 문화프로그램과 행사형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프로
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 경험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따른 사회적 효과 비교분석을 실
시한 결과 개인적 영역의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 건강, 여가만족도, 가족
관계에서 전체 참여자의 평균이 비참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개인적 영역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효과는 자존감, 가족관
계, 즐거움/기쁨/행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스트레스 감소, 기분이 좋아짐, 신체적 건
강, 긴장감 감소, 소통능력 향상)은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인적 영역의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 건강, 여가만족도, 가족
관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의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
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 모두 참여자의 평균이 비참여자보
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영역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효과는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관계증대는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영역의 유대감,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와 만족도의 관계를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
회적 효과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구관계증대와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가 증대될수록, 공동체성이 높을수
록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이 증명되었다. 

문화프로그램의 참여횟수, 참여시기, 참여 동기에 대한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요인 다
중회귀분석 결과 참여횟수에 대하여는 타인이해/관용을 제외한 유대감, 친구관계증대, 지역
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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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한편 참여시기 및 참여 동기에 대한 사회적 영역의 사회적 효과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유대감, 타인이해/관용,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지역사회 참여
에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린이 
측면에서 개인적 영역 총 6개 항목 중 표현력/창의력, 자존감, 즐거움/기쁨/행복의 3개 지표
와 사회적 영역 총 7개 항목 중 사회적 상호작용 항목 중 친구관계증대, 지역사회참여와 문화
프로그램 일상화 항목 중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문화프로그램경험변화의 4개 지표, 총 
7개 지표에서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문화프로그램의 
참여경험횟수, 참여시기, 참여동기에 대한 사회적 효과 측정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대감, 타인
이해/관용,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 지역사회 참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측정 결과는 어린이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제시에 근거가 되었다.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
그램에서 나타난 사회적 효과를 근거로 어린이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의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풍요로움을 통한 
문화예술 일상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주민으로 어린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향력
을 갖는다. 이는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교육적·문화적 요구에 부응한
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둘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어린이들의 친구관계증대 등 대
인관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동의 교류 공간 
제공을 통해 어린이들의 개인적 역량 향상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연계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셋째,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효과를 가진다. 특히 어
린이 시기의 문화프로그램 경험은 지역사회 소속감/공동체성을 갖게 하며, 이는 지역사회 공
동체 유지 및 지역커뮤니티 생성과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어린이도서관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넷째,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린이도서관에 모인 가족과 가족공동체는 지역공동체의 
기초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기초집단의 문화적 활동을 촉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
된 유대감 있는 가족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효과로 나타나는 지
역사회를 위한 봉사 잠재력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어린이도서관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다섯째, 어린이들은 문화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체성, 소속감을 형성함
으로써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 즉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
이일수록 지역애착과 지역활동 참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어린이도서관이 우리사회에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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