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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구조를 살펴 으로써 공공도서 의 장소성에 한 이해와 공공도서 의 

가치에 해 설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요인, 장소애착, 장소가치

지각, 이용자 행 의도를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 고, 각각의 변인들 간에 어떠한 인과 계를 가지고 서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한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요인과 장소가치 간의 매개 요인으로서 

장소애착의 직․간 인 효과를 규명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to 

understand placeness of public library, and to explain its social value. This study conducted 

causality analysis of placeness formation in public libraries. And this study analyse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lace attachment in public libraries as a mediated factor between placeness 

factor and perceived pla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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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은 구나 어떤 장소에 속해 살아간다.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 이유는 그곳이 

일상생활의 심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장소와

의 계맺음은 어떤 공간을 단지 유하고 있

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상으로서 사람

과 장소와의 계에 한 이해는 재의 장소

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장소를 창조하는데 기

여한다. 

사람들의 일상은 업무, 경제활동, 여가 등이 

서로 뒤섞이며 사  장소에서 공공장소로 자연

스럽게 이어진다. 이러한 장소의 공공성이 지니

는 이상 인 기능은 사회  상호작용과 의사소

통을 한 공동의 장으로서의 기능, 사회  학

습, 개인의 발 과 정보의 교류를 한 장으로

서의 기능이 있다. 공공장소 에서 표 인 

것이 공공도서 이다. 공공도서 의 장소  특

성 한 공공성에 있다. 공공도서 은 지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장소이며 이를 매개로 시민은 

지식의 세계와 이어진다. 

통 으로 공공도서 은 두 가지 사회  기

능을 수행하며 재까지 발 하여 왔다. 하나는 

서비스로서의 도서 (library as service)의 기

능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로서의 도서 (library 

as place)의 기능이다(Hardy 2006). 자는 도

서 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이용  유

통에 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후자는 도서

 공간 자체의 운   활용 등 도서 이라는 

장소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 

공공도서 이 복합문화공간의 한 역으로서 

인식되는 상황에서 도서 이 고유의 정체성을 

계승하며 발 하기 해서는 이 두 가지 역할

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도서 이라는 장소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

시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곳, 혹

은 목 지가 되기 해서는 지 까지는 단지 잠

재 이고 추측으로만 머물러 있던 도서 만의 

장소성을 발견하는 작업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

서 도서 을 물리  장소와 그것을 향유하는 이

용자와의 복합체로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일상 

속에 엄연히 존재하며 여 히 유효한 장소로서

의 도서 의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심을 기울여야 할 

상으로서 공공도서 의 장소성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기존 련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요

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 다. 더 나아가 

이 요인들을 기반으로 공공도서 의 장소성을 

형성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행  의도와의 계를 악하기 한 연구모형

을 설정하여 변인간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공

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

다. 세부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 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

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공공도서 이라

는 사회  공간의 장소화에 기여하는 요인이나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요인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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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이용자의 장소애착과 어떠한 계가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용자의 장소애착을 향

상시키기 한 선행요인이 무엇이며 그것들은 

장소애착에 얼마나 향을 주는지 분석함으로

써 공공도서 이라는 장소에 한 이용자의 인

식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각된 장소가치가 후행변수로서 이용

자의 행 의도와 어떠한 계가 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장소가치는 방문만족도에 어떤 

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지속 인 재방문을 유

도하기 해 어떠한 변인이 유효한 선행요인 인

지 살펴 으로써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부

터 최종 이용자의 행 의도까지의 연결 구조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요인과 장소가

치지각 간의 매개 요인으로서 장소애착의 직․간

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공공도서  장

소성 형성요인과 장소가치지각 간의 계에서 

장소애착의 매개 없이 직  향을 미치는지, 

장소애착이 부분 으로 매개하는지, 혹은 완

매개 하는지를 검증하고 그 효과를 제시함으로

써 공공도서  이용자의 장소가치지각에 장소

애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

이다. 

2. 이론  배경

2.1 장소(place)  장소성(placeness)

장소와 련된 연구분야는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기호학, 마  등과 련된 다차원

인 학문  특성을 지니고 재까지 발 하여 왔

다. 장소성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생소한 용

어이다. IT의 발 에 따라 인터넷이 유용한 사

회  소통 도구로서 우리사회 반에 지 한 

향을 주었다. 그 결과 자도서  서비스가 보

편화되어 정보가 온라인으로 획득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장소의 유용성 논리가 차 진부해지는 

시 에서 새롭게 장소로서의 도서 이라는 주

제로 2000년  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역설 인 상이다. 본 에서는 ‘장

소로서의 도서 ’이라는 은유  표 을 ‘도서

의 장소성’으로 구체화하기 하여 장소에 한 

학문 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는 사용되는 시기와 상황  사용주체에 

따라 범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장소의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것의 기본 인 정

의  특성에 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지리학자 Lukermann(1964)은 장소를 1) 

국지 이고, 2) 자연과 문화가 깃들어 있고, 3) 

고유하면서도 상호 연 성이 존재하며, 4) 형성, 

발 , 진화하여 역사성이 있고, 5) 의미를 가진 

곳으로 정의하 다. 이처럼 Lukermann에게 있

어 장소는 특정한 치에서 일어나는 자연과 문

화의 통합이며, 다른 장소들과의 상호 작용을 

내포하고 있고, 역사 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으

로, 인간이 그 장소에 의미와 믿음을 부여하게 

되는 종합  실체이다(백선혜 2005).

May(1970)는 Lukermann이 정의한 개념

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실상 혼용되고 있

다는 것을 지 하면서 ‘우리가 거주 장소로 어

떤 건물을 떠올리거나 배나 오락의 장소를 얘

기할 때처럼, 특별하고 구체 인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유하고 있고 설명되어지는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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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것’이 진정한 장소의 개념이라고 주장하

다. 

Entrikin(1991)에게 있어 장소는 사건(events), 

사물(objects), 행 (actions)의 역  맥락

(areal context)을 의미한다. 그는 특정한 공간

 맥락 내에서 사건과 사물, 그리고 인간의 행

를 이해하고자 하 다. 여기에는 자연 인 요

소와 인간에 의한 물질 , 이념  구성이 모두 

포함된다. 한 장소를 악하기 해서는 장소

가 가지는 두 가지 칭 인 성격, 즉 우리의 행

동이 일어나는 외형  배경으로서의 장소와 우

리가 부여하는 의미의 심으로서의 장소를 동

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공간이 ‘체험’과 ‘추상’이라는 양 극단 사이의 

연결선 상에서 실용 공간, 지각 공간, 실존 공

간, 건축 공간, 인지 공간, 추상 공간으로 이해

(Relph 1976; Norberg-Schulz 1985)되는 반

면에 장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의미하

며 단순히 존재하는 사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과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상이다. 즉 공간

이 장소보다 더 추상 인 의미이지만 분화되지 

않은 공간으로서 생성되어 우리가 그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할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Tuan 2001). 이처럼 추상 인 공간으로

부터 장소의 생성이 가능해지기 해서는 공간

에 한 인간의 체험이나 인간의 이상 ․ 실

 의도를 조건으로 한다. 

이진희(2003)는 장소를 논할 때 경 학  

에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개념을 다

음의 세 가지로 정의하 다. 첫째, 지리  실체

로서의 장소이다. 장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인 요소인 인구와 조직체가 치․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단 이다. 둘째, 입지

(location)로서의 장소이다. 장소는 사람의 경

제  기능이 작용하고 향을 미치며, 사회 ․

경제 ․공간  활동 계로 조직된 상이다. 

셋째, 문화  차원에서의 장소이다. 동일한 장

소에서 거주하는 구성원들은 공유된 역사  유

산․가치․이념․목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장

소의 속성을 종합하면, 일정한 공간 내에 치

하는 사람들이 사회 ․경제  계를 형성하

면서 공유된 가치․신념․상징을 보유하고 있

는 곳이다.

이 듯 장소는 특정한 공간  범 로 존재하

는 물리 인 실체와 인간행 의 결과물이 결합

되어 의미를 가지는 공간  실체이다. 한 인

간 활동의 장인 동시에 경험을 통해 의미가 부

여되는 상징 인 상이기도 하다. 장소는 극

인 표 을 통하여 가시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리 인 실체에 의미가 부여되어 장소성

(placeness)을 형성하게 된다(백선혜 2005). 

장소가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특정한 이미

지와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라 한다면, 이와 같이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

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  특성을 장소성이라 

한다(최막 , 김미옥 2001). 한 장소성이란 

그 공간이 지니는 물리  속성 외에 특정한 활

동과 상징성을 포함하는 사회․문화 인 성격

이 강한 개념으로, 지리  개념인 ‘공간(space)'

에 특정 활동이 지속 으로 장기간 발생함으로 

인해 동일한 활동의 반복과 그 활동과 연 된 

경험들이 되면서 특정 장소에 한 인식이

나 의미가 생성 되는 것을 말한다(김창완, 최내

 2003). 이와 같이 장소성이란 특정 공간이 

인간에 의해 일정 기간 체험되고 가치와 의미가 

내재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성질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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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장소성은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 내

므로 장소 차별화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다(홍

경구 2009).

2.2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장소애착은 특정 장소와 인간사이의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징 이며 감정  상호작용

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Feldman(1990)은 장소

애착에 해 인간의 지리 인 환경과의 계를 

보여  수 있는 지속 인 심리  태도나 행동

 경향으로서 개인의 일정장소에 한 애착심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애착은 장소

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

된다.

2.2.1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장소의존성은 기능  애착(functional attach- 

ment)으로도 불리며 장소가 기능 인 이유 즉, 

어떤 장소 는 지역사회가 특정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월한 평가를 받을 만 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Williams et al. 1995). 장

소의존성은 개인이 특정 장소에 해 느끼는 유

감의 강도를 나타내며, 그 장소가 갖고 있는 

특징과 함께 체 가능한 다른 장소와의 비교에 

의해 나타나는 상  특징 등을 통해 평가된다. 

특정 장소의 평가는 를 들어 ‘하이킹이나 캠

핑하기 좋다’라든가 하는 장소의 가치를 근거로 

나타낸다. Moore와 Graefe(1994)는 ‘이용자의 

특정 여가 활동을 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

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능  측면’으로 

장소의존성을 설명하 다. 장소의존성의 개념

은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만족시키는 특정 장소

의 잠재력과 련된 애착 유형이다. 장소의존성

은 장소에 한 반복 인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장소정체성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의존

성은 자원이나 문화기  등의 장소성을 발

시키기 한 요소라는 에서 요하게 인식

된다. 

2.2.2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정체성은 감정 , 상징  이유로 장소가 

가치를 갖는 것이다(Williams et al. 1995). 이

러한 장소정체성이란 ‘물리 인 환경과 연 된 

인간의 개인 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자아의 차

원’으로서, 주 인 자아 념은 다른 사람과의 

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물리  환경과의 

계에 의해서도 형성된다(Proshansky 1978). 이

것은 장소에 한 소속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장

소에 한 강한 감정 인 애착으로 볼 수 있으며 

감정  애착이란 어떤 사람이 그 곳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하여 해당 장소가 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  애착의 역할은 참여 

동기로서 목 지가 갖는 공통된 의미나 집단 정

체성을 강화하며(Williams et al. 1995), 특정 장

소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논리

 근거를 제공한다(Schreyer et al. 1981).

산책로 이용자를 상으로 장소정체성과 이용 

기간과의 연 성을 연구했던 Moore와 Graefe 

(1994)는 장소정체성은 상당히 긴 이용 기간을 

통해 형성되며, 감정 이고 상징 인 의미와 

하게 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 개념으로부터 도출한 장소정체성 개념

은 물리  환경을 이용하는 인간에 한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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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소로서의 공공도서

도서 의 물리  존재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 보  제공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넘어 사회문화  상징성을 내포하기도 한다(차

미경 2006). 장소로서의 도서 이 갖는 의미는 

물리 인 실체를 지닌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 과정, 행 , 그리고 성과들이 복

잡하게 뒤섞인 일상을 말한다. 도서 은 책을 

두기 한 물리  치와 사서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사회 으로 가치 있는 역할

을 제공한다(Gorman 2000). 도서 은 일반

의 수요에 부응하기 하여 끊임없이 변화하

며 문화자원을 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많

은 사람들은 도서 을 방문해서 그들의 개인

인 가치, 신념, 기 , 임무 등에 매진하며 일상생

활을 한다. 이 듯 우리는 도서 이라는 장

소에서 공 ․사 이고, 물리 인, 문화 인, 지

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 의 다양한 특

성들과 하게 계를 맺고 있다. 

사회속의 공공도서 의 의의  역할을 이해

하기 해서 많은 학자들이 Habermas(1989)

의 공공 역(public sphere)론이 제공하는 철

학  을 연구해왔다. Habermas에게 있어 

공공 역은 가정과 같은 사  역과 정부, 행

정기  등 공  권능(public authority)을 가진 

역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의 한 부분을  다

른 역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공공 역은 사람

의 지 와 소득을 막론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이며 정부로부터 직 인 통제 밖에 있는 

곳으로서 보통 싸롱, 커피하우스 등 상업 인 

장소 안에 형성된다. 공공 역은 일반 인 심

사에 한 공 인 담론의 장소이며 사회 인 상

호작용을 통해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장소이다.

Buschman(2003, 2006)은 도서  운 에 있

어서 수익모델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등 공공기

에 한 새로운 운 철학이 도입되면서 이러

한 민주 인 공 역이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

하 다. 그는 한 “만약에 우리가 도서 의 숭

고한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잊거나 공익성을 포

기한다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공 역의 

종말에 우리 모두가 일조하는 것이며 지 까지 

정당화된 도서 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단지 산을 확보하기 한 임기웅

변식의 도서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Alstad와 Curry(2003)는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하기 해 도서 을 화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 의 통 인 소명이 평가 하 되고 

있음을 지 하 다. 그들은 이러한 화 과정

에서 도서 이 재미와 마 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도서 의 진정한 목 하는 바를 느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민주 인 

통의 손실로 말미암아 공 인 회합과 담론이 

가능한 민주시민의 장소는 사라지고 시민은 그

들의 여론을 매체에 차 의존하게 됨으로

써 공공 담론의 질 하가 수반되었으며, 공공

도서 의 주된 목 이 공공의 계몽에서 공공의 

오락으로 환됨에 따라 결과 으로 민주주의

를 지원하는 본래의 임무가 쇠퇴되었다.

Wiegand(2003, 2005)은 공공도서 이 인종, 

계 , 성별, 소득수 과는 계없이 사람들이 함

께 모일 수 있는 장소 의 하나이며 공공도서

의 물리 인 장소는 민주 인 활동을 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하 다. Williamson 

(2000)은 공공 역의 형인 공공도서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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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공정을 진다고 주장하 고 시장경제체

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도서 의 역할과 공공

도서 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가지 유용성이 

 받고 있음을 지 하면서 공공도서 은 정

보, 교육, 여가, 문화에의 자유로운 근, 경제

인 재활과 커뮤니티의 개발을 한 서비스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공공도서 의 장소  의미를 이해하기 해

서 제3의 장소(The Third Place)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ldenberg(1999)는 일상

의 공간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

다. 제1의 장소는 가정, 제2의 장소는 직장 그리

고 나머지 공간을 모두 제3의 장소로 분류한다. 

그는 제3의 장소를 “이곳은 가정과 직장의 

역을 넘어, 개인들 간에 정기 이고, 자신의 의

지로, 비공식 으로 그리고 행복을 기 하면서 

모이게 하는 장소”라고 정의 하 다. 

제3의 장소는 일터나 가정과는 다른 비공식

인 모임의 장소이다. 그곳은 다양한 인간 계

를 조장하며 지역사회의 장소성을 창출한다. 사

람들은 그곳에서 우연한 기쁨, 친교, 장시간의 

직무 후의 휴식의 기회를 갖는다. 제3의 장소는 

단조로운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고 공 인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시민의 자 심  민주주의를 

고양시킨다. 공공도서 은 우애와 휴식을 한 

장소를 제공하며 공동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공공도서 은 나이, 경제 사정 등과 상 없이 

지역사회의 일원을 환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의 주민을 비공식 으로 모이게 하는 필수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에서 공공도서

이야말로 훌륭한 제3의 장소의 형이다. 

Fisher(2007) 등은 시애틀 공공도서 에 

한 연구에서 Oldenburg의 제3의 장소 이론을 

사용해서 정보  장소(informational places)의 

개념을 개발하 다. 장소에 한 기존의 연구에

서는 정보추구 행태와 련하여 장소를 다루지 

않았으나 그의 연구에서는 장소의 핵심 속성으

로서 정보 추구  소비 행태에 한 이론을 추

가하 다. 그들은 이용자를 상으로 물리 , 사

회  장소로서 새롭게 신축된 시애틀 공공도서

에 한 인식을 설문하 다. 연구 결과를 보

면, 시애틀 도서  이용자가 인식하는 핵심 가치

는 정보의 획득, 독서, 연구 는 학습의 즐거움

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이었다.

Lawson(2004)은 지역사회의 장소감(sense 

of place)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제3의 장소의 역할을 역설하 으며 제3의 장소

는 기쁨, 동료애, 오랜 기간 동안의 직무 후의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의 자 심

을 유발시키는 장소라고 주장하 다. 한 통

인 도서 은 인간 인 , 사회 인 경험을 

제공하며 서비스, 사회  평등, 그리고 인간 개

성에 한 존 을 제공하기 해 분투하는 기

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지

침이 되는 원칙으로서 제3의 장소의 개념을 사

용할 것을 제안하 다.

Waxman(2007) 등은 제3의 장소와 장소감

과의 련성을 연구하 고, 이러한 제3의 장소

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비공식  모임을 매

개하는데 필수 인 역할을 하며 학교 학생들

의 경우에는 장소애착과 장소 유 감 형성의 기

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장

소로서의 도서 을 이해하기 하여 여러 가지 

사회이론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도 장소로

서의 도서 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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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장소에 한 철학 , 

이론 인 틀을 토 로 수행된 선행연구를 고찰

한 후, 인문지리학, 환경심리학, 학, 마

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로부터 도출된 장소성 이

론을 토 로 공공도서 에서 고려할만한 장소

성 형성요인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 다.

2.4 공공도서  장소성 형성요인

어떤 장소가 인간에 의해 체험됨으로써 가치

와 의미가 생기고 다른 장소와 차별화 되어 장

소 고유한 특성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의

해 비로소 장소성이 구 된다. 도서 의 장소성

의 구 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 도서  안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 , 정보를 검색하는 행 , 

사람들과 교류하는 행  등을 통해 도서 은 의

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진다. 둘째, 도서 에서 

어린이 열람실, 장애인 열람실 등 새로운 서비

스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장소를 만든다. 

셋째, 다시 이 게 만들어진 장소를 이용자가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장소성이 생성된다. 마

지막으로 이 게 도서 에 풍부하게 장소성을 

구 시키기 해 정책을 기획하고 환경을 조성

하는 등 사서의 인 인 노력에 의해 장소성

이 구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의 장소

성을 악하기 해서는 공공도서 이 갖는 물

리 인 시설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용자, 

직원 등 이해당사자, 그리고 사람들을 그 장소

로 유인하는 도서 의 기능  역할에 주안 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서  건물은 도서 의 구성요소, 즉 장서, 

사람, 시설을 담는 틀이자 도서 에 한 사회

의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이다(국립 앙도서  

2007). 장소가 물리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의미를 통해 형성된다

고 볼 때, 물리  공간에 한 차별 인 인식인 

장소성 역시 주요 형성요인을 유추해 낼 수 있

다. 장소성의 형성요인은 연구자마다 조 씩 다

르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장소성의 형

성요인을 정리하여 재구성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의 장소성 형성요인을 물리 , 문화 , 

경험․활동  기 을 통해 성질이 유사한 요인

들끼리 조합, 분류하면 물리  요인, 행태  요

인, 심리  요인의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리  요인: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물리

 요소  장소의 특성을 표 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이것은 넓은 길이나 오  스

페이스, 근성, 망, 경 , 건물, 유된 

공간, 마당, 문화재 등 장소에 포함되어 있

는 고정 인 요소들을 말한다. 

∙행태  요인: 장소 고유의 역사, 생활양식, 

행사 등 장소의 문화  특성을 가진 요소

들이다. 이것은 여가, 만남, 교육, 문화, 목

 활동, 공간의 기능 등 장소사용의 목

, 행태, 양상의 다양한 상황에 의해 향

을 받는 요소들을 말한다.

∙심리  요인: 물리  요소와 행태  요소

들이 조합되어 방문자들에게 인식되는 장

소 고유의 인상을 뜻한다. 이것은 편안함, 

친근감, 분 기, 역사 ․사회 ․개인  

의미, 이미지와 같이 개별 인 경향을 가

지는 것들로 다양한 체험의 의미를 낳는 

요소들을 말한다. 

장소성은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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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요인
Lukermann

(1964)

Stokols &

Shumaker

(1981)

Guiliani 

(1993)

이석환

황기원 

(1997)

최병두

(2002)

한상일

(2002)

백선혜

(2005)

심 택

(2005)

물리  요인 ○

물리  실체 ○

물리  특성 ○

물리․환경  요소 ○

장소의 경 ○ ○

자연․인공 환경 ○ ○

문화 ○

생활양식 ○

사회  체계 ○

인 사회  요인 ○

애착 ○ ○ ○

이미지 ○

정체성 ○ ○ ○ ○ ○

발생되는 사건 ○

사람들의 활동 ○ ○

지속․반복  경험 ○

상호행 ○

출처: 김효주(2008), 양  등(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 1> 장소성의 형성요인

해 만들어지고 각각의 요소들은 장소에 따라 여

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것을 공공도서 이라는 

장소와 결부시켜 재구성해보면 <그림 1>과 같

다.1)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서 상호 련되고 결합되어 장소성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리  요인, 행태  요인, 심리

 요인은 공공도서  장소성의 기본 재료가 되

고 이들 간의 논리  계는 공공도서  장소성

의 구조 인 계를 나타내 다. 그리고 기본 

재료와 구조 인 계가 결합되어 공공도서

의 장소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도서 의 장소성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요인들을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가시 인 환경

들을 분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공공도서 의 물리  요인은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  공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정

의된 공간의 가치는 각 공간으로부터 표출된 정

체성과 이용자의 자아 정체성과 일치한다고 생

각하는 공간을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함으로

써 유발된다. 물리  환경에 한 정체성의 표

출은 단순이 물리  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사물에 해 주의와 애착심과 계

가 있으며 물리  요인은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에 요한 요인이 된다.  

 1) 양 (2009) 등의 모형을 토 로 재구성하 으며, 본 연구에서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요인 도출을 해 요

인의 명칭  요인별 세부 항목들을 발 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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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도서  장소성 형성요인 도출을 한 잠정  모형

행태  측면에서는 공공도서 의 물리 인 

장소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긴 하

게 기능 으로 연계되어 있어 사람들과 그 공

간이 분리될 수 없을 때 공공도서 의 장소성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능 인 요소들이 

상이 된다. 공공도서 의 기능  역할 속에

서 이용자들의 행 는 공공도서 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운 하는 

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물리  실체가 부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하여 규칙 으로 일어

난다. 이러한 이용자 행 의 지속 이고도 규칙

인 반복은 공공도서 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 

심리  요인은 경 이나 공간을 통해서, 혹

은 이용자가 그 장소에서 직  참여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달되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공도서 이라는 

환경이 가지는 심리  요인은 이용자가 공공도

서 을 이용하면서 인식하는 혜택, 공공도서

이라는 존재에 한 인식, 공공도서 의 향유 

정도, 장소에 한 이미지 등으로 악할 수 있

다. 특히 향유의 여러 모습들은 공공도서 , 이

용자, 그리고 이용자가 속해있는 사회 간 상호 

계를 맺고 기능 인 의미, 사회 인 의미를 

발 한다. 따라서 향유는 이용자의 장소추구(場

所追求)의 한 양태로서 공공도서 의 장소성

을 형성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

3. 연구의 방법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형성요

인들이 도서 의 장소성의 한 형태인 장소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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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계가 있

다면 구체 으로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실질 으로 이용자의 장소가치지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 게 지각된 가치와 

이용자의 행 의도와의 련성을 규명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본 연구의 모형이 구성하고 있는 연구 변인은 

장소성 형성요인, 장소애착, 장소가치지각, 행

의도 이 게 총 네 개의 잠재변인으로 구성되었

다. 장소성 형성요인을 규명하기 한 선행연구

를 검토해보면 주로 학, 지리학, 도시개발학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Tuan(1977)은 소

환경, 련된 활동, 의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한상일(1995)은 물리  요소, 사회  활동, 의

미, 맥락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권윤구 등(2011)

은 물리 요인, 행태 요인, 사회 요인으로 정

리하 다.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토

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 요인, 행태 요인, 

심리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애착은 크게 두 가지 변수, 즉 장소의존성

과 장소정체성으로 구분된다(Moore and Graefe 

1994). 여기에 임하경(2005)은 장소에 해 어

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장소착

근성(place rootedness) 등의 세 가지 구성요소

로 세분하 고 장소 친 성(place familiarity)

과 장소 귀속성(place belongingness) 등의 다

섯 가지 개념이 연구자와 연구 목 에 따라 활

용되고 있다. Hammitt 등(2009)의 연구에 따

르면 다섯 가지 개념에 의한 모델과 두 가지 개

념에 한 모델을 실증 으로 분석한 후 두 가

지 개념에 바탕을 둔 단순한 모델의 설명력이 

다섯 개의 개념의 포 인 모델보다 크게 떨어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 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을 장소애착

의 측변수로 삼았다. 

장소가치지각 변인의 경우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빈도, 재 방문의사, 

방문지에서의 평균 소비액, 만족도, 재구매 의

도 등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성 형성으로 인한 사회 인 향력은 서비

스가치인식도와 체험가치인식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행 의도 변인은 서비스 마  연구에서 가

장 많이 연구되는 변인이며 주로 고객 만족도, 

재이용 의사, 구 의도 등이 측정변수로 사용되

고 있다. 서비스 마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들의 선행변수로써 서비스품질이 많이 연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상으로 삼고 있는 장소

가치지각 변인과 행 의도 간의 향 계를 연

구한 사례는 없으나, 가치 지각은 행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Dodds 1991)와 가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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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각은 가격과 다른 정보가 행 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역할을 한다(Dodds 

and Monroe 1985; Zeithaml 1988)는 선행 연

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모델에서 종속변수로 

정하 다. 

3.2 가설설정

공공도서 의 장소성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이

용자와 공공도서  간의 상호 계이다. 공공도

서 의 외 인 환경을 이용자가 지속 으로 경

험하고, 인식하면서 내 인 장소성인 장소애착

이 생긴다는 것을 검증하기 해 다음 가설을 

설정하 다. 

H1: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요인은 장소

애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공도서 에 한 이용자의 장소애착

은 장소가치지각 정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 장소가치지각 정도는 이용자의 행 의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공도서  장소성형성요인은 장소애착

을 매개로 하여 장소가치지각 정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인의 측정

3.3.1 장소성 형성요인 측정

공공도서  장소성 형성요인에 한 측정 

변인은 장소성 형성요인에 한 선행연구들

(Lukermann 1964; Guiliani & Feldman 1993; 

이석환, 황기원 1997; 최병두 2002; 백선혜 2005; 

심 택 2005)을 토 로 하여 공통되는 항목을 

도출하여 물리  요인, 행태  요인, 심리  요

인의 세 역으로 구분되어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물리  요인은 공공도서 의 공간

구성 요소를 상으로, 행태  요인은 공공도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상으로 설문 항목을 

선정하 다. 심리  요인은 경기도(2008), 이주

호 등(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연

구 목 에 맞게 수정하 다. 

잠재변인 측정변인 설문 내용 참고

장소성

형성요인 
물리 요인

도서  건물  내부 인테리어 경  

연구자가 추가함

열람 공간 

디지털․멀티미디어 정보 공간

정보서비스 공간 

장서 공간

학습 공간

집회, 친교 공간

문화 공간

여가 공간

이용자 편의시설

<표 2> 장소성 형성요인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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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장소애착, 장소가치지각, 행 의도 측정

Williams과 Roggenbuck(1989)은 장소애착

의 두 가지 차원 즉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을 

측정한 바가 있다. 이들의 모델은 환경심리학, 

소비자행동, 학 등 분야의 연구에서 애착

도를 측정할 때 가장 범 하게 사용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실증조사를 통

해 검증된 애착도 측정항목을 참고하여 측정하

다.

장소성이 얼마만큼 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

한 선행 연구에서 이주호(2009)는 어떤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획득되어지는 경험에 한 편익

을 측정하기 해 ‘체험가치’로써 특정 장소의 

랜드  가치를 측정한 바가 있다. Yuan과 

Wu(2008)은 어떤 장소의 방문을 경험한 후의 

즐거움, 편안함 등 ‘감정  가치’와 경제  보상, 

가격 만족, 효용성 등으로 구성된 ‘기능  가치’

를 측정하여 체험가치와 고객만족 간의 계를 

규명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잠재변수인 장소가치지각 변인을 측정하기 

해 설정된 측정 변인은 ‘서비스가치 인식도’, 

‘체험가치 인식도’이다. ‘서비스가치 인식도’는 

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가치인식 

척도 3개 문항으로, ‘체험가치 인식도’의 경우는 

7개 문항으로 Mathwick 등(2001)의 EVS(Ex- 

perimental Value Scale), Yuan과 Wu(2008), 

이주호 등(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항목

을 부분 으로 용하 다. 공공도서  이용자

의 행 의도는 방문만족도, 재방문의도로 측정

하 다. 

잠재변인 측정변인 설문 내용 참고

장소성

형성요인 

행태 요인

도서의 무료 여

경기도(2008)

사서를 통한 정보 상담 

내에서 도서, 잡지, 신문 이용

자기 학습을 한 책상  공간 이용 

강좌, 독서회, 행사, 화감상 등 제공 로그램 

필요한 정보의 검색  구득

심리 요인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장소

이주호(2009)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소

호의  감정을 가지게 해 

즐거움  충족감 얻음

이 도서 에 한 추억을 가지고 있음

방문하고 싶은 느낌을 갖게 해 주는 곳

더 명해지고 지식이 풍부지는데 도움이 되는 곳

경기도(2008)

사고력과 쓰기 능력이 향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정보를 찾는 능력 향상

지역사회, 가족 간 유   공감 가 향상

도서 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도서 은 나의 삶의 질을 향상



26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2

잠재변인 측정변인 설문 내용 참고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이 도서 은 내 삶의 많은 부분 차지

강신겸 등(2002)

Brown and Raymond(2007)

Hammitt et al.(2009)

이 도서 을 이용한다는 것은 나에 해 많은 것을 설명해

이 도서 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

이 도서 에 강한 유 감을 갖고 있음

이 도서 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음

장소의존성

이 도서 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해 최 의 장소임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은 이 도서 을 심으로 이루어짐

다른 어떤 기 보다 이 도서 이 좋음

이사 등으로 이 도서 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매우 아쉬울 것 

이 도서 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문화시설임

장소가치

지각

서비스가치

인식도

반 으로 도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치가 있음
Sweeney and Soutar(2001)

Cronin et al.(2000)
서비스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음 

서비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정도로 역량이 높음

체험가치

인식도

도서  시설과 디자인은 매력 임

Mathwick et al.(2001)

Yuan and Wu(2008)

박종진(2009)

이주호(2009)

여가를 활용하기에 유용한 장소임

체험을 한 장소로서 선호함

정보이용 뿐만 아니라 도서  안에서의 활동 자체를 즐김

도서  방문 경험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을 갖게 함

도서  방문경험은 일상생활을 벗어나게 해

방문을 한 비용(시간, 돈, 심리 )보다 더 많은 것 얻음

행 의도

방문만족도
이 도서 을 이용한 것은 명한 선택임

김남수(2008)
이 도서  이용 활동에 하여 만족함

재방문의도
향후에도 이 도서 을 재방문 할 것임 Oliver(1997)

Cronin et al.(2000)친구나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음

<표 3> 잠재변인 측정 항목

3.4 연구 설계

3.4.1 표본설계

본 연구는 2011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주일 간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

에 조사원이 직  방문하여 해당 도서  이용자

를 상으로 무작 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비교  응답하기 까다로운 문

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 어린이도 설문

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을 고려하여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고, 응답의 정확성 기하기 하여 

일 일 면 조사 방법을 택하 다. 표본은 성인

집단 80%(240부), 어린이집단 20%(60부)의 

비율로 추출하 다. 

선정된 도서 을 상으로 각 50부씩 설문이 

실시되었고 여섯 개의 공공도서 을 상으로 

총 30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 상 공

공도서 의 선정은 설문 비용  자료 습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  범 를 서울특별

시 내로 한정하 다.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

 에서 1차로 연간 방문자수를 고려하여 25

개 자치구별로 한 개의 도서 을 할당하 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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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서울지역내 공공도서  이용자

자료수집 무작 로 추출된 이용자 상 일 일 면  설문

조사범 서울지역 6개 도서

조사기간 2011년 2월 9일(수) ~ 15일(화)

표본추출방법 층화표본추출 

표본수 총 300명(성인  청소년 240부, 어린이 60부)

<표 4> 모집단의 규정  설문조사

도서 명 운 주체 개 년도 연면 (㎡)
회원등록자수 연간

방문자수어린이 성인

마포평생학습 교육청 1980  9,716 29,486  65,805 1,732,128 

송 도서 교육청 1994  8,472 63,800 188,160 1,840,737 

양천도서 교육청 1990  6,864 30,842 135,930 1,880,824 

정독도서 교육청 1977 13,247 13,869  98,738 1,730,624 

성동구립도서 민간 탁 1999  5,692  9,093  68,691 1,591,603 

랑구립정보도서 공단 탁 1997  5,106 22,038  44,734 1,653,452 

데이터 출처: 국가 도서  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index.do)

<표 5> 설문 상 공공도서

차로 다음과 같은 기 에 만족하는 도서 을 선

별하 다. 첫째, 그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 을 상으로 하기 해 연간방문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도서 으로 제한하 다. 둘째, 

장소애착이 발 되기 해서는 이용자의 경험 

축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설립연도가 

2000년도 이 인 도서 으로 한정하 다. 셋째, 

공공도서 이라는 물리  실체를 통해서도 장

소성이 창조된다는 에 착안하여 도서  연면

 5000㎡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공도서 으로 

선정하 다. 넷째, 서비스 단 가 동 단 인 도

서 , 분 을 제외하고 공공도서  30개를 선별

하여 운 주체를 분석해본 결과 교육청 직 은 

22개(70%) 도서 , 탁운 은 8개(30%) 도

서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 공공도서 의 

운 주체는 이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 다. 그

리고 공간  분포도 가  고려하여 서울시 

체의 범 를 변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안배를 

하 다.

3.4.2 인구통계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

별은 남성이 160명(54%), 여성이 140명(46%)

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0 가 129명(43%), 20

가 85명(28.3%), 30 가 33명(11%), 40 가 

30명(10.0%), 50 가 17명(5.7%), 60 가 6명

(2%)으로 10 와 20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평균 연령은 25.3세로 어린이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다소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 거주기

간은 1년 미만은 12명(5%), 1~3년 미만은 53

명(22.1%), 4~8년 미만은 74명(30.8%), 9~15

년은 64명(26.7%), 16년 이상은 37명(15.4%) 

이었으며 평균 8.77년으로 9년에 가깝고 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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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7.3년으로 거주기간의 개인차는 상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빈도는 거의 매일이 79명(26.3%), 일주

일에 2~3회 73명(24.3%), 일주일에 1회 74명

(24.7%), 1달에 2~3회 32명(10.7%), 1달에 1

회 26명(8.7%), 1년에 3~4회 3명(1.0%), 1년

에 1~2회 13명(4.3%)으로 나타났다. 

도서 을 이용하는 주요 목 은 과제해결  

학습 등 교육  목 이 231명(48.8%), 여가  

취미활동 등 문화  목 이 87명(18.4%), 모임 

 친교 등 사회  목 이 16명(3.4%), 정보의 

탐색  획득 등 정보  목 이 115명(24.3%), 

도서 이 제공하는 로그램 참여 목 이 15명

(3.2%), 기타 9명(1.9%)으로, 체 300명에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설문문항 당 2개

씩 선택하도록 하 으나 1개만 선택한 응답자

가 있어서 결측치가 127개 존재한다. 도서  이

용의 가장 큰 목 이 ‘과제해결  학습 등 교육

 목 ’으로 나타났으며 체 50% 정도를 차

지한다. 

4. 실증 분석

4.1 모형의 합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연구 상이 되는 연구 모형

이 얼마나 자료를 잘 반 하는가를 알아보기 

해 여러 가지 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Number of distinct sample moments: 1484

Number of distinct parameters to be 

estimated:
215

Degrees of freedom(1484 - 215): 1269

chi-square(x
2): 2170.486 p=<.000

<표 6> 모형 요약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x2 통계량으로 

본 연구모형의 합도는 2170.486(df=1269, 

p=<0.000)으로 반 인 합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x2 통계량은 분포에 한 가정과 

표본의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비록 유의 으

로 나타나더라도(p-value<.05) 반드시 합도

가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에서의 

합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 7>에서 CMIN/DF가 1.7로 기 치인 2 

보다 작으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를 잘 

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에서 RMSEA는 x
2
 값을 자유도와 표

본의 크기로 조정한 값이다.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체로 .08보다 작으면 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0.049 의 값이 나왔

으므로 모형의 합도가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Model NPAR CMIN DF P CMIN/DF

연구모형(Default model) 215 2170.486 1269 .000 1.710

포화모형(Saturated model) 1484 .000 0

독립모형(Independence model) 106 7629.364 1378 .000 5.537

<표 7> 모형의 합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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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MSEA NFI IFI TLI CFI PRATIO

연구모형(Default model) 0.049  .716  .858 .843  .856  .921

포화모형(Saturated model) 1.000 1.000 1.000  .000

독립모형(Independence model)  .123  .000  .000 .000  .000 1.000

<표 8> 모형의 합도 지수 

NFI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값이 클수록 연구

모형의 합도가 높다는 의미를 가지며 체로 

0.9 이상일 때 모형의 합이 양호하다고 인정

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0.716의 값이 나왔으

므로 모형이 일반 인 수 에서 양호하지는 않

지만, 연구자의 모형이 independence model2)

보다는 자료 합에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TLI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0.9 이상일 때 

모형의 합이 양호하다고 인정한다. 본 연구모

형은 0.843의 값이 나왔으므로 모형이 0.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하는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CFI, IFI 모두 0과 1 사이의 값이며 1

에 가까울수록 높은 합도를 나타낸다. 각각의 

값은 0.856, 0.8586으로 모형의 합이 어느 정

도는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2 가설 검정 

4.2.1 가설검정 방법  차

가설 1(H1)~3(H3)의 검정은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 결과 얻어진 연구모형의 회귀 가 치를 

통해 실시하 다. 가설 4(H4)는 구조방정식 모

형으로 장소성 형성요인(A)이 장소애착(B)의 

매개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장소가치지각(C)

에 직 으로도 향을 미치는가를 검정하여 

A와 C의 계의 통계 인 유의성 여부에 따라

서 가설의 기각  채택이 결정된다(<그림 3> 

참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한 추정방법은 최

<그림 3> 가설 검정 차 

 2) 일반 으로 null 모형으로 표 하며 모든 측정 변수들이 서로 상 계가 없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x2 통계량은 매우 높으며 p-value는 0에 가깝다. 가장 간결하지만 합도는 0이라 할 수 있다. 그 자체로는 의미

를 갖지 못하며 연구모형과의 비교를 해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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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 

mation)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4.2.2 가설 검정

설정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체 변인이 동

시에 고려되었을 때 어떤 향 계를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 다. 변수들 간의 인과 계와 연  

계를 알아보기 하여 연구모형의 경로도  

비표 화 경로모형은 <그림 4>와 같다. 

1)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요인과 

장소애착과의 계

<표 9>의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을 보

면 장소성형성요인과 장소애착 간의 경로계수

는 3.312이고 유의수  0.05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요인

은 이용자의 장소애착 형성에 정 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의 잠재변수인 장소성형성요인을 측정

하기 해 사용된 3개의 요인들은 모두 장소성

형성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요인의 향력은 심리 요인(.998)이 장소

성형성요인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행태 요인(.444), 물리 요인(.386)

순으로 향력을 보 다. 따라서 장소성형성요

인은 물리 요인이나 행태 요인 보다는 심리

요인이 한 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도서  이용자들이 자신이 이용

하는 도서 에 한 애착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물리 공간이나 도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림 4> 연구모형의 경로도  비표 화된 경로모형

연구가설 평가경로 Estimate Standardized S.E. C.R. P 채택여부

H1 장소애착 ← 장소성형성요인 3.312 .983 .778 4.255 0.000 채택

행태 요인 ← 장소성형성요인 1.192 .444 .244 4.875 0.000

물리 요인 ← 장소성형성요인 1.000 .386

심리 요인 ← 장소성형성요인 2.943 .998 .681 4.319 0.000

<표 9> 연구모형의 회귀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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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것 보다는 도서 을 향유하면서 발견

하게 되는 가치나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의의

에 한 지각 정도가 더 민감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공도서  이용자의 장소애착과 

장소가치지각과의 계

<표 10>의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을 보

면 장소애착과 장소가치인식 간의 경로계수는 

0.673이고 유의수  0.05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

의한 향을 주는 것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공공도서  이용자의 장소애착이 

장소가치인식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가설 2의 잠재변수인 장소애착을 측정하기 

해 사용된 2개의 요인들은 모두 장소애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화 경로계

수(standardized path coefficient)를 보면 장

소애착 ￫ 장소의존성은 .762로 장소애착 ￫ 장소

정체성의 .744보다 크게 나타나 장소애착은 장

소정체성보다는 장소의존성에 큰 향을 받는

다고 할 수 있다. 장소의존성은 장소에 한 기

능  애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용

자의 목 지향 인 이용을 선호하는 행태가 측

정결과에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차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 로그램을 개발

하여 제공함으로써 ‘목 지(destination)’3)로서

의 공공도서 의 상을 확보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할 것이다.

3) 공공도서  이용자의 장소가치지각과 

행 의도와의 계

<표 11>의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을 보

면 장소가치인식과 행 의도간의 경로계수는 

1.101이고 유의수  0.05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

의한 향을 주는 것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공공도서  이용자의 장소가치인

식도는 행 의도에 정 인 기여를 하고 있음 

연구가설 평가경로 Estimate Standardized S.E. C.R. P 채택여부

H2 장소가치인식 ← 장소애착  .673 .981 .093 7.211 0.000 채택

장소정체성 ← 장소애착 1.000 .744

장소의존성 ← 장소애착  .687 .762 .093 7.404 0.000

<표 10> 연구모형의 회귀가 치 

연구가설 평가경로 Estimate Standardized S.E. C.R. P 채택여부

H3 행 의도 ← 장소가치 1.101 .688 .119  9.221 0.000 채택

서비스가치인식 ← 장소가치 1.000 .664

체험가치인식 ← 장소가치 1.028 .781 .155  6.636 0.000

방문만족도 ← 행 의도 1.000 .993

재방문의도 ← 행 의도  .910 .836 .079 11.570 0.000

<표 11> 연구모형의 회귀가 치 

 3) ‘목 지(destination)'는 공동체 내의 사람들이 머무르거나 들르고자 하는 선택지로서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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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장소가치를 측정하기 해 서비스가치인식도

와 체험가치인식도 요인들은 모두 장소가치지각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의 향력은 체험가치인식도(.781)가 서비스가

치인식도(.664)보다 더욱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가 도서 에 

한 장소  가치를 지각하기까지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느끼는 효용보다 도

서 을 직  체험함으로써 느끼는 편익이 더욱 

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도서

 이용자는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  안에서의 체험  활동 

그 자체로도 방문만족도이나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용자의 

행 의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2개의 요인 

에서 방문만족도(.993)가 재방문의도(.836)

보다 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소성 형성요인과 장소가치지각과의 

계에서 장소애착의 매개효과 

세 개의 잠재변인 A, B, C 간에 계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A는 B의 매개에 의하여 C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이 설정되었다. 본 

가설을 증명하기 해 A는 B의 매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A에서 C로 직 으로도 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고자 하 다. 

직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은 B의 매개

 작용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하거나, 

A와 C의 직  계가 유의 으로 나타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A와 C의 계가 유의

이지 못하면 B는 A ￫ C 계를 완 매개(full 

mediation)하는 것이며, A는 C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표 12>를 보면 사 에 설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직 효과가 기각되고 간 효과가 채

택됨으로써 매개변수에 의한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 있다. 장소성형성요인이 장소애착의 매개

효과 없이 직 으로 장소가치지각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p-value > 0.05). 장소성 형성요인이 장소가

치지각에 직  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소애착을 매개로 하여 장소가치에 향을 

다고 하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구조 인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

다. 이러한 매개모형에서 완 매개효과를 보인

<그림 5> 매개  작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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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경로 Estimate S.E. C.R. P 채택여부

장소애착 ← 장소성형성요인  3.328  .784  4.247 0.000 채택

장소가치지각 ← 장소애착   .644  .094  6.885 0.000 채택

장소가치지각 ← 장소성형성요인 -1.665 1.497 -1.112 0.266 기각

<표 12> 연구모형의 회귀 가 치 

<그림 6> 장소성 형성요인과 장소가치 간의 매개효과 분석을 한 경로도 

다는 것은 장소성 형성요인변인과 장소가치변

인과의 계에 있어서 장소애착이 매개변인으

로 개입되는 경우 간 경로에 의한 매개효과만 

통계 으로 유의하며 장소애착에 의해 발생한 

간 효과인 매개효과가 더욱 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장소로서의 공공도

서 의 장소자산을 발굴하고 장소성의 인  

형성을 통한 성과를 이용자가 장소가치를 인식

하는 차원으로 이끌기 해서는 공공도서 에 

한 이용자의 장소애착, 즉 장소정체성  장

소의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결 론

공공도서 이라는 물리  실체는 사람들과 

그 장소와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계자이다. 

장소로서의 공공도서 은 개인이 발 하고 유

지하는 소속감, 정체성, 애착 등의 태도 형성에 

정 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는 주로 정보 자

원, 이용자, 사서에 한 연구에만 이 맞추

어져 있으며 공공도서 이 지닌 장소 자체의 가

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심리학, 인문지리학 분야

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장소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구조를 살

펴보고 공공도서 의 속 인 가치에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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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자 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체의 잠재변인

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어떤 향 계와 구조

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해 구조방정식모형으

로 분석하 다.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을 

보면 장소성형성요인과 장소애착 간의 경로계수

는 3.312, 장소애착과 장소가치 사이의 경로계수

는 0.673, 장소가치와 행 의도 간의 경로계수

는 1.101이며 각 추정치도 모두 양수이므로 유

의수  0.05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 나타났다. 표 화 경로계수(standard- 

ized path coefficient)를 보면 장소애착 ￫ 장소

의존성은 .762로 장소애착 ￫ 장소정체성의 .744

보다 크게 나타나 장소애착은 장소정체성보다는 

장소의존성에 큰 향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장소가치는 서비스가치인식도(.664)보다는 체

험가치인식도(.781)가 더 큰 향력을 가지고 

있고 장소성형성요인은 물리 요인(.386), 행태

요인(.449)보다는 심리 요인(.998)이 

한 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행

의도는 재방문의도(.836)보다는 방문만족도

(.993)가 더 큰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 의 장소성형성요인은 장소

애착을 매개로 하여 공공도서 의 장소가치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소애착의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밝

졌다. 장소성형성요인에서 장소애착에 미치는 

향을 보면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고 추정치

가 3.328로 양수이므로 장소성형성요인은 장소

애착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장소애착과 장소가치지각간

의 향 계를 보면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고 

추정치가 0.644로 양수이므로 장소애착은 장소

가치지각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성형성요인이 장소애착

의 매개효과 없이 직 으로 장소가치지각에 

주는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직 효과가 

기각되고 간 효과가 채택됨으로써 매개변수에 

의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시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이라는 장소와 인

간과의 상호 계를 통합 으로 다루었다. 공공

도서 의 통 인 역할 뿐 만 아니라 장소로서

의 공공도서 이라는 담론 인 개념에 장소성

이라는 학문 인 정의를 용시키고자 하 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장소성에 해서 상학

 근 방법을 통해 장소성 형성구조를 제안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  토 를 근

거로 정량  연구방법에 활용이 가능한 공공도

서  장소성 형성 모형을 도출하 다. 공공도서

의 장소성은 물리 인 요소와 이용자의 체험

이나 경험에 의한 심리 인 요소의 상호 계에 

의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형성됨을 확

인하 다. 공공도서  연구에 있어서 장소 련 

변인을 사용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

출된 공공도서 의 장소성 형성구조는 후속 연

구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일

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가설 설정에 따른 분석결과와 

시사 을 도출하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 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인 연구를 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치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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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에서 일정 기 에 의해 선정된 도서

만을 상으로 하 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공공도서 의 체 범 로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존재한다. 향후 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공도서 을 상으로 체계 이고 객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장소에 한 애착의 한 축에는 공간  

차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 비공간 인 측면에서

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  의의나 가치 확립과 

계가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질 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도서 에 한 이용자의 장

소애착은 공공도서 과 그 장소를 방문한 이용

자 사이의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량 인 연

구방법으로는 상징 이며 감정  상호작용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한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릴 수 

있기 해서는 공공도서  이용자의 장소애착

에 한 정성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한 장소를 알거나 그 장소에 한 

의미를 획득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자료라는 한계와 더불어 연

구목 상 장소성 형성요인 도출과 잠재변인 간

의 인과 계 악에 을 두었기 때문에, 시간

에 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횡단  

분석에 치 한 방법론의 한계가 있다. 특히 정보

통신기술 발 에 따라 공공도서 을 둘러싼 여

러 환경이 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도

서 의 모습에 한 장기 인 모니터링을 한 

시계열  연구나 패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모형

을 구축하는 등 통시  측면에서 바라본 공공도

서 의 장소성의 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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