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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J구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 요인(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과 만족도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프로그램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 요인에는 프로그램의 도서 및 내용과
프로그램의 작가 및 인력으로 밝혀졌다. 둘째,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될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tatistically verified the service quality factors(book&contents, writer&manpower,
service support, facility&environment of the program)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One Library,
One Book’ program, and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on the intention to use focused
on the Jgu Public Library in Seoul. As a result, first, the service quality factors tha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were found to
be the book&content, author&manpower factors of the program. Second, it was shown that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One Library, One Book’ program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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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적 독서프로그램 확대를 설정함에 따라, 이
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함께 읽기(Social

책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며, 독서는 개인의 자

Reading)’ 독서모임 및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
화되고 있다.

아 형성 및 한 국가의 문화 척도이자 사회발전

그러나 국내에서 대중독서운동인 ‘한 책’ 운동

의 동인(動因)이 된다(이만수, 1998). 이는 마

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성과와 발전전략,

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

선정도서를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한 도

가 남긴 명언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그는 “오늘

서관 한 책 읽기’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

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 및

이며,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한 연구는

는 습관이다”라고 밝혔다(최창윤, 2020).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예로부터 책 읽기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J구 구립도서

중요한 활동이라 인식했기 때문에, 도서관은

관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독서공동체 메카로서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

책 읽기’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

다. 이에 도서관들은 그 역할 수행을 위해 많은

비스 품질요인(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 프로그

노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미

램 작가 및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프로그

국 시애틀 공공도서관들이 중심이 된 ‘한 책, 한

램 시설 및 환경)을 규명하고, 만족도가 이용의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이라고 할 수

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있다. 이 운동은 한 도시 내 시민들이 한 권의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

책을 함께 읽는 것으로, 현재는 영국과 호주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을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다.

제고시키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에 충청남도 서산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본 연구는 공공

에서 출범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이 시초가

도서관이 독서문화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현재는 전국의 여러 공공도서관들이 ‘한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

도서관 한 책 읽기(One Library, One Book)’라

지식경쟁력을 보다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으로 사료된다.

독서 진흥 운동으로 이어졌다. 실제 공공도서
관에서 올해의 한 책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북
토크, 북페스티벌 등과 같은 다양한 관련 프로

2. 선행연구

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먼저 국내의 경우,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서

에서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스 품질요인이 만족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서 소통․토론형

영향 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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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프

손창기(2007)는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문

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요인은

화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가치에 대한 인식, 만

내용 및 강사, 지원 및 제반 서비스, 시설 및 환

족도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

경 요인 모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공공

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

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충성도에는 내용

램 서비스 품질요인 중에서 문화프로그램의 내

및 강사 품질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용 요인과 도서관 시설/장비 요인은 재이용의

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프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

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치에 대한 인식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공공도서관

미치는 영향요인 및 만족도가 도서관의 충성도

문화프로그램 가치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는

와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한 박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지영(2014)의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 평

석되었다.

생교육 프로그램의 강사․시간․교육․환경․

서울시 강서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지역문화센

서비스적 요인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프

충성도(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도서관 충성도(재이용

조사한 도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첫째, 문화

의도, 추천의도) 및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 요인은 공공도서관과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문화센터 문화프로그램의 만족도에 통계적

최근에는 특정 계층을 중점으로 한 공공도서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시설 요인은

관 프로그램의 품질요인, 만족도 및 재이용의도

지역문화센터 문화프로그램의 만족도에만 정

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김수연(2017)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문화프로그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충성도에는 강사 요

램에 대한 만족도가 도서관(공․사립 포함)의

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역문

신뢰도와 충성도(재이용의도, 추천의도)에 미치

화센터 문화프로그램의 충성도에는 내용, 강사,

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도

시설 모든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서관의 신뢰도 및 충성도(재이용의도) 수준에

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도서관과 지역문화센터

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시각장애인 참여자의 교육

문화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

적․심리적․사회적․신체적 요인에 의한 여

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가 만족도 수준과 내용적․환경적․서비스적

김선아(2014)는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북

요인에 의한 프로그램참여만족도 수준 모두 영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충성도

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을 검증하였다. 분

(추천의도) 수준에는 시각장애인 독서문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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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참여자의 내용적․환경적․서비스적 요

재한 야르시 대학도서관 서비스 센터(YARSI

인에 의한 프로그램참여만족도 수준만이 영향

University Library Service Center)를 대상으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시각장애

로 하여 라이브퀄(LibQual) 구성요소인 서비

인도서관의 신뢰도 수준은 충성도(재이용의도

스 영향력(Service Affect), 장소(Library as

및 추천의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Place), 자기 제어(Personal Control), 정보 제

타났다.

어(Information Access)가 이용자의 도서관에

근래 들어 최지우, 장우권(2021)은 다문화가

대한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족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및 연계 기관

검증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LibQual

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품질

구성요소는 도서관 만족도와 충성도에 통계적

이 만족도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다문화가족의 북스

둘째,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는 충성

타트 프로그램 품질요인 중에서 이용 및 서비

도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스 지원 요인과 시설 및 환경 요인이 프로그램

로 밝혀졌다. 셋째, LibQual 구성요소는 도서

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관 만족도를 통해 충성도에 간접적으로 유의미

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대상 북스타트 프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그램의 재이용의도에는 이용 및 서비스 지원

그 해에 Srirahayu, Hartini, Handriana(2020)

품질요인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 지역 소재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족 대상 북스타트 프

의 5개 주립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을 모집단으

로그램의 만족도는 재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

로 하여 서비스 품질, 만족도, 충성도의 영향 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를 규명하였다. 검증결과, 서비스 품질은 사

다음으로 최근에 수행된 국외의 관련 연구들

용자 만족도에는 79.6%의 기여도로 유의한 영

을 살펴보면, Cristobal(2018)은 미국 세인트루

향을 미치며, 사용자 충성도에는 60.7%의 기여

이스 대학도서관(University of Saint Louis

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College Library) 이용자 400명을 모집단으로

다. 또한, 사용자 만족도는 23.8%의 기여도로

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기대, 라이브퀄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품질

(LibQual) 4개(서비스 영향력, 장소, 자기 제

은 19.0%의 기여도로 사용자 만족도를 매개하

어, 정보 제어) 차원,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

여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서비스 품질은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게다가 Tajedini et al.(2020)은 공공도서관 서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도

비스에 대한 이용자 충성도 행동을 증가시키는

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와 직접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모집단은 이란(Iran) 소재

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이후 Rizky et al.(2020)은 인도네시아에 소

의하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충성도는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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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관리(physical space management), 정보자

그램 시설 및 환경)을 규명하고, 만족도가 이용

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

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정

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구체

보기술관리(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의 4개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측정항목을 확립하였으며, 연구대상과 설문 구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충성도는 지각된 품질,

성과 같은 실질적인 연구 설계를 수립하였다.

사서와 이용자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서관과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에 기초할 수 있으며, 재방문의도와 도서관
서비스 이용 및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시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이용의도에

사점을 도출하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및 독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을 첫째, 프로

서문화․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품

그램 도서 및 내용, 둘째, 프로그램 작가 및 인

질, 만족도, 충성도(이용의도)의 영향 관계를

력(사서, 토론발제자 등), 셋째, 프로그램 서비

검증한 연구들은 국내외 문헌정보학계에서 오

스 지원, 넷째,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으로 선정

랫동안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는 사실을 알

하였다.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최근 시각장애인이

로그램은 토론과 행사를 포함한 개념이며, 본

나 다문화가족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로 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

1>과 같다.

목을 끈다. 이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공공도서관 ‘한 도서

공간으로서의 재탄생 및 정보불평등 해소에 대

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한 사회적 역할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정보취

치는 서비스 품질요인 및 만족도가 이용의도에

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들도 주목받고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총 5개의 가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립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3. 연구 설계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장에서는 먼저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4개의 독립변수(프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램 도서 및 내용,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 프

서비스 품질요인(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 프로

로그램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와

그램 작가 및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프로

각각 1개씩으로서 매개변수(만족도) 및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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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가설
가설항목
H.1
H.2
H.3
H.4
H.5

가설내용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한
‘한
‘한
‘한
‘한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한
한
한
한
한

책
책
책
책
책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변수(이용의도)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의 조작

도서 및 내용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가 및 인력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비스 지원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설 및 환경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족도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및 측정항목
을 확립하였다.
독립변수의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은 공공도서

3.3 연구대상 및 설문구성

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도서와 토론 및 프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 J구 구립도

로그램의 수준, 내용에 대한 적절성 및 유익성의

서관 2021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대면 및 비

정도를 의미하며,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은 선정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

작가와 토론 및 프로그램 인력에 대한 전문성의

였다. 설문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

정도를 뜻한다. 또한,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은 토

년 12월 31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하였다. 온라인

론 및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에 대한 신속성, 적절

설문을 통해 설문지를 110부 회수하였고, 불성

성, 대응성의 정도를 말하고, 프로그램 시설 및 환

실한 응답자와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102부를

경은 토론 및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적절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 양호성, 상호 의사 소통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설문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4개 부분

매개변수인 만족도는 선정도서 및 작가, 토론 및

의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정도를 뜻하

적 문항을 제외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설계하

며, 이용의도는 선정도서, 토론 및 프로그램을 재

였다. 설문 문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3>

이용하거나 추천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말한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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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관련 연구

선정도서 수준의 적절성 정도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

도현주(2007),
손창기(2007),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도서 내용의 유익성 정도
김선아(2014),
선정도서와 토론 및 프로그램의 수 토론 및 프로그램 수준의 적절성 정도
박지영(2014),
준, 내용에 대한 적절성 및 유익성의 토론 및 프로그램 내용의 유익성 정도
김수연(2017),
정도
Tajedini et al.(2020),
토론 및 프로그램 일정 및 시간의 적절성 정도
최지우․장우권(2021)
선정작가의 전문성 정도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

도현주(2007),
손창기(2007),
토론 및 프로그램 인력 지식의 전문성 정도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김선아(2014),
선정작가와 토론 및 프로그램 인력
박지영(2014),
토론 및 프로그램 인력 진행방법의 전문성 정도
에 대한 전문성의 정도
김수연(2017),
Tajedini et al.(2020),
토론 및 프로그램 인력 태도의 전문성 정도
최지우․장우권(2021)
토론 및 프로그램 공지의 신속성 정도

독립변수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토론 및 프로그램 홍보의 적절성 정도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토론 및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에 대 토론 및 프로그램 안내의 적절성 정도
한 신속성, 적절성, 대응성의 정도
토론 및 프로그램 불편사항의 대응성 정도

매개변수

종속변수

도현주(2007),
손창기(2007),
김선아(2014),
박지영(2014),
김수연(2017),
Rizky et al.(2020),
Tajedini et al.(2020),
최지우․장우권(2021)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

토론 및 프로그램의 대면 시의 장소 또는 온라인 도현주(2007),
플랫폼(ZOOM, YouTube 등)의 적절성 정도 손창기(2007),
토론 및 프로그램의 대면 시의 장소 내부환경 김선아(2014),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또는 온라인 플랫폼 접속환경의 양호성 정도 박지영(2014),
토론 및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에
김수연(2017),
토론 및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대면 시의 기자재
대한 적절성, 양호성, 상호 의사 소
송수연․김한경(2020),
구비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활용(토론 소
통성의 정도
Rizky et al.(2020),
그룹방 구성, 자막, 음악 등)의 적절성 정도
Tajedini et al.(2020),
토론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대면 또는 온라인 최지우․장우권(2021),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쌍방향 의사 소통성 정도 본 연구

만족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도서에 대한 만족도
도현주(2007),
정도
손창기(2007),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토론 및 프로그램 이용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김선아(2014),
전에 갖게 되는 기대치에 대한 이용 경험 후
선정도서 및 작가, 토론 및 프로그램
박지영(2014),
만족도 정도
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
Rizky et al.(2020),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토론 및 프로그램의 도서 Tajedini et al.(2020),
및 내용, 작가 및 인력, 서비스 지원, 시설 및 최지우․장우권(2021)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정도

이용의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도서를 재이용하고자 도현주(2007),
하는 의지의 정도
손창기(2007),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토론 및 프로그램을 재이 김선아(2014),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용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박지영(2014),
선정도서, 토론 및 프로그램을 재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도서를 타인에게 추천하 김수연(2017),
용 및 추천하려는 의지의 정도
Rizky et al.(2020),
고자 하는 의향의 정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토론 및 프로그램을 다른 Tajedini et al.(2020),
최지우․장우권(2021)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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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 문항의 구성
구분
개인적 특성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품질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

만족도
이용의도
합계

4. 데이터 분석 및 가설검증

설문 문항 수
3
5
4
4
4
3
4
27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의 타당
성 및 신뢰도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본 연구에서 조사된 데이터는 구조방정식을

연구에서는 SPSS 22.0K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

적용하여 SPSS 22.0K 및 AMOS 21.0을 통해

인분석을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으로 나누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어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추출방
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은 직교회전 방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

식의 하나인 Varimax 회전을 수행하였으며, 요
인분석 시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 적재량
이 0.4 미만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음의 <표 4>와 같다. 첫째, 성별은 남성이 15명

집중 타당성과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성 및 판

(14.7%)이고, 여성이 87명(85.3%)인 것으로 집

별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확인적

계되었다. 둘째, 연령은 40대가 29명(28.4%)으로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타당성 평가를 위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7명(26.5%), 60

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대 이상이 15명(14.7%), 30대가 14명(13.7%)

AMOS 21.0의 측정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외생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설문참여자들의 직업

변수와 내생변수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에 대한 응답에서는 주부가 30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이 22명(21.6%),

4.2.1 탐색적 요인분석

전문직이 13명(12.7%), 학생과 서비스직이 각
각 9명(8.8%) 순으로 나타났다.

1) 독립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로서 프로그램 서비

4.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결과에 대한

스 품질의 하위요인인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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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구분
성별

연령

직업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
사무직
전문직
교육직
서비스직
자영업
주부
취업준비
기타

빈도
15
87
9
8
14
29
27
15
9
22
13
4
9
8
30
2
5

퍼센트
14.7
85.3
8.8
7.8
13.7
28.4
26.5
14.7
8.8
21.6
12.7
3.9
8.8
7.8
29.4
2.0
4.9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하위요인 모두 추

정변수 간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출되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

검증되었다. KMO의 수치는 .902, Bartlett의 구

와 같다.

형성 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1512.501(df=91,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변수들에 대한

p=.000)로 파악되었다.

아이겐(eigen-value) 값이 1.0을 상회하고 있

또한,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 알파(Cronbach's

으면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된 것으로 간주하며,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누적분산의 요인 적재치가 0.4보다 크게 나타

Nunnally(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나면 동일 요인의 측정변수 간의 집중 타당성

크론바 알파값이 0.60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

과 판별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한다. 집

연구 분야에서는 0.80,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0

중 타당성은 측정변수들의 평가 차원 내에서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an & Ferry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을 뜻하며, 판별 타당성

(1980)도 조직단위의 분석수준에서 일반적으

은 평가 차원 간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로 요구되어지는 크론바 알파값은 0.60 이상이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아이겐 값은

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2.608에서 3.324로 모두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일반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요인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다. 누적

모두의 크론바 알파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

분산이 84.809%로서 요인 적채치(1, 2, 3, 4 성

정 도구에 문제가 없으며,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

분)가 모두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

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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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독립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항목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4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2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1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3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2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3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4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1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2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1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3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3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2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4
Eigen-value
설명분산(%)
누적분산(%)
Cronbach Alpha

성분
1
.840
.805
.768
.619

2

3

4

.840
.819
.676
.647
.818
.815
.560

3.324
23.745
23.745
.926

독립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

3.279
23.422
47.167
.912

2.662
19.017
66.183
.896

.776
.721
.678
2.608
18.626
84.809
.940

2)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로그램 시설 및 환경은 모두 4개의 관련 문항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만족도와 종속변수인

들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3.324, 설명분

이용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산은 23.745%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 서비

6>과 같다. 추출된 누적분산은 86.115%로 나타

스 지원은 모두 4개의 관련 문항으로 파악되었

났으며, 요인 적재치(1, 2 성분) 역시 모두 0.4보

으며, 아이겐 값은 3.279. 설명분산은 23.422%

다 크게 파악되어 동일 요인 내의 측정변수 간의

로 확인되었다. 셋째,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에 대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한 분석에서는 모두 3개의 관련 문항들로 구성되

KMO의 수치는 .856,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

었으며, 아이겐 값은 2.662, 설명분산은 19.017%

서는 카이제곱값이 582.800(df=15, p=.000)으

로 조사되었다. 넷째,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은

로 파악되었다. 또한, 2개의 요인 모두의 크론

모두 3개의 관련 문항으로 파악되었으며, 아이

바 알파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

겐 값은 2.608, 설명분산은 18.626%로 집계되

보됨으로써 측정 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었다.

검증되었다.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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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성분

설문항목

1
.872
.827
.763

만족도1
만족도2
만족도3
이용의도2
이용의도1
이용의도4
Eigen-value
설명분산(%)
누적분산(%)
Cronbach Alpha

2

.896
.855
.639
2.498
41.636
86.115
.912

2.669
44.479
44.479
.916

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0.904,

첫째, 매개변수인 만족도의 경우 모두 3개의 관

원소 간 평균 차이(RMR: root mean square

련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2.669,

residual)=0.034,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설명분산은 44.479%로 나타나 만족도 요인으로

fit index)=0.849 등과 같은 통계수치로 나타

선정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인 이용의도에 대한

났다.

분석에서는 모두 3개의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

일반적으로 증분적합지수로서 비교부합지수

으며, 아이겐 값은 2.498, 설명분산은 41.636%

(CFI)와 표준적합지수(NFI)의 값이 0.9보다

로 나타나 이용의도 요인으로 선정하여 본 연

크면 우수하고 0.8보다 크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

구를 진행하였다.

하며, χ 값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2

토대로 본다면, 본 연구의 비교부합지수(CFI)
4.2.2 확인적 요인분석

는 0.904이며 표준적합지수(NFI)는 0.849로서

전체 인과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권장치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Chi-square값

을 하기 이전에 측정변수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2

(χ =394.965)도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타당성은 앞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어느 정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서 구조모델 추정

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측정항목에 대하여 요인

에 대한 기각비(C.R.: critical ratio)의 크기를 절

별 단일차원성 확인 및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대값이 1.96 이상 기준으로 해석하고자 할 경우,

AMOS 21.0을 이용하여 선행요인에 대한 확인

본 연구의 모형은 각 측정변수의 기각비(C.R.)가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

1.96을 크게 초과하며, 유의수준 p<0.001에서 유

와 같다.

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

선행요인들의 특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2

의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χ =
2

394.965, df=155, χ 에 대한 p값=0.000, 비교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검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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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표준화 추정치)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Estimate
S.E.
C.R.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3
<--1.000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1
<--1.136
.086
13.160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2
<--1.111
.083
13.337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4
<--.876
.094
9.332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1
<--1.000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4
<--1.097
.104
10.502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3
<--1.196
.097
12.358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2
<--1.136
.116
9.785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3
<--1.000
프로그램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1
<--.967
.088
10.950
도서 및 내용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2
<--.935
.079
11.815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4
<--1.000
프로그램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2
<--.931
.060
15.419
작가 및 인력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3
<--1.024
.064
15.949
만족도3
<--1.000
만족도2
<--만족도
1.089
.084
13.021
만족도1
<--1.028
.073
14.158
이용의도4
<--1.000
이용의도1
<--이용의도
1.295
.115
11.242
이용의도2
<--1.265
.106
11.930
X2=394.965, df=155, p=.000, CFI=.904. RMR=.034. NFI=.849. TLI=.883, IFI=.906, PCFI=.738. PNFI=.693
*** p<0.001

P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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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수(Parsimonius CFI)=0.757, 간명표준부

4.3 가설검증 및 분석

합지수(Parsimonius NFI)=0.70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형은 6가지의 변수로서 프로그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본 연구모

램 도서 및 내용,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 프로

형은 비교부합지수(CFI)가 0.904로 0.9 이상이

그램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 만족

기에 우수하고, 표준적합지수(NFI)는 0.847로

도, 이용의도로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의 요인은

0.8 이상이기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χ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확인적

에 대한 p값도 0.000으로 0.05 이하로서 바람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변수들에 대한 타당성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위의 적합도 지수

입증되었다.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전체

연구모형에 대한 개념 타당성 검증의 기준
은 다음과 같다. 증분적합지수로서 비교부합지

2

연구모형은 수용할만한 모형이라는 사실이 검
증되었다.

수(CFI)와 표준적합지수(NFI)가 0.9보다 크

최종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는 <그림 3>과 같

면 우수, 0.8보다 작으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

으며, 구조방정식의 분석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2

며, χ 에 대한 p값은 0.05 이하면 바람직하다

가설채택의 통계적 근거는 기각비(C.R.)의

고 본다.
본 연구의 전체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2

<표 8>과 같다.

2

절대값이 1.96 이상이고, p값이 0.05보다 작으

는 χ =379.165, df=59, χ 에 대한 p값=0.000,

면 채택된 것으로 판단한다. 유의수준 95% 수

비교부합지수(CFI)=0.904, 원소 간 평균 차이

준에서 가설이 채택된 경우에는 별표(*) 1개

(RMR)=0.035, 표준적합지수(NFI)=0.847,

로서 p<0.05, 유의수준 99% 수준에서 가설이

Tucker-Lweis 지수(TLI)=0.885, 간명기초부

채택된 경우에는 별표(**) 2개로서 p<0.01, 유

<그림 3> 연구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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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모형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구분
가설
Estimate
S.E.
C.R.
P
채택 유무
H1 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
-->
만족도
.489
.157
3.112
.002**
채택
H2 프로그램 작가 및 인력
-->
만족도
.345
.144
2.393
.017*
채택
H3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
만족도
.049
.116
.426
.670
기각
H4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
-->
만족도
.113
.094
1.201
.230
기각
H5
만족도
-->
이용의도
.743
.079
9.378
***
채택
X2=379.165, df=59, p=.000, CFI=.904. RMR=.035. NFI=.847. TLI=.885, IFI=.905, PCFI=.757. PNFI=.709
*** p<0.001, ** p<0.01, * p<0.05

의수준 99.9% 수준에서 가설이 채택된 경우에

도서 및 내용 요인과 작가 및 인력 요인으로 밝

는 별표(***) 3개로서 p<0.001의 기호로 표현

혀졌다.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으로서 향후 공공도

이를 토대로 보면, 총 5개의 가설 가운데 기

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만족도

각비(C.R.)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고, p값이

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선정도서와 토론

0.05보다 작은 가설 3개(H1, H2, H5)가 채택

및 프로그램 수준의 적절성과 내용의 유익성에

되었다. 검증결과 및 이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선정작가와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론 및 프로그램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더욱

첫째, 가설 H1으로서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중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도서 및 내용은 만족도

특히 무엇보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추진

에 기각비(C.R.)값이 3.112로 나타나 통계적으

협의회 위원들 및 사서들의 의견과 함께 실제

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적인 지역주민의 니즈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 ‘한 도서

도서 및 작가를 선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도서 및 내용이 좋을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식과 진행방법 측면

수록 만족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소통하

둘째, 가설 H2로서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고 공감하려는 토론 및 프로그램 담당 인력의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작가 및 인력은 만족도

태도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

에 기각비(C.R.)값이 2.393으로 나타나 유의미

해야 할 것이다.

한 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

셋째, 가설 H5로서 만족도는 이용의도에 기

다. 이는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

각비(C.R.)값이 9.378로 나타나 유의미한 정적

로그램의 작가 및 인력이 좋을수록 만족도는

(+)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 결과는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즉,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
램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은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
의도는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기각비(C.R.)가 높을수록 더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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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모형에서

및 내용은 만족도에 기각비(C.R.)값이 3.112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구간은 기각비(C.R.)값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

이 9.378인 만족도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구간

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공공도서

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기각비(C.R.)

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작가 및

값이 3.112인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

인력은 만족도에 기각비(C.R.)값이 2.393으로

기’ 프로그램의 도서 및 내용이 만족도에 미치

나타나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는 구간으로 확인되었다.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공공도서관

따라서 앞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이

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

용의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프로그램

로그램의 도서 및 내용 측면에서 선정도서와

의 도서 및 내용 요인과 작가 및 인력 요인이라

토론 및 프로그램 수준의 적절성과 내용의 유

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요인은

익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핵심이자 기

작가 및 인력 측면에서 선정작가와 토론 및 프

본 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한

로그램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가볍게 여겨서는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이용

안 될 것이다.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여 운영

셋째, 만족도와 이용의도의 영향 관계에서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립도생(本立道生)

만족도는 이용의도에 기각비(C.R.)값이 9.378

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여 운영한다면, 공공도

로 나타나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관을 거점으로 한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책 읽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
을수록 이용의도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결 론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J구 구립도서관을 중

는 독서운동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한 도서

심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향후 재이용 및 타인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

에게 추천하려는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

질요인(프로그램 도서 및 내용, 프로그램 작가

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연구결과를

및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시설

토대로 하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의 만

및 환경)을 파악하고, 만족도가 이용의도에 미

족도 및 이용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지

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향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종합하면 첫째, 공공

선정도서와 토론 및 프로그램 수준의 적절성

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도서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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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또한, 프로그램 내용의 유익성이 프로그램의

대상을 초․중․고 학생들로 제한하여 이들의

만족도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수준에 맞춘 ‘학교로 찾아가는 토론프로그램’을

으로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독서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한 사례로서 의정부시는

장려하는 ‘책 읽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민들의 글 창작 및 책 출판을 지원하는 ‘책 쓰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서 진행하는 독서

기’ 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 김해시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

는 2007년부터 시립도서관과 함께 ‘책 읽는 도

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우서연, 2021).

시’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15년 동안 쌓아온 성

더불어 선정도서와 토론 및 프로그램 수준을

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시․소설 창작과 출판

가정에 초점을 맞춘 ‘한 가정 한 책 읽기’ 운동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책 쓰

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단양군립

는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이정훈, 2021).

도서관은 가정에서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선정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 ‘한

해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읽는 ‘한 가정 한 책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을 제

읽기’ 운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추천

고시키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

도서를 제공해주고, 선정된 도서의 대출 기간

써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독서문

을 연장해주며, 작가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

화 거점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이바

을 진행하고 있다(이상진, 2021).

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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