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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용을 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목 으로, 공공도서  
방문빈도가 그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그가 이용하는 개별 공공도서 의 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특성, 그리고 
거주지의 기   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  투자 수 과 어떤 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을 
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한 유층표집을 용하여 한민국 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을 상으로 문사회조사기 의 온라인패 을 통해 2014년 3-4월 33일간 웹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2013년 국가도서 통계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  방문은,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독서량이 많은 개인이 일상 으로 쉽게 근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새로 건립된 공공도서 이 

있고,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  자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을 때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향후 공공도서  건립  서비스 개선을 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national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library use among 

the Korean adult population. The study constructed a model of three types of factors to explain 
the frequency of public library visits: an individual'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put and 
output measures of the local library, and the community size and library investment of the local 

govern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both a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of 1,000 adults 
of 18 years old or above who participated in a web survey and the 2013 National Library Statistics 
of Korea. It was found that a more frequent public library visit occurred when a person who read 

more and lived closer to the library, which was newly established in a small to medium-sized scale, 
who lives in a city with a greater population and with more library staff members serving a fewer 
patrons. Implications for future public library constructions and for public service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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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공공도서 은 구나 차별 없이 정보와 지식

에 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권 교육의 울타리에

서 벗어나 있는 일반 성인들의 생애 학습에 

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의 학’이라는 공공도

서 의 별칭은 이러한 공공도서 의 임무를 

변한다. 특히, 책이라는 텍스트 주의 자료에

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수용하고, 지

역사회를 심으로 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부상

하고 있는 오늘 날의 공공도서 은 생애교육과 

지식정보의 제공이라는 통 인 서비스와 더

불어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응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의 교육 로그램과 자치모임을 한 

공간의 제공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확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  시설과 서비스가 확 되

는 것에 비해 실제로 시민들이 공공도서 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 정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

펴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과연 공공도서

의 이용이 시민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이나 

독서 수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용하는 도서 의 자원 투입 정도와 서비스 수

, 혹은 거주지를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공공도서 에 한 투자 수 에 의해 

결정되는 지가 아직 밝 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공공도서  이용을 설명하려는 시도

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하여 이루

어져 왔으며(박옥화 2007; 최희곤 2009; 이희

수, 김기  2014), 표성을 갖는 표본을 통해 

 국민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러한 에 비추어 본 연구는 국  

표본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

의 공공도서  이용 정도가 (1) 시민 개개인의 

특성과, (2)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도서

의 특성, 그리고 (3) 그가 거주하는 행정단

인 기   역 자치단체의 공공도서 에 

한 투자 수  등과 어떠한 연 성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공공도서  서비스를 계획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향 요인들을 추출해 

보고자 하 다. 즉, 일반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규명하

기 한 목 으로, 개인  특성, 지역 공공도서

의 서비스 특성(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기   역 자치단체의 특성(공공도서  투

자)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가운데 공공

도서  이용에 가장 핵심 인 향을 미치는 

개인, 기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규명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 두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용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이용자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국 인 표본에서 수집된 자료

를 통해 설명하려고 한 드문 시도라는 이다. 

더불어 공공도서  이용을 한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 인 인구사회학  특성, 개별 도서

의 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그리고 기 와 

역 자치단체로 별되는 지역사회의 도서  

투자 특성 등 다차원 인 에서 악해보고

자 한 연구라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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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용 정도를 방문빈도를 통해 가늠하고, 이

와 련 있는 요인을 밝히는데 목 이 있다. 따

라서 도서  이용 요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연구를 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먼  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

용자 개인의 특성, 시설과 서비스에 한 투입자

원 등으로 나 어 변인간의 상 계와 향력을 

고찰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박옥화 2007; 

최희곤 2009; 이경란 2013). 박옥화(2007)는 

지역 공공도서 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연령, 학력, 생활수 과 직업, 건강상태, 일과활동 

등의 특성과 공공도서  최  이용시기, 공공도

서  방문 시의 교통수단과 소요시간, 도서  체

류시간, 이용 빈도, 자료 출수, 도서  이용목  

등과의 연 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용자의 개별  

특성과 도서  이용간의 계를 조사하 다. 연

구 결과 도서  이용자들은 60 의 건강하며, 학

력이 높고, 생활수 이 평균 이상인 노인들로 나

타났다. 이들은 공공도서 을 자주, 고정 으로 

이용하며, 장시간 머무는 경향을 보 고, 체

으로 도서  이용 후 삶에 정 인 변화가 있었

다고 응답하 다. 이경란(2013)은 독서마라톤이

라는 독서 련 로그램이 이용자의 독서량  

도서  이용빈도에 미치는 향을 설문과 면담

을 통해 분석하 으며, 그 결과 독서마라톤 로

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독서량이 증가

되고 도서  이용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도서 의 자원 투입 특성이 그 도서 의 이용

자수와 어떤 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 최희

곤(2009)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55개 공공도서

을 상으로 통계자료를 분석하 다. 인  측

면에서 사서수와 직원수, 장서측면에서 장서수와 

연간 증서수, 산측면에서 자료구입 산과 총 

산, 행사측면에서 문화 로그램 실시 횟수, 기

타측면에서 좌석수, 도서  연면 , 개 일수, 개

 경과년도 등을 변인으로 포함시켜 분석하 다. 

그 결과 좌석수가 도서  이용자수와 가장 큰 상

계를 나타냈고, 연면 과 사서수 역시 비교

 높은 상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  이용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 

왔다(Greer and Hale 1982; D'Elia and Rodger 

1995; Sarling and Van Tassel 1999; 차미경 

2002; 유경종 2009). 그러나 이용자의 개인  

특성이나 공공도서 의 특성에 비해 지역사회

의 특성과 그 지역 주민의 도서  이용간의 

계를 살펴본 국내의 실증  연구는 매우 드물

다. 최근 이희수와 김기 (2014)이 이 계를 

조사하고자 인천 지역 공공도서  이용자 300

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응답자

의 도서  이용행태, 도서 에 한 인식  요

구, 지역사회 평가, 서비스 만족도가 세 유형의 

지역특성(즉, 구도심, 신도심, 도․농 복합 지

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한 결과, 도서

 이용행태, 도서 에 한 인식, 도서  서비

스에 한 만족도에서 부분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구도심지의 거주

자나 도농 복합지역 주민들보다 신도심 주민들

이 공공도서 의 다양한 기능을 보다 잘 이해

하고, 더 활발히 이용하고 있었으며, 불편한 

근성은 구도심이나 신도심 지역 이용자보다 도

농복합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을 이용하지 않

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었다.



29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4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로 Sin(2012)은 국가

의 교육  도서  통계를 사용하여 도서  이

용빈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  도서 서비스

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 다. 그는 구

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고등학생들의 공공도

서  이용빈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숙제, 

여가, 인터넷 속 등의 목 에 따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 , 가계수입 

등으로 구성된 학생의 사회경제  지 , 성별, 

인종, 성취동기, 사회참여, 학교도서  이용 목

 등의 개인  특성과, 공공도서 의 근성 

 환경으로 구성된 공공도서  서비스 수 , 

가정 내에서의 컴퓨터  인터넷 속 환경, 

린트 자원 등으로 구성된 가정의 정보 환경, 학

교의 정보 환경, 거주지역의 환경 등을 변인으

로 구성하 다. 분석결과 학교도서  이용 빈도, 

인종(민족)  특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이 공공

도서  이용빈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밝 졌으며, 공공도서 의 서비스 수 , 학

생들의 사회경제  지 , 성취동기 등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  특성을 

포함한 개인  요인(박옥화 2007; Sin 2012; 

이경란 2013)에 근거하여 이용자들의 공공도

서  이용을 분석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  서

비스를 구성하는 인 , 물 , 환경  자원이 이

용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거나(최희곤 

2009; Sin 2012), 지역사회의 특성과 이용간의 

계를 조사한 연구(이희수, 김기  2014)는 드

물게 수행되었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개인 인 

특성, 공공도서 의 자원 투입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의 도서  투자 등을 종합 으로 고찰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 착안하여 공

공도서  이용과 련 있는 요인들을 사회인구

학  특성으로 측정한 개인 차원, 서비스 자원

의 투입  산출로 측정한 개별 도서  차원, 

그리고 기   역 자치단체의 도서  투자

를 통해 본 지역 차원으로 구성하여 다차원

인 규명을 시도하고자 하 다.

2. 연구 설계

2.1 연구문제와 표집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용이 이용

자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이용하고 있는 

개별 도서 의 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그리

고 거주하고 있는 기   역 지방자치단체

의 크기와 도서  투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공공도

서  이용과 련이 있는 개인

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 2: 개별 공공도서 의 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련 특성 에서 

어떤 특성이 그 도서  이용자

들의 이용과 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공공도

서  투자 련 특성 에서, 어

떤 특성이 그 지역 주민의 공공

도서  이용과 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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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공

공도서 의 자원 투입  산출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도서  투

자 특성 에서 한국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용을 가장 잘 설

명할 수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의 연구목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의 범 를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으로 한정하 다. 자료는 성인들의 도서  이용

행태와 개인  특성을 악하기 해서 구조화

된 설문지로 수집하 고, 설문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 의 자원투입과 거주지역 지방

자치단체의 도서  투자 특성은 2013년 국가도

서 통계를 통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

모를 나타내는 인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 황을 통해 수집하 다.

설문조사는 문사회조사기 의 온라인패

을 통해 2014년 3월 27일에서 4월 29일까지 총 

33일간 웹 설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참여

자 확보를 한 표집설계의 경우, 한민국 토 

안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의 표성을 확보하기 

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  분

포 등을 고려한 유층표집(stratified sampling)

을 용하여 총 1,000명의 표본을 선정하 다. 

구체 으로 성별의 경우 인구 구성비에 맞추어 

성인남녀를 각기 50%씩 표집하 으며, 연령의 

경우 일반 으로 고령자의 설문 참여가 높지 않

아 우리나라 성인 인구분포에 비례한 연령별 표

집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 가능한 정 표본 크

기를 확보하는 수 에서 선정하 다. 그 결과, 

18~29세 연령군에서 35%, 30~44세에서 40%, 

45~54세에서 15%, 55세 이상에서 10%를 표집

하 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17개 역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비례를 기 으로 서울 21%, 충청/

/강원 14%, 경기/인천 26%, 경상/부산/

구/울산 26%, 라/ 주/제주 12%를 목표로 표

집하 다. 마지막으로, 설문지의 내용이 주로 공

공도서  이용과 련된 문항이어서 공공도서  

비이용자의 참여가 조한 경향이 자료수집 기

에 나타남에 따라, 비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하여 공공도서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비율을 

7:3으로 할당표집(quota sampling)하 다. 

2.2 설문지의 주요 변인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먼 , 공공도서  이용을 나타내는 종속변

인은 “일반 성인의 공공도서  방문 경험  빈

도”로 8  척도로 구성하여, (1) 과거 어떤 도

서 도 이용해 본 경험 없음, (2) 도서 은 이용

해 보았지만 공공도서 은 이용해 보지 않았음, 

(3)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없지만 그 에는 방

문하곤 했음, (4) 연 1~2회 정도 방문함, (5) 

반년에 2~4회 정도 방문함, (6) 월 1~2회 정

도 방문함, (7) 2주에 1~2회 정도 방문함, (8) 

주 1회 는 그 이상 방문함 등으로 측정하 다. 

독립변인은 아래와 같이 (1) 개인  특성(인

구사회학  특성), (2) 그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 의 특성(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그리

고 (3) 그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기   역 

지방자치단체의 도서  투자)의 특성이라는 3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 다. 첫째, 개인  특성에 

한 변인은 연령, 성별, 교육, 가계소득, 결혼여

부, 미성년 동거 자녀 여부, 거주지의 행정구

역명, 거주지 거주기간,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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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등이었으며, 설문을 통해 수집하 다. 

둘째, 연구참여자 개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

공도서 의 특성에 한 변인으로는 주로 개별 

도서 의 서비스 투입  산출 련 변인을 설정

하 으며, 설문에서 참여자가 재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도서 이라고 보고한 도서 명을 토

로 2013년 국가도서 통계에서 데이터를 추출

하 다. 시설, 인력, 장서, 서비스 등 네 가지 측

면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 운 년수, 연면 , 근성(주로 사용

하는 이동방법으로 도서 까지 가는데 걸

리는 시간), 연간 개 일수, 주당 개 시간 

나) 인력: 직원수, 사서수 

다) 장서: 인쇄도서수, 총 장서수, 연간 총 

증서수, 연간 총 구입증서수, 총 자료구

입비, 도서구입비, 자자료구입비 

라) 서비스: 문화 로그램 실시횟수, 독서 

 도서  련 로그램 실시횟수, 총 

운 비  로그램운 비 

셋째, 설문참여자 개개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규모(인구)와 그 자치단체의 공공도서  투자 

특성과 련된 변인을 포함하 다. 련 자료

는 2013년 국가도서 통계에서 추출하 는데, 

설문응답자가 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한 행정구역명을 토 로 그 지역에 설립된 모

든 개별 공공도서 의 통계자료를 추출하고 그 

합을 계산하여 산출하 다. 각 변인은 기   

역자치단체의 두 측면에서 각각 악하 으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사회 크기: 총 인구수 

나) 시설: 총 도서 수, 1  당 지역 내 사

상인구수, 총 연면 , 연면  1m²당 

사 상인구수

다) 인력: 직원 총 수, 사서 총 수, 직원1인 

당 사 상인구수, 사서1인 당 사

상인구수

라) 장서: 인쇄자료 총 수, 사 상인구 1

인 당 인쇄자료 수

마) 산: 총 산, 사 상인구 1인 당 자

료구입 산

변인값 산출의 를 보면, “기 자치단체의 

총 도서 수”는 국가 도서 시스템에 등재된 

그 기 자치단체 내 공공도서  총 수를 산출

한 것이고, “ 역자치단체의 1  당 지역 내 

사 상인구수”는 역자치단체 체 사 상

인구수를 해당 역자치단체 내 총 공공도서  

수로 나  값으로 산출하 다. 

2.3 분석방법 

통계자료의 분석을 해 기술통계와 Pearson 

상 분석, 계층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 

tiple regression, 이하 HMR) 등을 사용하 다. 

기술통계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특성,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 과 거주하는 지역의 일반

 특성을 기술하기 해 사용하 다. 상 분석

은 공공도서  이용이 각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연구문제 1), 개별 공공도서 의 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특성(연구문제 2), 기   

역 자치단체의 도서  투자 특성(연구문제 

3) 등과 각기 서로 연 이 있는지를 악하기 

해 사용하 다. 계층  다 회귀분석은 연구

문제 4에서 여러 독립변인 가운데 공공도서  

이용을 가장 잘 측하고 설명하는 변인을 규

명하는데 사용하 다. 다 회귀분석은 다수의 독

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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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분석방법이다. 특히 

계층  다 회귀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인을 연

구자가 설정한 일정 순서 로 회귀모형에 단계

으로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일반 으로 기존

에 종속변인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독립변

인을 먼  투입하고, 다음 단계에서 회귀모형에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새로 투입된 변인들이 

종속변인을 얼마나 더 설명하는지를 측정한다. 

한 계층  회귀분석은 다른 모든 독립변인의 

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모형 안의 각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를 회귀

계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방법을 통해 각 독립변인의 향력을 측정

하 다.

3. 결과분석

3.1 조사 상 표본의 개인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성

인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독서량 등

의 개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 분포는 우리나라 인구에 비례하여 남녀 

동일비율로 표집되도록 설계했으므로, 남녀 각

각 500명(50%)이었다. 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18~29세가 350명(35.0%), 30~44세가 400명

(40.0%), 45~54세가 150명(15.0%), 55세 이

상이 100명(10.0%)이었는데, 이  65세 이상이 

11명(1.1%)으로 인구 비 고령자의 참여가 

낮았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6.4세 다. 가

계소득분포는 월 200만원 미만이 117명(11.7%), 

200~299만원이 155명(15.5%), 300~399만원이 

210명(21.0%), 400~499만원이 187명(18.7%), 

500~749만원이 231명(23.1%), 750만원 이상

이 98명(9.8%)이었다. 배우자 존재 여부의 경

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510명(51.0%), 없

는 응답자가 490명(49.0%)이었다.  재 함

께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총 383명(38.3%)이었다. 미성년 자녀

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383명 가운데,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73명(19.1%), 3~6세

의 부모는 91명(23.8%), 등학생 부모는 136

명(35.5%), 학생 부모는 114명(29.8%), 고

등학생 부모는 105명(27.4%)이었다. 

참여자의 거주지 분포는 기본 으로 17개 

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비례하여 표집한 결

과를 반 하고 있었다. 구체 으로, 서울 거주 

응답자가 가장 많은 218명(22.0%), 경기도가 

209명(21.1%)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그 밖의 

역자치단체의 응답자는 인구비례에 따라 모

두 10% 미만이다. 역자치단체를 지역별로 묶

었을 때, 응답자 구성은 서울 21%, 충청/ /

강원 14%, 경기/인천 26%, 경상/부산/ 구/울

산 26%, 라/ 주/제주 12% 등의 분포를 나

타냈다. 거주지를 동/면 단 로 조사한 결과, 연

구참여자들은 국 총 226개의 기 자치단체 가

운데 160개의 기 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것

으로 악되었다. 한편 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66명(6.6%), 1~3년 

미만이 146명(14.6%), 3~5년 미만이 129명

(12.9%), 5~10년 미만이 216명(21.6%), 10~ 

20년 미만이 250명(25.0%), 20년 이상이 193명

(19.3%)이었다. 도시 거주자가 많았음에도 

응답자의 2/3 정도가 재 살고 있는 동네에 5년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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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N=1,000) 여자 500 50.0 남자 500 50.0

연령(N=1,000)

(평균 36.4; 표 편차 11.9)

18~29세 350 35.0 45~54세 150 15.0

30~44세 400 40.0 55세 이상 100 10.0

교육(N=1,000)

졸 이하 15 1.5 학 재학 31 3.1

고졸 157 15.7 4년제 졸 604 60.4

학 수료미만 130 13.0 학원졸 63 6.3

가계소득(N=998)

월49만원 이하 13 1.3 월300~399만원 210 21.0

월50~99만원 8 0.8 월400~499만원 187 18.7

월100~149만원 42 4.2 월500~749만원 231 23.1

월150~199만원 54 5.4 월750~999만원 75 7.5

월200~299만원 155 15.5 월1,000만원 이상 23 2.3

결혼여부(N=1,000) 기혼 510 51.0 미혼 490 49.0

미성년 동거자녀 여부(N=1,000) 있음 383 38.3 없음 617 71.7

미성년 동거자녀 분포(N=383)

3세미만 73 19.1 학생 114 29.8

3~6세  91 23.8 고등학생 105 27.4

등학생 136 35.5

 거주지 거주기간(N=1,000)

1년 미만 66 6.6 5~10년 거주 216 21.6

1~3년 거주 146 14.6 10~20년 거주 250 25.0

3~5년 거주 129 12.9 20년 이상 거주 193 19.3

거주지역(N=992)

서울특별시 218 22.0 경기도 209 21.1

부산 역시 82 8.3 경상남도 52 5.2

구 역시 72 7.3 경상북도 31 3.1

인천 역시 56 5.6 충청남도 37 3.7

주 역시 38 3.8 라남도 23 2.3

역시 42 4.2 라북도 41 4.1

울산 역시 21 2.1 충청북도 23 2.3

세종특별자치시 8 0.8 강원도 30 3.0

제주특별자치도 17 1.7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  특성(N=1,000)

연간독서량(N=1,000) 연간 출건수(N=700) 공공도서  이용 유경험자(N=1,000) 

10.8권 10.5건 700명

<표 2> 연구참여자의 도서  이용 련 특성 

설문응답자의 도서  이용과 련된 특성으

로 볼 수 있는 독서량, 도서 자료 출량, 공공

도서  이용경험 여부에 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우선, 연간독서량은 “학습서  자습서를 제

외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는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

는데, 그 결과, 응답자들은 지난 1년간 평균 

10.8권의 책을 읽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도서 자료의 출정도를 악하기 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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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참여자의 공공도서  이용 경험  빈도

12개월 동안, 각종 도서  자료(도서, 잡지, DVD 

등)를 몇 건 정도 출하셨습니까?”라고 물어 

본 결과, 체 응답자들은 1년간 평균 10.5건을 

출한 것으로 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

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체 조사 상자의 70%인 700명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공공도서  방문 경험과 빈도에 

한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았다. 먼  공공

도서  비이용자(n=300) 가운데, 공공도서

을 포함하여 어떤 도서 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153명(51%), 공공도서  이외

의 다른 도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 147명(49%)이었다. 

한편, 공공도서  이용자(n=700)의 경우에

는 “지난 12개월 동안 공공도서 을 략 얼마나 

방문하셨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그 방문빈도

를 측정하 는데,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없지만 

그 에는 방문하곤 했다”가 70명(10%), “연 

1~2회 정도”가 98명(14%), “반년에 2~4회 

정도”가 147명(21%), “월 1~2회 정도”가 231

명(33%)이었고, “2주에 1~2회 정도”가 91명

(13%), “주 1회 는 그 이상”이 63명(9%)으

로 나타났다. 

3.2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 의 특성

설문참여자 개개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

서 의 특성이 그 개인의 도서  이용과 어떤 

연 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통해 참

여자들에게 주로 이용하는 도서 의 이름을 

게 하 다. 이후 각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도서

명을 토 로 2013년 국가도서 통계에서 분

석에 필요한 개별 공공도서 의 통계를 추출하

다. 공공도서 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응

답자들이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 으

로 보고한 도서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서 확인할 수 없는 도서 이나 다른 유형의 도

서 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26명의 이

용자와 그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 을 서로 

매칭 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공공도서 은 복수를 제외하

면 총 340개 으로, 2013년 국가도서 통계에 

수록된 총 865개 공공도서 의 39.3%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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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가능한 응답자 526명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공공도서 의 투입  산출 련 

통계를 시설, 인력, 장서, 서비스, 이용자 등 총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이들 공공도서

의 체  특성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  시설 측면에서, 조사에 포함된 공공도

서 들의 설립년도를 찾아 집계해 본 결과, 연

구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한 공공도

서 의 평균 운 년수는 약 22년이었다. 연면

은 평균 4,926m² 으며, 연간 평균 개 일수

는 307일, 주당 평균 개 시간은 약 80시간으로 

나타났다. 도서 의 근성 정도를 알아보기 

해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갈 때 도서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본 결과, 평균 약 

25분 거리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력상황을 나타내는 도서  체 직원수는 평

균 약 30명, 사서수는 12명이었다. 

장서 련 특성으로, 총 장서수는 평균 약 23

만권, 인쇄도서수는 평균 약 196,000권, 연간 총 

증서수는 평균 약 15,600권, 연간 총 구입증서

수는 평균 약 14,300권이었다. 자료구입 산과 

련해서는, 총 자료구입 산은 평균 약 1억 

5,700만원, 총 인쇄도서구입비는 평균 약 1억 

1,800만원, 자자료구입비는 평균 약 1,260만

원이었다. 장서량을 단 면 으로 환산해 보

면, 도서  연면  1m²당 장서수는 평균 약 55

권, 연면  1m²당 인쇄도서수는 평균 약 46권

이었다. 

서비스 련 특성을 보면, 설문참여자들이 이

용한 공공도서 에서는 연평균 약 45회 정도의 

문화 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독서  

도서  련 로그램 실시횟수는 연평균 약 

41회로 나타났다. 총 산  로그램 운 비

로 평균 약 8,1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도서

구분　 변인 평균 표 편차 변인 평균 표 편차 

시설

도서  운 년수(년) 22.2 21.3 주당 개 시간(시간) 79.6 15.6

연면 (m²) 4,926 3,369 도서 까지의 거리( 근성) 약25분 12

연간 개 일수(일) 307.3 32.1

인력 직원 총 수(명) 29.7 17.7 사서 총 수(명) 12.2 9.4

장서

총 장서수(권) 229,692 210,234 도서구입(천원) 118,513 71,956

인쇄도서수(권) 196,026 132,408 자자료 구입비(천원) 12,571 25,199

연간 총 증서수(권) 15,627 11,051 연면  1m²당 총장서수(권) 55.1 60.8

연간 총 구입증서수(권) 14,291 10,220 연면  1m²당 인쇄도서수(권) 45.8 27.8

총자료구입비(천원) 156,875 104,665

서비스

문화 로그램 실시횟수(회) 45 67 로그램운 비(천원) 81,704 94,308

독서/도서 로그램 

실시횟수(회)
41 50

연면  1m²당 

로그램운 비(천원)
17.6 21.2

이용자

총 이용자수(명) 1,383,883 967,837 자료실 이용자수(명) 569,094 433,101

총 등록 이용자수(명) 69,334 56,746 연면  1m²당 이용자수(명) 332 347

도서  방문자수(명) 814,789 551,363
연면  1m²당 자료실 

이용자수(명)
136 139

<표 3> 연구참여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공공도서 의 특성(N=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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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  1m²당 로그램 운 비는 약 17,000

원이었다. 

공공도서  서비스의 표  산출지표인 이

용자수의 경우, 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

공도서 들의 연간 이용자수는 평균 약 138만

명이었고, 연간 도서  방문자수는 약 81만명, 

연간 자료실 이용자수는 약 57만명, 총 등록이

용자수는 평균 약 6.9만명이었다. 도서  연면

 1m²당 연간 이용자수는 평균 약 332명, 연

면  1m²당 연간 자료실 이용자수는 평균 약 

136명으로 악되었다.

3.3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공공도서  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 개개인이 속한 지역의 규모와 해

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  서비스를 해 

투입한 자원의 규모가 그 개인의 도서  이용과 

어떤 연 성이 있는지 악하기 해 설문 응답

자에게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

을 동/면 단 까지 보고하도록 하 다. 이 게 

악한 행정구역명을 통해 각 개인이 속한 기  

 역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체 인구와 

도서  인 라 수 을 악할 수 있었다. 지역

별 공공도서  인 라 수 을 나타내는 통계는 

2013년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구하 는데, 각 지역에 해 그 지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 공공도서 의 통계를 추출

하여 그 합을 구함으로써 분석에 필요한 지역단

 통계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 

지역별 공공도서  투입자원으로 살펴 본 통

계치는 시설, 장서, 직원, 산 등으로, 기   

역 자치단체 단 에서 산출했다. 그 결과 본 연

구참여자 1,000명 가운데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

한 8명을 제외한 총 992명의 참여자가 재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국의 160개 기   

17개 역 자치단체가 구축하고 있는 공공도서

 인 라 수 이 <표 4>와 같이 집계되었다. 

구분 변 인
기 자치단체(N=160) 역자치단체(N=17)

평 균 표 편차 N 평 균 표 편차 N

인구 총 인구(명)  495,391 271,114 992  7,030,522  4,587,273 992

시설

총 도서 수( )  6  4 992 83 63 992

1  당 사 상인구수(명) 90,876  50,952 979 79,045  19,491 991

총 연면 (m²) 18,406 15,412 992 234,763 211,868 992

연면  1m²당 사 상인구수(명) 35  24 979  31  11 991

장서
총 인쇄자료수(권) 674,620 549,953 992 8,859,130 7,521,964 992

인구 1인당 인쇄자료수(권) 2  1 987 1  0 991

직원

총 사서수(명)  38  26 992  506  368 992

총 정규직원수(명) 45 31 992  603  444 992

총 직원수(명)  96  76 992  1,343  1,198 992

사서 1인당 사 상인구수(명) 14,337 6,707 979 12,730  2,001 991

직원 1인당 사 상인구수(명) 5,960 3,005 979  5,366  1,047 991

산
총 산(천원) 6,208,403 5,558,297 992 76,826,218 67,165,197 992

인구 1인당 자료구입 산(천원) 14  10 987  12  4 991

<표 4> 기   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  인 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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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공도서  방문빈도와 련 있는 개인, 

도서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연구문제 1~3은 개인의 공공도서  방문빈

도가 그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연구문제 

1),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 의 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특성(연구문제 2), 그리고 거주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  투자 수 (연구

문제 3)과 연 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하여 연구참여자의 공공도서  방문빈

도와 앞 에서 살펴본 세 차원의 각 특성과의 

연 성을 Pearson 상 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α=.05). 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공공도서  방문빈도와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과의 계(연구문제 1)를 분석한 결과,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공도서  방문빈

도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몇 

가지 개인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도서  방문빈도가 높은 사람일수

차원 변인 유형 변 인

도서  방문빈도

Pearson 
상 계수

유의확률
(양쪽)

N

개인

인구학  특성

연령** -0.10 0.001 1000

성별(남자)* -0.08 0.014 1000

교육***  0.12 0.000 1000

가계소득**  0.10 0.002 998

결혼여부  0.02 0.510 1000

미성년 동거자녀 여부*  0.07 0.021 1000

3세미만 -0.05 0.323 383

3-6세**  0.17 0.001 383

초등학생*  0.11 0.040 383

학생  0.01 0.890 383

고등학생** -0.16 0.001 383

거주지 거주기간 -0.02 0.557 1000

독서
연간 독서량***  0.25 0.000 1000

연간 대출책수***  0.44 0.000 700

도서

연 도서  운 년수***  0.18 0.000 490

시설

연면 -0.05 0.292 527

연간 개 일수  0.03 0.471 526

주당 개 시간 -0.01 0.830 526

도서관까지의 거리*** -0.23 0.000 700

면 비 이용자수  0.03 0.537 523

면 비 자료실 이용자수  0.02 0.636 523

인력

사서 총 수 -0.08 0.062 515

직원 총 수 -0.04 0.404 515

면 비 사서 총 수  0.01 0.988 523

면 비 직원 총 수  0.04 0.316 523

<표 5> 공공도서  방문빈도와 개인, 도서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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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변인 유형 변 인

도서  방문빈도

Pearson 
상 계수

유의확률
(양쪽)

N

도서

장서

인쇄도서수* -0.09 0.034 526

총 장서수 -0.06 0.163 526

연간 총 구입증서수 -0.07 0.108 526

면 비 도서인쇄자료수 -0.05 0.217 523

면 비 총 장서수 -0.01 0.883 523

도서구입 산 -0.08 0.058 526

전자자료 구입예산** -0.13 0.004 526

자료구입 총 예산* -0.10 0.020 526

면 비 도서구입 산 -0.01 0.796 523

로그램운

로그램 운 산 비율 -0.06 0.160 526

문화 로그램 실시 횟수 -0.06 0.176 526

독서/도서 로그램 실시횟수 -0.08 0.055 526

면 비 로그램운 비  0.01 0.974 523

기 지역

지역사회크기 총 인구**  0.09 0.007 979

총수

총 도서 수  0.00 0.977 992

총 연면  0.01 0.790 992

총 인쇄자료수  0.00 0.893 992

사서수*  0.07 0.022 992

총 직원수*  0.07 0.030 992

총 산  0.01 0.713 992

단 당 통계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  0.11 0.000 979

연면적 1㎡당 봉사대상인구**  0.10 0.002 979

봉사대상인구 1인당 인쇄자료수*** -0.12 0.000 987

봉사대상인구 1인당 자료구입예산* -0.07 0.031 979

사서 1인당 사 상인구  0.01 0.653 987

직원 1인당 사 상인구  0.02 0.502 979

역지역

지역사회크기 총 인구***  0.26 0.000 994

총수

총 도서관수***  0.22 0.000 992

총 연면적***  0.18 0.000 992

총 인쇄자료수***  0.19 0.000 992

사서수***  0.27 0.000 992

총 직원수***  0.21 0.000 992

총 예산***  0.18 0.000 992

단 당 통계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  0.14 0.000 992

연면적 1㎡당 봉사대상인구***  0.11 0.000 991

봉사대상인구 1인당 인쇄자료수*** -0.20 0.000 991

봉사대상인구 1인당 자료구입예산*** -0.15 0.000 991

사서 1인당 사 상인구 -0.01 0.759 991

직원 1인당 사 상인구수  0.01 0.736 991

***p<.001, **p<0.01, *p<0.05 
Pearson 상 계수는 두 자리수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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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나이가 더 어리며(r=-.10), 남자보다는 여자

(r=-.08)가 더 많았고, 교육수 (r=.12)과 가

계소득수 (r=.10)이 더 높았으며, 미성년 동

거자녀(r=.07)가 있는 경향이 더 높았다. 특히 

3~6세 미취학 아동(r=.17)과 등학생의 부모

(r=.11)가 더 많이 도서 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부모(r=-.16)일

수록 공공도서  방문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

른 무엇보다 공공도서  방문빈도와 큰 상

계가 있는 개인  특성은 연간독서량(r=.25)과 

연간 도서 출책수(r=.44) 으며, 거주기간과 

결혼여부는 공공도서  방문빈도와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 도서 의 특성과 공공도서  

방문빈도간의 상 분석 결과를 보면(연구문제 

2), 이용하는 도서 이 새로 설립된 도서 일수

록(r=.18), 그리고 도서 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r=-.23) 방문빈도가 더 높았

다. 한 흥미롭게도 이용하는 도서 의 인쇄도

서수가 고(r=-.09), 총 자료구입 산이 을

수록(r=-.10) 방문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공공도서  방문빈도가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크기  공

공도서  투자 수 과 련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연구문제 3). 조사결과, 공공도서 을 더 

자주 방문하는 시민이 살고 있는 기 자치단체

일수록 지역인구가 더 많았고(r=.09), 그 자치

단체 내 도서 들의 1  당 사 상인구가 더 

많았으며(r=.11), 지역 내 도서 들의 연면  

1m²당 사 상인구가 더 많았다(r=.10). 더

불어 사 상인구 1인 당 인쇄자료수가 더 

었고(r=-.12), 사 상인구 1인당 자료구입

산도 더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15). 

한 개인의 공공도서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기

자치단체의 체 도서  직원수(r=.21)와 사

서수(r=.27)는 더 많았지만, 직원  사서 1인 

당 사 상인구수와는 무 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기 지역단 에서 시민의 도서  방문빈

도는 그 지역에 설립된 총 공공도서 수, 총 연

면 , 총 인쇄자료수, 총 산규모 등과는 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자치단체의 

특성과 그 지역 주민의 공공도서  방문빈도간

의 상 계를 살펴보면, 공공도서  방문빈도

가 더 높은 시민이 거주하는 역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총인구(r=.26)와, 도서 수(r=.22)가 

더 많았으며, 도서 의 총 연면 이 더 넓었다

(r=.18). 한 방문빈도가 더 높은 역지역은 

더 많은 총 인쇄자료수(r=.19)를 갖고 있었고, 

도서  직원수(r=.21)와 사서수(r=.27), 총 

산도 더 많은 특성(r=.18)을 지니고 있었다. 도

서 을 자주 방문하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역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도서  1  당 사 상인

구(r=.14), 연면  1m²당 사 상인구(r=.11)

가 더 많았으며, 사 상인구 1인당 인쇄자료

수(r=-.20)와 사 상인구 1인당 자료구입

산은(r=-.15) 더 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공공도서  방문빈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 도서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연구문제 4는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공공

도서  방문빈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

사회학  특성,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 의 

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특성, 그리고 거주하

는 기   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  

투자 특성을 악하는 것으로, 이를 해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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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모형은 3단계

로 구성하 는데, 1단계에서는 개인의 특성, 2

단계에서는 공공도서 의 특성, 3단계에서는 

기   역 자치단체의 특성을 포함하 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공공도서  방문에 미

치는 향력(β )과 그것의 통계 인 유의도(p)

를 보여 다. 한편 R²는 각 차원에서 투입된 독

립변인 체가 공공도서  방문을 설명하는 정

도를 의미하고, R²변화량은 각 차원에 새로 투

입된 변인들의 추가  설명력을 의미하며, R²

변화량의 유의도는 그 추가 설명력의 통계 인 

유의도를 의미한다(α=.05).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층  회귀모형 

제 1단계를 구성하는 9개의 개인  특성에 한 

변인들은 공공도서  방문빈도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설명하고 있었다(R²=.171, 

p<0.001). 이는 개인  특성이 공공도서  방

문을 총 17.1% 설명하는 유의미한 설명변인임

을 보여 다. 다음 단계에서 개별도서 의 특

성을 나타내는 총 10개의 독립변인을 회귀모형

에 추가한 결과, 3.7%의 설명력이 증가되어 공

공도서  방문의 총 20.8%가 설명되었고, 이 역

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이었다(R²=.208, 

p<.05).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

 투자 수 을 나타내는 총 6개의 독립변인을 

모형에 추가한 결과, 체 설명력이 α=.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못

했다(R²=.219, p=.364). 회귀모형을 구성하

는 독립변인 가운데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밝

진 설명변인을 살펴보면, 개인  특성에서는 

독서량(β=.38, p<.001)과 도서 까지의 거리

(β=-.13, p<.05), 개별 도서 의 특성에서는 도

서  설립년수(β=.18, p<.01), 도서   독서 

련 로그램 강좌 실시횟수(β=-.09, p<.05)

다. 지역사회 도서  투자 특성 에서는 유

의수  α=.05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기 자치

단체의 도서  연면  1m²단  당 사 상인

구수(β=.14, p<.10)와 직원1인 당 사 상인

구수(β=-.14, p<.10)등이 공공도서  방문빈

도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독서량이 많고, 도서

까지의 근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공공도서

을 더 자주 방문하 고, 주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 의 특성에 따라서는 도서  설립년도가 

비교  최근이고, 도서   독서 련 로그

모형 독 립 변 인 표 β t 유의도 (p) R² R² 변화량 R²변화량의 p

1

나이 -0.06 -0.97 0.333 0.171 0.171 0.000***

성별(남자) 0.03 0.76 0.449

교육 -0.04 -0.82 0.412

가계소득 0.03 0.65 0.518

결혼여부 -0.05 -0.64 0.525

자녀여부 -0.01 -0.21 0.830

 거주지 거주기간 0.05 1.08 0.282

연간 독서량*** 0.38 8.71 0.000

도서관까지의 거리** -0.13 -2.91 0.004

<표 6> 공공도서  방문빈도와 개인, 도서 , 지역 차원의 특성 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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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 립 변 인 표 β t 유의도 (p) R² R² 변화량 R²변화량의 p

2

나이 -0.05 -0.90 0.371 0.208 0.037 0.023*

성별(남자) 0.05 1.21 0.226

교육 -0.02 -0.47 0.642

가계소득 0.01 0.18 0.859

결혼여부 -0.03 -0.45 0.656

자녀여부 -0.05 -0.86 0.389

 거주지 거주기간 0.05 1.22 0.224

연간 독서량*** 0.36 8.46 0.000

도서관까지의 거리* -0.11 -2.46 0.014

연면 -0.09 -1.20 0.231

도서관 나이(설립년도)** -0.18 -3.27 0.001

연간 개 일수 0.01 0.13 0.899

주당 개 시간 -0.01 -0.14 0.892

직원 총 수* 0.19 2.21 0.028

총 장서수 0.06 1.04 0.299

도서  총 산  자료구입비 합계 -0.09 -1.33 0.185

도서  총 운 비  로그램 운 비 -0.02 -0.27 0.789

문화 로그램 강좌 실시 횟수 0.04 0.62 0.538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 실시 횟수† -0.09 -1.76 0.079

3

나이 -0.06 -0.93 0.352 0.218 0.012 0.364

성별(남자) 0.05 1.21 0.228

교육 -0.02 -0.53 0.598

가계소득 0.00 0.03 0.976

결혼여부 -0.04 -0.56 0.576

자녀여부 -0.04 -0.70 0.482

 거주지 거주기간 0.06 1.37 0.170

연간 독서량*** 0.37 8.42 0.000

도서관까지의 거리* -0.11 -2.34 0.020

연면 -0.04 -0.49 0.627

도서관 나이(설립년도)** -0.18 -3.08 0.002

연간 개 일수 0.01 0.14 0.886

주당 개 시간 -0.02 -0.35 0.725

직원 총 수 0.13 1.42 0.157

총 장서수 0.06 1.17 0.242

도서  총 산  자료구입비 합계 -0.10 -1.41 0.161

도서  총 운 비  로그램운 비 -0.01 -0.21 0.830

문화 로그램 강좌 실시 횟수 0.04 0.64 0.526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 실시 횟수* -0.10 -1.99 0.048

기초지자체 연면적 1m²당 봉사대상인구수† 0.14 1.92 0.056

기 지자체 사 상인구 1인당 자료구입 산 0.01 0.08 0.936

기초지자체 직원 1인당 봉사대상인구수† -0.14 -1.79 0.075

역지자체 연면  1m²당 사 상인구수 0.05 0.75 0.455

역지자체 사 상인구 1인당 자료구입 산 0.00 0.01 0.996

역지자체 직원 1인당 사 상인구수 -0.04 -0.46 0.644

***p<.001,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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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더 게 실시하는 도서 일수록 방문빈도

가 높게 나타났다. 한 공공도서 을 더 많이 

방문하는 개인일수록, 그가 속한 기  단체 내 

도서 들의 연면  1m²당 사 상인구수가 

더 많았고, 직원 1인당 사 상 인구수가 더 

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4.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

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측해 주는 요인을 규

명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구체 으로, 

개인의 공공도서  방문빈도가 그 개인의 인구

사회학  특성, 그가 이용하는 개별 공공도서

의 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특성, 그리고 

거주지역의 기   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도서  투자 수 과 어떤 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해 네 개의 연구문제

를 구성하여 조사 분석하 고, 본 장에서는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 ,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  방문빈

도와 련 있는 개인  특성을 악하기 하

여 총 9개로 구성된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인과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연구문제 1). 

그 결과 결혼여부와 거주기간을 제외한 총 7개 

변인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나이가 어릴수

록, 여성일수록, 교육과 소득수 이 높을수록, 

3~6세 미취학 아동이나 등학생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일수록, 그리고 교육  가계소득 수

이 높을수록 공공도서 을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밝 졌다. 교육과 가계소득수 이 높을

수록 도서  방문빈도가 더 높다는 것은 

의 고령자를 상으로 한 박옥화(2007)와 미국 

고등학생을 상으로 공공도서  이용을 연구

한 Sin(2012)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 개인의 특성 가운데 공공도서  방문빈도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서량인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경란(2013)의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개인의 도서  자료

출수가 공공도서  방문빈도와 매우 강한 정

인 상 계를 보인 것은 학습실 주의 공부

방으로 사용되던 기존의 공공도서  이용 패턴

에서 독서나 정보 활용의 목 으로 이용에 바

람직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공공도서

 이용과 련 있는 개별 공공도서 의 서비

스 자원 투입  산출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총 

10개의 변인 가운데 4개 변인이 공공도서  방

문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한 

계를 보인 변인은 도서 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물리  근성이 공공도서  이용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검증해주는 결과이다(Zweizig 

and Dervin 1977; 이희수, 김기  2014). 그 다

음으로 강한 연 성을 보인 것은 도서  설립

년도로, 설립이 오래되지 않은 “ 은” 도서 일

수록 방문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로 설립된 도서 일수록 방문빈도가 더 높았다

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보고된 바 없는 새로

운 연구결과로, 지난 10여 년 간의 한국 공공도

서 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실증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은 2003년 말 471

개 에서 2013년 말 865개 으로 매우 격한 

속도로 증가되었으며, 오랫동안 교육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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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제한 인 역할에서 벗어나 차 그 본연

의 역할과 기능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권 가까이 새로 건립

된 도서 들은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로 지역주

민의 도서  방문을 더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자료구입 총 산과 인쇄도서수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료구입 총

산과 인쇄도서수가 은 공공도서 일수록 

이용자의 방문빈도가 높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 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시

사한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공공도서  자료의 

부분이 인쇄도서이고, 새로 개 한 도서 일

수록 인쇄도서수가 을 가능성이 크다는 에 

비추어, 자료열람 이외의 목 으로 도서 을 방

문한 이용자가 많았다고 보기보다는 새로 지어

진 도서 의 방문빈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을 나

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2013년 국

가도서 통계 기  우리나라 공공도서 에서 

자자료와 비도서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

각 6.6%와 5.2%에 불과했다.  총 자료구입

산의 경우 도서 의 수서의지보다는 도서 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 실인 을 고려할 때, 

최근의 공공도서 이 형 도서  보다는 집 가

까이에 치한 소규모로 건립되고 있다는 추

세에 비추어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로 2013년에 개 한 도서   국가도서 통계

에서 개 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17개 공공도서

의 평균 연면 은 2,602㎡에 불과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보

고된 바 있는 연면 과 사서수(최희곤 2009)가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방문빈도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개 일수, 주당개 시간, 

직원수, 총장서수, 로그램 운 횟수  로

그램 운 비 역시 공공도서  방문빈도와 련

이 없었다. 

연구문제 3과 련해서 일반 국민들의 공공

도서  이용과 련 있는 거주지 규모(인구)  

거주지의 기 와 역 자치단체의 공공도서  

투자 수 과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공공도서  방문빈도는 그 지역 인구와 높은 상

계를 보 다. 즉, 인구가 많은 기   역 

자치단체의 거주자일수록 공공도서  방문빈도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도서 의 근

성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

정구역은 인구를 기 로 나뉘며, 인구수에 따라 

상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시스템이다. 따라

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정주환경의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는 도시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 도서 에 

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다양하고 편리하므

로 도서  근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기 자치단체내 도서  1  당 

사 상인구수와 연면  1m²당 사 상인구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도서 방문빈

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역시 이와 같은 해석

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공공도서  방문빈도가 자치단

체내 공공도서 의 총수, 연면 , 장서수, 산 

등과는 무 했지만 사서수와 직원수가 많은 기

자치단체일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도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인  서비

스가 이용자의 도서  방문을 유인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편 사 상

인구 1인당 인쇄자료수와 1인당 자료구입 산

이 은 기 자치단체일수록, 그 지역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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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서  방문빈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최근 

우리나라 공공도서 이 소규모로 건립되고, 

최근 설립된 도서 일수록 소장 자료수가 다

는 에 비추어 최근 건립된 도서 이 시민들

에게 더 선호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역자치단체의 결과에서도 기 자치단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기 자치단체의 지

표에서보다 훨씬 더 강한 상 계를 보 다. 

도서  방문빈도는 총인구수를 비롯해 거의 모

든 지표와 높은 상 계를 보 는데, 역자

치단체 내의 총인구수, 도서 수, 도서 의 총 

연면 , 총 직원수  사서수, 총 산이 많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이 도서 을 더 자주 방문하

고 있었다. 단 당 통계를 보면, 도서  1  당 

사 상인구수, 연면  1m²당 사 상인구

수가 많은 역자치단체일수록 주민들이 도서

을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기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 상인구 1

인 당 인쇄자료수와 1인 당 자료구입 산이 

은 역자치단체주민들의 도서  방문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 역시 기 자

치단체의 에서처럼 새로 설립된 도서 의 이

용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   역 자치단체의 크기, 도서  기반 

수 과 도서  방문빈도간의 계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특성을 보면, 도서  1  당 

사 상인구와 연면  1m²당 사 상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사 상인구 1인 당 인쇄

자료수와 자료구입비가 더 은 지역일수록 주

민들의 도서  방문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공공도서  방문빈도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과 새로 건립된 소규모의 도서 을 

심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연구문제 4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공

공도서  이용을 가장 잘 측할 수 있게 해 주

는 개인  특성과 공공도서 의 특성, 자치단

체의 특성을 발견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측변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먼  개인  차원에서는 

독서량과 근성이 핵심 측변인으로 나타났

는데, 독서량이 많고 도서  가까이에 사는 사

람일수록 공공도서 을 더 자주 방문하고 있었

다. 개별 도서  차원에서는 설립년도와 도서

  독서 련 로그램 실시횟수가 유의미한 

측변인으로 밝 졌는데, 새로 지어진 도서

일수록,  도서   독서 련 로그램을 더 

게 실시하는 도서 일수록 주민들의 도서  

방문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 으로 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은 도서 일수록 도서   독

서 로그램을 많이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을 감안할 때, 상 으로 규모가 작고 새로 

설립된 공공도서 일수록 주민들이 더 자주 방

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 차원에서는 도서  

연면  1m²당 사 상인구수와 직원 1인 당 

사 상인구수가 공공도서  방문빈도를 

측  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 졌다. 기

자치단체 내 도서 직원 1인 당 사 상인구

수가 을수록, 그리고 도서 들의 단 면  

당 사 상인구수가 많을수록 주민들의 도서

 방문빈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p<.10). 기

자치단체 내 도서 의 직원1인 당 사 상인

구수가 을수록 그 지역주민의 도서  방문빈

도가 높다는 결과는 결국 도서  서비스의 질

 측면과 연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사 상 인구 비 충분한 직원수가 확보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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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 자치단체 단 에서 

단 면 당 사 상인구수가 많은 지역일수

록 그 지역주민의 도서  방문빈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앞의 연구문제 3에서도 언 한 바와 같

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일수록 공

공도서 을 더 빈번히 방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인구가 많고 인구 도

가 높은 도시에서는 상 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그들에게 사하기 한 

도서 들이 일상  삶의 공간 속에 더 많이 건립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공도서 의 존재

감과 근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그로 인해 도

서  방문빈도 역시 더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도시 지역의 경우 비록 단 면  비 

사 상인구수가 높아 이상 인 사환경은 구축

하지 못하지만, 그 지 않은 지역보다 공공도서

이 생활권에 착해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게 되

고, 이는 결국 도서  방문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 지역 주민의 상 으로 

높은 도서  방문빈도는 도시 인구의 인구학

 특성과도 련이 있을 수 있다. 도시일수록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낮고, 교육과 소득 수 이 

상 으로 높은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결과 이 

인구학  특성들이 공공도서  방문빈도와도 높

은 상 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  방문은,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독서량이 많은 개인이 일상 으로 쉽

게 근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공도서 이 

주변에 건립되어 있고, 그 도서 에 이용자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  자원이 충분하게 확

보되어 있을 때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용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

터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

 성인들의 공공도서  방문이 인구수나 인구

도가 낮은 지역에서 상 으로 낮았다는 연

구결과는 정보소외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

로, 향후 이 지역에서의 공공도서  서비스 확

충을 해서는 도서  근성을 최 한 높일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해서 근이 어

려운 형의 공공도서 보다는 슈퍼마켓이나 

카페와 같이 시민의 일상  생활권 안에서 보다 

근성이 높고 쾌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소

규모 공공도서 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는 공공도서 이 도시재생 로젝트의 핵심에 

치하여 ‘도시의 거실’로 기능하며, 차 더 시

민의 일상 인 삶의 거 으로서의 기능과 생활

착형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국 등 해외 공공도서 의 변화추이와도 

맥을 같이 한다(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2014).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도서  직원을 확보하는 노력 역시 공공도

서  방문자를 지속 으로 확 시키는데 건

이 되므로, 인  자원의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공도서  투

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의 독서량이 공공도서  방문빈도

와 높은 상 계가 있음은 물론, 강한 측 변

인이 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독서와 공공도

서 이 상호 하게 엮여 있다는 암묵  사실

을 실증 으로 보여  연구 결과이다. 이 결과

는 국가  차원의 독서문화진흥을 해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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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실질 으로 핵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공공도서 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권 속에 깊

숙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해 자치단

체는 건립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장서 확충 등 

도서  투입자원을 실질 으로 확 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선행연구에서 공공도서  방문빈도

와 련있는 것으로 보고된 도서  연면 과 

사서수(최희곤 2009)가 본 연구에서는 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개 일수, 주당 개 시

간 등도 방문빈도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가 특정 도서 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 표본을 상으로 인구분포

를 고려하여 다차원 인 변인들을 통합 으로 

고찰하 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보다 더 일반

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이 웹 설문에 

기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

지 않는 성인들을 제 로 표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  표본의 

후속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와 불일치한 본 연구

결과를 재검토하는 한편, 본 연구 결과를 계속

해서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공

공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증

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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