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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 ‘4차 산업 명 시 에 필요한 미래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한 로그램  

서비스의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용한 도서 의 이용자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가 각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가 도서 과 이용자의 계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밝 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 도서  큐 이션 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신뢰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도서  재방문의도와 구 의도 

그리고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에도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용자 수요조사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 개발  운 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미래사회에 도서 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의 공공도서 의 상을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s the core task was selected in the 3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Reinforcement 

of programs and services to strengthen future citizens’ capacity requir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ustomized curation service of the librar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recently been in the spotl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customized 

curation service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brary and the user. As a result, the library 

curation service was prov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were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ibrary revisit, 

word of mouth intention, increased use, and new service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the operation of customized curation services based 

on user demand surveys, and could further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tatu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by 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libraries in the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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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정보정책 원회는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2019-2023)에서 4차 산업 명 시

에 필요한 미래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한 

로그램과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표하

다. 특히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 은 이용자 수요조사에 기반한 도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용된 

이용자 맞춤형 큐 이션 정보서비스가 확 되

어야 할 필요성에 해 강조하 다. 

한 과거와 다르게 도서 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나 교육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

 장에서는 이용자의 생활수 이나 나이  

성별을 기반으로 획일화하여 이용자의 요구와 

기 를 악하는 경향이 강하다(오경묵 2011). 

즉, 실제 으로 국내 도서 계에서 학도서

의 경우에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운 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 반면에 공공도서 의 경

우에는 매우 조한 것이 실이다. 

그러나 미래사회에 한 비책으로서 공공

도서 은 유사 서비스 제공 기 들과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한 생존 략이 필요할 

것이며, 이용자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의 제공 

 확 는 이에 한 하나의 안(alternative)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가 도서 과 이용

자의 계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첫째, 문헌연구로서 랜드 계

형성에 한 선행연구를 총체 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도서 과 이용자의 계형성에 

한 개념을 정의하 다. 둘째, 이용자 맞춤형 

큐 이션 도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용자와 도

서 의 계형성에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지를 조사하기 한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 다. 

셋째, 미래사회의 응 측면에서 공공도서 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맞춤형 

큐 이션 도서 서비스의 제공에 한 타당성

과 실효성을 통계 으로 검증하 다. 즉, 이용

자와 도서 과의 계형성에 한 상 계  

향 계를 규명하 으며, 분석결과를 기반으

로 하여 논의 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기 효과는 먼  도서 계 차원에

서 국내의 공공도서 에서 맞춤형 큐 이션 서

비스가 도입  운 되는데 있어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 인 차

원에서 실제 으로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의 

활성화를 진시킴으로써 미래사회의 응 측

면에서 도서 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

라 한국 공공도서 의 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큐 이션 

서비스를 포함한 도서 의 특정 서비스가 이용

자(고객)과의 계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큐 이션 서비스 제공이 이용자-도

서 의 계형성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는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하 으며, 이에 한 이론  

근거 화보를 해 선행연구로서 비즈니스 분야

에서 선행된 소비자- 랜드 계형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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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조사․분석하 으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도서 에 한 충성도에 향을 미치

는가에 한 연구도 조사하 다.

경 학 분야 등에서 선행되어 온 소비자와 

랜드 계형성에 한 연구를 분석하 으며, 

먼  랜드 계형성을 한 방안 논의 연구

가 다수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악되었다. 김정

규(2011)는 소비자가 랜드를 경험하는 랜

드 에서 랜드 상황과 목 을 악한 다

음 단계별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커뮤니 이션한다면 보다 효율 인 

랜드와 소비자의 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으로 분석하 다. 한 천명환(2010)은 문서

비스의 이용과정에서 고객이 지각하는 만족과 

감정이 충성도 형성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구조 으로 증명하 다. 최순화(2013)는 

소비자 충성행동 유형에 따라 랜드제품의 재

구매와 같이  자원을 투자하는 행동과 

랜드 애착과 같은 감정 인 반응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랜드 신뢰를 문성, 호의성 차원

의 다차원  개념으로 정의하고 랜드의 충성

행동과의 계를 규명하 다. 한계숙(2001)은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 속

에서 랜드를 통해 소비자와의 계형성을 통

한 경쟁우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의 마

 활동에서 랜드 커뮤니티에 한 몰입이 

랜드의 구매의도, 구 의도, 참여의도 등의 

소비자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

견하 다. 따라서 소비자와의 커뮤니 이션 

에서 큐 이션 서비스 한 새로운 랜드 

계형성의 핵심  수단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하 다. 

이용자 만족도가 충성도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에 한 연구로 Fornell  et al.(1996)은 소비

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충성도에 

있어서 가장 요한 지표로 보았다. Olive(1980)

는 만족도는 충성도 형성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충성도로 발 하는 과정에

서 씨앗 같은 개념이라고 하 고, 김희섭과 박

용재(2004)가 설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자만

족지수모형에서도 이용자만족이 이용자의 충

성도를 높인다고 보았다. 이용자 서비스 만족

도에 따른 충성도 향 계에 한 연구는 도

서 계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오동근 등(2006)

은 서비스 가치와 반 인 이용자 만족도는 

불평행동과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

하 으며, 이성신(2011)은 공공도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와 충성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

표들 사이의 상 계  타인에게 사용을 권

할 의사라는 지표와 이용자만족도와의 상

계가 가장 높은 것을 밝혔는데, 즉 도서  서비

스에 만족한 이용자는 좋은 입소문을 냄으로써 

새로운 도서  이용자층을 개발해내는데 있어 

정 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한 공

도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사이

의 상 계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련하

여서는 지리  근성, 공공도서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주차, 도서  자료의 부족  최신

성과 다양성 부족, 도서  내의 편의시설 부족

이라는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한 큐 이션 서비스를 활용한 소비자-

랜드 계형성에 한 연구로 김형모(2014)는 

랜드 계형성을 한 큐 이션 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 는데, 빅데이터 환경 속

에서 증하고 있는 큐 이션 서비스를 랜드 

계형성을 한 매개체 에서 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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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 다. 큐 이션 서비스를 랜드 계형

성의 요한 략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기

업의 마 략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에게 차별 인 가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하며, 그 목 에 맞는 랜드 계

형성을 한 큐 이션 서비스의 마  활용 

방안을 제시하 다.

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서

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큐 이션 서비스가 이

용자와의 계형성을 한 매개체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도서 에서 제공하는 큐 이

션 서비스에 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을수록 

도서  재방문과 구 , 서비스 이용 증가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가 이용자와 도서 과의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에 한 분석을 통해 도서  

큐 이션 서비스 제공 활성화에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이처럼 도서 은 이용자의 지속 인 방문과 

새로운 유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정보

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손쉽

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동시에 이용자들의 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한계숙(2001)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마

 활동에서 랜드 커뮤니티에 한 몰입이 

랜드의 구매의도, 구 의도, 참여의도 등의 

소비자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

견하 다. 따라서 소비자와의 커뮤니 이션 

에서 큐 이션 서비스 한 새로운 랜드 

계형성의 핵심  수단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표 인 사례로는 핀터 스트를 로 들 수 있

다. 핀터 스트의 경우 이용자가 스크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포스 하고 다른 이용자와 공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핀터 스트를 통해 소비정보를 제

공받기 해 방문률이 70%에 달하며 이  새로

운 트 드를 하기 해 방문한다는 응답이 

67%라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한 핀터 스트

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의 평

균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소셜큐 이션 서비스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큐 이션 서비스

의 마  활용가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도서 에서도 경쟁력 높은 큐 이션 서비스

를 통한 이용자와의 계형성에 주력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

아야 할 것은, 도서 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정

보요구를 가진 이용자에 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천해주는 참고정보서비스, 추천서비스 등을 

제공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요구는 다

양해지고, 사회 인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으며, 

정보량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

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자에게 제

공해주기 해서는 상황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큐 이션 서비스를 확장

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 

결과 도서 에 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한 평가를 통해 신뢰가 형성

되고 그 신뢰에 따라 충성행동의 유형이 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악하 다. 결과 으로 

문성을 기반으로 한 큐 이션 서비스의 제공에 

한 이용자의 만족과 신뢰는 도서  방문이라

는 이용률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향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을 추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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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황

최근 국내․외 도서   서  등에서 특정 

주제에 따라, 는 이용자의 이용 패턴에 따라 

장서와 서비스를 큐 이션하여 이용자에게 제

공하는 사례가 진 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외 서 가에서는 독자에게 다가서

기 해 소비자의 도서 구매 행태  심 분야

에 따라 도서를 큐 이션하여 독자이자 소비자

와의 친 도를 높이며, 이를 도서 구매로 이어

지게끔 노력하고 있다(이용훈 2017; 곽우정, 노

희 2019; 노 희 2019). 마이클(2016)은 큐

이션에 한 칼럼을 통해 큐 이션은 출 업

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공통 분모와 같으며,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시장 환경 속에서 희망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치 장소와 같다고 언 하

다. 이처럼 도서 에서도 정보 이용 형태의 

변화와 방 한 규모의 정보가 정리되지 않은 상

황에 압도되어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요해진 

사회  상황에 맞춰, 이용자를 선별된 정보를 

집약해서 제공하는 주제별 정보원 제공과 이용

자맞춤형서비스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도서 의 큐 이션은 미술품과 유물 같은 실

물 큐 이션에서 콘텐츠라는 비실물 큐 이션

으로 그리고 북 큐 이션이 독자 으로 발 하

다. 도서 은 큐 이션 서비스의 일종인 참

고정보서비스를 오래 부터 시행해오고 있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큐 이션 서비스 

황을 악하기 해 실물 큐 이션과 콘텐츠

인 비실물 큐 이션, 북 큐 이션을 으로 

도서 에서 제공하는 큐 이션을 분석하 다

(<표 1> 참조).

분류 도서 명 큐 이션 내용

실물  
비실물 
큐 이션

국립세종도서
∙정책정보도우미: 정부부처  소속기 (18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학술지목차메일링서비스: 1.5만 여 종의 구독학술지에 해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한 정책연구원 9,500
여 명을 상으로 학술지 신간호 발행 시 목차정보 발송)

국립 앙도서

∙독도로 보는 우리역사 컬 션: 역사와 함께한 독도, 고지도 속 독도, 역사 속 인문, 세계 속의 독도 
등으로 분류된 컬 션 소개  제공
∙한국근 문학 해제집  근 문학 문 잡지 ‘근 문학’ 발간
∙근 문학자료 련 기획 시
∙이달의 사서추천도서
∙작가소개, 신착자료 코 , 참고정보원 등 다양한 정보안내
∙국외 주요 문학  운  리  이용서비스 제공

구경북과학기술원
학술정보원

∙D-큐 이션 서비스 제공: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아닌 문가(큐 이터)가 선정한 콘텐츠로 운 되는 
소셜 큐 이션 서비스 구축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디지털 학술‧문화 콘텐츠 수집, 제공
∙책 읽는 D-GIST 큐 이션 시리즈를 제작하여 배포
∙매월 2회 “Special Collection” 코 를 운 하여 추천도서 시

북
큐 이션

마포구립서강도서
∙북큐 이션 서비스 제공: 도서  제공 로그램과 연 된 도서 추천(작가  주제를 선정하여 작가의 
출 물 는 주제와 련된 도서 추천)

안성시립도서
∙성인과 아동을 나 어서 북큐 이션 서비스 제공
∙성인 북큐 이션: 주제에 련된 도서, 잡지, 화 상, 보도기사, 학술기사, 웹자료, 보고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며 원문으로 넘어갈 수 잇도록 QR코드 제공

이천시림도서 ∙‘책 골라주는 도서 ’, ‘이천시 독서마라톤 추천도서’ 등 북 큐 이션 시 코  운

성북구립도서
∙지역 문제 해결을 해 사서들이 지역 이슈를 악한 뒤 해당 주제에 한 책을 시하고, 지역민과 
토론하는 큐 이션 활동을 이어감

진정보도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지만 꼭 알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선정된 100권의 도서를 3년 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꾸 히 진행

<표 1> 국내 도서  큐 이션 서비스



14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0

2.2 서비스 기반 계형성에 한 연구

도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은 큐 이션 서비

스를 효율 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인 요소

이다. 도서  이용자를 고객이라 볼 때 고객의 

연령, 고객의 직업 등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의 성분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큐 이션 서비스 구축

의 기본사항이다. 따라서 소비자-기업( 랜드)

의 계형성에 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서

이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도서 에 한 정 인 계형성으로 이어지는

지 측정하기 한 문항을 도출하고자 하 다. 

온라인 동 상 기술 업체인 Ooyala가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소비자, 업계, 기술, 콘텐츠, 

고 측면에 한 산업 분석 보고서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 랫폼 이용자는 신속

성, 상호작용성, 맞춤성(개인화), 몰입성 등 4가

지의 콘텐츠를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한국경제신문 2017). 박경자(2017)는 다수

의 쇼핑채 이 존재하는 온라인환경에서 큐 이

션 커머스 선호와 지속사용의도간의 구조  

계에 한 실증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소

비자들이 큐 이션 서비스를 통해 쇼핑의 편의

성과 효율성을 연구변수로 설정하 다. 진

(2018)은 큐 이션 쇼핑앱 특성이 구매의도와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성, 편

리성, 효율성 등의 속성을 도출하 다. 한 김형

모(2014)는 랜드 계형성을 한 큐 이션 

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 는데, 큐 이

션 서비스 신뢰 요인을 측정하기 한 항목으로 

상 방의 기술력, 역량 등 문성과 진실되고 책

임감 있는 행동을 기 하는 호의성으로 나 어 

연구를 진행하 다. 최창문, 양해술(2016)은 

자상거래의 큐 이션 특성으로 상품추천, 편리

성, 만족도 등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해 상

품추천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문가에게 상품을 추천받고 싶은 욕구에 따른 

서비스로 문성으로 단하여 진행하 다. 

연구자마다 큐 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

행하는 연구일지라도 큐 이션 서비스 속성을 

다르게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성, 편

리성, 효율성, 문성에 해서 2명 이상의 연

구자가 공통 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속성으로 상호작용

성, 편리성, 효율성, 문성을 들어 계형성 측

정을 진행하 다(<표 2> 참조).

구분 Ooyala(2017) 박경자(2017) 진 (2018) 김형모(2014) 최창문, 양해술(2016)

상호작용성 ● ● ●

편리성 ● ● ●

효율성 ● ●

문성 ● ●

신속성 ●

몰입성 ●

맞춤형 ●

정보제공성 ●

호의성 ●

<표 2> 큐 이션 서비스 속성 도출을 한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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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방법론

3.1 연구 차  내용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이 이용자를 해 맞춤

형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가 

도서 을 이용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도서 의 활발한 이용과 도서  서

비스의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기반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 계형성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

용자와 도서  간 계형성 개념을 정리하 다. 

한 재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용자 큐 이션 서비스에 

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 둘째, 선행연구

를 기반으로 요인을 선정하고 큐 이션 서비스 

항목을 도출하 으며 큐 이션 서비스를 운

하는 도서 의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설문을 

시행하 다. 셋째, 설문 분석을 기반으로 큐

이션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와 신뢰도에 향

을 미치는지를 측정하 다. 넷째, 큐 이션 서

비스 기반 이용자-도서  계 형성 측정 결과

를 기반으로 도서 에서의 큐 이션 서비스 제

공 방향에 해 제안하 다(<그림 1> 참조).

3.2 연구모형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도서  큐 이션 

속성, 매개변수로 계형성 요인, 종속변수로 장

기 계형성 요인을 선정하 다. 첫 번째로 큐

이션 서비스에 한 향 요인으로는 상호작용

성, 편리성, 호성, 문성을 제시하 다. 두 번째

로 계형성 요인으로 만족도와 신뢰도를 선정

하 다. 마지막으로 도서  서비스에 한 만족

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만족도와 신뢰도의 

단계 연구내용

이론적 검토
∙ 이용자-도서관 간 관계형성 개념 분석
∙ 큐레이션 서비스 현황 조사 

설문지 개발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요인 선정 및 설문지 개발
∙ 큐레이션 서비스 운영 도서관의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 문항 개발

설문 조사 및 분석
∙ (설문조사 대상)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자
∙ (설문내용) 도서관 큐레이션 일반현황, 서비스 인식, 만족도 및 신뢰도, 재방문의도 등 
∙ (설문분석)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자 설문 내용 분석을 통한 이용자-도서관 관계형성 측정

결론 도출 ∙ 도서관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도서관 관계형성 측정 결론 분석

<그림 1> 연구 차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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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살펴보기 해 재방문의도, 구 의도,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 의사 등을 장기 계

형성 요인으로 선정하 다(<그림 2> 참조).

본 연구는 도서  이용자가 직 인 큐 이

션 서비스 이용경험의 요인분석과 만족도  

신뢰도에 따른 재이용 의향을 규명 하는데 목

이 있다. 큐 이션 서비스를 운 하고 있는 

도서 을 선정하여 큐 이션 서비스를 1회 이

상 경험해 본 이용자의 설문을 유효한 설문으

로 설정하 다(<표 3> 참조).

3.3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큐 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

서 을 심으로 진행하 다. 도서  큐 이션 

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고, 서비스

에 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을수록 도서  

이용자가 도서 의 장기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련하여 설정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큐 이션의 속성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1: 도서  큐 이션의 상호작용성은 만족

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2: 도서  큐 이션의 편리성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3: 도서  큐 이션의 효율성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4: 도서  큐 이션의 문성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2> 연구모형

구분 출처 수

도서 -이용자 계

큐 이션 서비스 인식  경험 안창호(2017) 4

상호작용성 이윤재(2012) 5

편리성 박경자(2017) 6

효율성 박경자(2017) 5

문성 김형모(2014), 천명환(2010) 7

만족도  신뢰도
만족도 신창훈, 송재 , 황인석(1999) 5

신뢰도 최순화(2013) 4

도서  장기 계 형성

재방문

정 아(2018), 홍정임(2011), 이 (2006)

2

구 의도 4

이용횟수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 3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연령, 이용 횟수 - 3

<표 3> 설문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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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서  큐 이션의 속성은 신뢰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1: 도서  큐 이션의 상호작용성은 신뢰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2: 도서  큐 이션의 편리성은 신뢰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3: 도서  큐 이션의 효율성은 신뢰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4: 도서  큐 이션의 문성은 신뢰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도서  큐 이션의 만족도가 높으면 

장기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1: 도서  큐 이션의 만족도가 높으면 재

방문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3-2: 도서  큐 이션의 만족도가 높으면 구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3-3: 도서  큐 이션의 만족도가 높으면 이

용횟수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

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도서  큐 이션의 신뢰도가 높으면 

장기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1: 도서  큐 이션의 신뢰도가 높으면 재

방문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4-2: 도서  큐 이션의 신뢰도가 높으면 구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4-3: 도서  큐 이션의 신뢰도가 높으면 이

용횟수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

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3.4 연구 상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Korean Version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일반

 특성을 분석하기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진행하 으며, 측정도구들에 한 

정규성을 악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설문 항목들에 한 개념  타

당성을 검토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한 측정 변수들의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 다. 

각 측정변수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하여 

이변량 상 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각각의 변수들에 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 다. 본 연구 가설의 검증결과에 

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해서는 측정도구의 신

뢰성과 타당성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를 해 측정변수들의 평가차원 내에서 항목간

의 내  일 성을 의미하는 수렴 타당성과 차

원간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별 타당성으로 나

어 SPSS 22.0K를 이용해 탐색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추출방법을 이용하

고, 요인회  방법은 직교회  방식의 하나

인 Varimax 회 을 수행하 으며, 요인분석 시 

다른 요인에 재되거나 요인 재량이 0.4미만

인 항목은 제외시켰다. 요인분석은 측정지표의 

실제 측정결과가 본래 의도된 이론  개념과 부

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일반 인 분석방법으로 

가장 보편 으로 이용되고 있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으로 주성

분분석(principal component)에 의한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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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에 의

한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

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났다. 일반

으로 요인추출은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

의 양을 뜻하는 아이겐(eigen) 값을 기 으로 

하여 아이겐 값이 1.0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한

다. 여기서 아이겐 값이 1.0이라는 의미는 변수

하나 정도의 분산을 축약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요인 재치(factor loading)는 0.40 이상인 경

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되고, 요

인간의 상 계인 다  공선성을 제거하기 

하여 직각회 (varimax)방식으로 나타냈다. 신

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하여 반복 으로 측

정하 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  일 성을 측정 하기 

해 크론바 알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

하여 신뢰도를 측정하 다. Nunnally(1978)는 

탐색 인 연구 분야에서는 알 값이 0.60이상

이면 충분하고, 기 연구 분야에서는 0.80, 그

리고 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

서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Van과 Ferry(1980)도 조직단 의 분석

수 에서 일반 으로 요구되어지는 알 값은 

0.60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설계는 도서  큐 이션 서비

스가 이용자-도서 의 계형성에 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이 

일반사항, 이용 목 , 인식  경험, 만족도  

신뢰도, 서비스 경험, 장기 계형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 다. 설문은 15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련 문헌 분석, 사례조사 등

을 통해 설문도구를 구성하 다. 

연구 기에는 해당 도서 에 방문하여 큐

이션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려 하

으나, 도서 마다 큐 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이용자를 찾아 설문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큐 이션이라는 명칭을 통해 큐 이션 서

비스를 운 하는 도서 을 조사하여 화로 설

문을 요청하 다. 설문 화에 앞서 도서  홈

페이지 조직도에서 큐 이션 서비스 는 이용

자 서비스 업무를 담하는 사서를 찾아 설문을 

요청하 다. 사서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하거나 온라인 설문 링크를 메일로 발송하여 직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 는데, 도

서 마다 제공하는 련 큐 이션 서비스를 정

리하여 해당 서비스에 근해 본 이용자를 찾아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조사는 2019년 5월  2주 간에 거쳐 실

시하고, 설문지는 총 200부가 배부하여, 179부

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이들  불성실한 응

답자, 결측 값을 제외하고 총 134부를 최종 분

석하 다. 

4. 조사 결과

4.1 타당성  신뢰도 검증 

4.1.1 독립변수들의 탐색  요인분석

본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인 도서  큐 이션

의 속성 요인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추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아이겐 값은 

3.419에서 4.617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

다. 분산은 73.557%로 나타났고, 요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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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구성요소

1 2 3 4

편리성3 .867

편리성1 .764

편리성6 .745

편리성4 .737

편리성2 .729

편리성5 .677

상호작용성5 .823

상호작용성4 .819

상호작용성3 .759

상호작용성2 .741

상호작용성1 .633

효율성5 .828

효율성4 .795

효율성3 .629

효율성2 .601

효율성1 .531

문성1 .805

문성7 .718

문성2 .711

문성4 .596

문성5 .538

Eigen-value 4.617 3.891 3.521 3.419

설명분산(%) 21.984 18.526 16.768 16.279

분산(%) 21.984 40.510 57.278 73.557

Cronbrach Alpha .922 .917 .888 .873

<표 4> 독립변수들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

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변수

간의 집  타당성과 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

었다. 한, KMO의 수치는 .862, Bartlett의 구형

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1273.844(df=210, 

p=.000)으로 악되었다.

독립변수들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4>와 같이 편리성은 모두 6개의 설

문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겐 값(eigen- 

value)은 4.617, 설명분산은 21.984%로 나타나 

편리성 요인으로 선정하 으며, 상호작용성에 

한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는 모두 5개의 설문항

목들로 구성이 되어졌다. 아이겐 값(eigen-value)

은 3.891, 설명분산은 18.526%로 나타나 상호작

용성 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한, 효율성에 한 분석에서는 모두 5개의 설문항

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

은 3.521, 설명분산은 16.768%로 나타나 효율

성 요인으로 선정하 다. 문성에 한 분석에

서는 모두 5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3.619, 설명분산은 

16.279%로 나타나 문성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4개의 요인 모두의 Cronbrach Alpha값

이 0.6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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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매개변수  종속변수들에 한 요인분석

본 연구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한 요

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매개변수  종속변수들의 탐색  요인분석 결

과로서 만족도, 신뢰도, 재방문의도, 구 의도,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로 모두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결과와 같

이 아이겐 값은 1.606에서 3.654로 모두가 1.0

을 상회하고 있으며, 모든 변수들이 명확히 분

류되었다. 분산은 82.512%로 나타났고, 요

인 재치가 모두 0.4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

서 동일요인내의 측정변수간의 집  타당성과 

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KMO의 수치

는 .866,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

곱값이 725.353(df=105, p=.000)으로 악되

었다.

<표 5>의 매개  종속변수들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만족도는 모두 5개의 설문항목으

로 구성이 되어졌으며 아이겐값(eigen-value)

은 3.654, 설명분산은 24.358%로 나타나 만족

도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구 의도에 한 탐

색  요인분석의 결과,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

로 구성이 되어졌으며 아이겐값(eigen-value)

은 2.741, 설명분산은 18.277%로 나타나 구

의도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한, 신뢰도에 

한 분석의 결과,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

이 되어졌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2.341, 

설명분산은 15.610%로 나타나 신뢰도요인으로 

설문항목
구성요소

1 2 3 4

만족도2 .898

만족도1 .866

만족도3 .839

만족도5 .755

만족도4 .669

구 의도4 .866

구 의도3 .776

구 의도1 .746

신뢰도3 .855

신뢰도4 .801

신뢰도2 .786

재방문의도1 .865

재방문의도2 .785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2 .827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1 .683

Eigen-value 3.654 2.741 2.341 2.034 1.606

설명분산(%) 24.358 18.277 15.610 13.559 10.708

분산(%) 24.358 42.634 58.244 71.803 82.512

Cronbrach Alpha .912 .910 .831 .927 .792

<표 5> 독립변수들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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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어졌으며 재방문의도에 한 분석의 결과 

모두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2.034, 설명분산은 13.559%

로 나타나 재방문의도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이

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에 한 분

석의 결과, 모두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이 되

어졌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1.606, 설

명분산은 10.708%로 나타나 이용 증가  새

로운 서비스 이용의사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5

개의 요인 모두의 Cronbrach Alpha값은 0.6이

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

고 있다.

4.2 일반 황 분석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분석한 결

과,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19.4%, 여자 80.6%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높은 설문참여율

을 보여주었다. 설문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0

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  29.9%, 

50  17.9%, 30  9.0% 등의 순으로 악되었

다. 도서  이용횟수에 한 설문에서는 주 1-2

회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3회 이

상이 37.3%, 월 1-2회가 14.9%, 연 1-2회가 3%

로 악되었다(<표 6> 참조).

4.3 큐 이션 서비스 인식  경험

큐 이션 서비스나 도서  큐 이션 서비스

에 해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해 분석

하 다. 큐 이션 서비스 뜻을 알고 있는지를 질

문하 으며, 이해하고 있다 41.8%, 이해하고 있

지 않다는 35.8%로 나타났다. 즉, 큐 이션 서

비스를 이용하며 그 의미에 해 정확하게 이해

하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큐 이션 개념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그 지 않다가 47.7%, 그 다가 

22.4%로 이해는 하지만 설명에는 어려움을 느

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용하는 도서

에서 어떠한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그 지 않다 49.3%, 

그 다 25.4%로 나타나 도서 에서 제공하는 

큐 이션 서비스에 해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설문에 응답해  이용자가 도서 에서 이용

해 본 경험이 있는 큐 이션 서비스는 무엇인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26 19.4

도서  
이용
횟수

주 3회 이상 50 37.3
여자 108 80.6

주 1~2회 정도 60 44.8
계 134 100

연령

20 54 40.3 월 1~2회 정도 20 14.9
30 12 9.0

연 1~2회 정도 4 3.040 40 29.9

50 24 17.9
거의 이용하지 않음 0 0.0

60  이상 4 3.0

계 134 100 계 134 100

<표 6> 인구통계학  특징



15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0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N % N % N % N % N %

큐 이션 서비스 뜻 이해 16 11.9 32 23.9 30 22.4 50 37.3 6 4.5

큐 이션 개념 타인설명 20 14.9 44 32.8 40 29.9 28 20.9 2 1.5

이용하고 있는 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인지
26 19.4 40 29.9 34 25.4 30 22.4 4 3.0

<표 7> 큐 이션 서비스 인식  이용 경험

지 분석한 결과, 출열람 련된 큐 이션 서

비스가 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

서문화 로그램 련 큐 이션서비스 16.0%, 

북큐 이션 14.7%, 기획 시 14.3%, 참고정보

서비스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도서 에서

는 아직까지 도서(장서)와 연 된 큐 이션 서

비스를 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조).

도서 에 큐 이션 서비스가 필요한지 분석

한 결과, 필요하다 89.6%, 필요하지 않다가 

1.5%로 응답에 참여해  거의 모든 이용자가 

큐 이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 다.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큐 이션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모든 서비스를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참고정보서비스가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독서문화 로그램서비스 82.1%, 출열람

서비스 80.6%, 북큐 이션 74.6%, 기획 시, 

주제 련 출 물서비스가 각각 7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메일링서비스가 52.2%로 높은 필

요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서비스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9> 참조).

4.4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에 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왜

도(skewness)는 자료의 분포모양이 어느 쪽으

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며, 일

반 으로 왜도의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성

도경, 이환범, 이수창, 장철 , 최인규 2011). 첨

도(kurtosis)는 자료의 분포모양이 로 뽀족

큐 이션 서비스 N %

출열람 련 큐 이션 서비스 102 21.4

참고정보서비스 62 13.0

독서문화 로그램 련 큐 이션 서비스 76 16.0

북큐 이션 70 14.7

메일링서비스 50 10.5

기획 시 68 14.3

주제 련출 물제공서비스 38 8.0

기타 10 2.1

<표 8> 이용해 본  있는 큐 이션 서비스(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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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이션 서비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N % N % N % N % N %

출열람서비스 0 0.0 2 1.5 24 17.9 50 37.3 58 43.3

참고정보서비스 0 0.0 0 0.0 22 16.4 52 38.8 60 44.8

독서문화 로그램서비스 0 0.0 2 1.5 22 16.4 52 38.8 58 43.3

북큐 이션 0 0.0 2 1.5 32 23.9 52 38.8 48 35.8

메일링서비스 0 0.0 12 9.0 52 38.8 46 34.3 24 17.9

기획 시 0 0.0 4 3.0 36 26.9 60 44.8 34 25.4

주제 련 출 물서비스 0 0.0 8 6.0 32 23.9 64 47.8 30 22.4

<표 9>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큐 이션 서비스

설문항목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만족도1 3.776 .7321 -.090 -.328

만족도2 3.776 .7321 -.323 .035

만족도3 3.776 .7321 -.090 -.328

만족도4 3.866 .7927 -.122 -.667

만족도5 3.687 .8355 .176 -.828

신뢰도1 3.851 .7610 -.365 -.041

신뢰도2 3.478 .7630 -.027 -.331

신뢰도3 3.478 .7225 .201 -.210

신뢰도4 3.463 .8728 .047 -.003

상호작용성1 3.761 .7376 -.273 -.063

상호작용성2 3.687 .6982 -.020 -.244

상호작용성3 3.701 .6940 -.070 -.186

상호작용성4 3.507 .7228 -.148 -.229

상호작용성5 3.418 .7589 -.032 -.349

편리성1 3.507 .8203 -.522 .362

편리성2 3.731 .7868 -.424 -.060

편리성3 3.746 .8730 -.168 -.694

편리성4 3.657 .7266 -.324 -.016

편리성5 3.612 .8488 -.207 -.514

편리성6 3.627 .8104 -.248 -.357

효율성1 3.687 .7194 .058 -.376

효율성2 3.597 .7767 -.525 .915

효율성3 3.746 .7428 -.223 -.149

효율성4 3.716 .7318 -.202 -.133

효율성5 3.791 .7665 -.234 -.250

문성1 3.493 .7828 .025 -.379

문성2 3.716 .7109 -.802 2.161

문성3 3.687 .7400 -.327 -.027

문성4 3.746 .7428 -.223 -.149

문성5 3.627 .7724 -.037 -.377

문성6 3.716 .6895 -.120 -.118

문성7 3.597 .6267 .184 -.361

재방문의도1 4.090 .7703 -1.157 2.940

재방문의도2 4.015 .7657 -.638 .413

구 의도1 4.119 .7259 -.426 -.232

구 의도2 3.746 .8012 -.576 .998

구 의도3 3.970 .7144 -.208 -.338

구 의도4 4.015 .7253 -.263 -.378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1 4.015 .6602 -.016 -.669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2 4.000 .6937 .000 -.895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3 3.746 .7428 -.446 .156

<표 10> 기술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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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첨도의 값이 7

보다 작아야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 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들

은 부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4.5 상 계

본 연구에서 선정된 요인들인 도서  큐 이

션 속성요인(상호작용성, 편리성, 효율성, 문

성), 매개요인(만족도, 신뢰도), 장기 계형성

요인(재방문의도, 구 의도, 이용 증가  새로

운 서비스 이용의사)의 계를 악하기 하

여 이변량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표 11> 

참조). 분석의 세부 인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

작용성은 문성과 .668의 가장 높은 정 (+) 

상 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편리성

과 .633의 정 (+) 상 이 도출되었다. 편리성

에 한 분석에서는 효율성과 .669의 가장 높은 

정 (+) 상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효율성의 

경우 문성과 .721의 가장 높은 정 (+) 상

계를 보여주었다. 한, 문성에 한 상

계분석의 결과 재방문의도와 .590, 만족도의 

경우 재방문의도와 .495의 가장 높은 정 (+) 

상 계를 보여주었다. 신뢰도에 한 분석에

서는 구 의도와 .443, 재방문의도는 구 의도

와 .657, 구 의도는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

스 이용의사와 .709의 가장 높은 정 (+)인 상

계를 보여주었다. 체 으로 재방문의도, 

구 의도, 상호작용성, 편리성 련 상 계 수

치가 높은 것으로 악이 되었는데, 이는  요

인들이 본 연구에서 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요한 결과로 사료되어진다.

4.6 가설의 검증

도서  큐 이션의 속성인 상호작용성, 편리

성, 효율성, 문성이 종속변수인 만족도에 미

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12> 참조). 분석 결과, 상호작

용성은 만족도에 t값 2.931로 나타나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정 (+) 향력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성이 증가할수록 

만족도는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다. 

요인명 평균 표  편차
도서  큐 이션 속성

만족도 신뢰도
장기 계형성

상호작용성 편리성 효율성 문성 재방문의도 구 의도 이용의사

상호작용성 3.6149 .62654 1

편리성 3.6468 .68917 .633** 1

효율성 3.7075 .62174 .630** .669** 1

문성 3.6358 .59363 .668** .608** .721** 1

만족도 3.7761 .65857 .565** .560** .585** .459** 1

신뢰도 3.4726 .68190 .584** .399** .452** .542** .487** 1

재방문의도 4.0522 .74154 .516** .568** .585** .590** .495** .392** 1

구 의도 4.0348 .66449 .524** .602** .547** .584** .444** .443** .657** 1

이용의사 4.0075 .61615 .506** .481** .485** .579** .356** .367** .550** .709** 1

**p<0.01

<표 11> 변수 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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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계수 표  계수

t 유의수
공선성 통계

B 표 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만족도

(상수) 1.040 .299 3.479 .001

상호작용성 .301 .103 .287 2.931 .004 .461 2.169

편리성 .210 .092 .220 2.271 .025 .471 2.121

효율성 .355 .113 .335 3.135 .002 .386 2.589

문성 -.119 .117 -.107 -1.021 .309 .399 2.507

R=.657, R2=.432, 수정된 R2=.414

F=24.480, p=.000, Durbin-Watson = 2.123

**p<0.01, *p<0.05

<표 12> 도서  큐 이션의 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

편리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

과는 t값 2.271로 나타나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리성이 

증가할수록 만족도 역시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효율성은 만족도에 t값 3.135의 유의

미한 정 (+)인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효율성이 높을수록 만족도 

역시 높다는 결과이다. 한, 만족도에 가장 큰 

향력을 주는 요인은 효율성으로 악이 되었

으며 다음으로는 상호작용성, 편리성의 순서로 

향력을 주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도

서  큐 이션의 속성  상호작용성, 편리성, 

효율성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만족도는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회귀식을 살펴보면 

R=.657, R2=.432, 수정된 R2=.414, F=24.480, 

p=.000, Durbin-Watson = 2.123로 악되었다. 

도서  큐 이션의 속성이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성은 신뢰도가 t

값 4.072로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보여

주었다. 한, 문성의 경우 신뢰도에 t값 2.556

의 유의미한 정 (+) 향을 보여주었다. 이러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호작용성과 

문성이 증가할수록 도서  이용자의 신뢰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상호작용

성이 문성에 비해 신뢰도에 더 높은 향력

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다. 본 회귀식을 살펴

보면 R=.620, R2=.384, 수정된 R2=.365, F= 

20.102, p=.000, Durbin-Watson = 2.078로 

악되어 본 회귀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3> 참조).

만족도  신뢰도가 장기 계형성의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다. 분석 결과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t값 

4.683의 유의미한 정 (+) 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재방문의도에 t값 2.317

의 정 (+)인 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도서  이용객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을수록 

재방문의도 역시 증가한다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리고 재방문의도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살펴보면 

R=.524, R2=.275, 수정된 R2=.264, F=24.844, 

p=.000, Durbin-Watson = 2.152로, 본 회귀

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족도  신뢰도가 장기 계형성의 구 의

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만족도와 신

뢰도는 구 의도에 t값 3.488, 3.459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다시 말해 도서



15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0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계수 표  계수

t 유의수
공선성 통계

B 표 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신뢰도

(상수) .763 .322 2.367 .019

상호작용성 .451 .111 .414 4.072 .000** .461 2.169

편리성 -.047 .100 -.047 -.470 .639 .471 2.121

효율성 .022 .122 .020 .182 .856 .386 2.589

문성 .321 .126 .280 2.556 .012* .399 2.507

R=.620, R2=.384, 수정된 R2=.365

F=20.102, p=.000, Durbin-Watson = 2.078

**p<0.01, *p<0.05

<표 13> 도서  큐 이션의 속성이 신뢰도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계수 표  계수

t 유의수
공선성 통계

B 표 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재방문

의사

(상수) 1.610 .352 4.570 .000

만족도 .449 .096 .399 4.683 .000** .762 1.312

신뢰도 .215 .093 .197 2.317 .022* .762 1.312

R=.524, R2=.275, 수정된 R2=.264

F=24.844, p=.000, Durbin-Watson = 2.152

**p<0.01, *p<0.05

<표 14> 만족도  신뢰도가 장기 계형성의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계수 표  계수

t 유의수
공선성 통계

B 표 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구 의도

(상수) 1.890 .318 5.942 .000

만족도 .302 .087 .299 3.488 .001** .762 1.312

신뢰도 .289 .084 .297 3.459 .001** .762 1.312

R=.514, R2=.264, 수정된 R2=.253

F=23.539, p=.000, Durbin-Watson = 1.848

**p<0.01, *p<0.05

<표 15> 만족도, 신뢰도가 장기 계형성의 구 의도에 미치는 향

 이용객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을수록 구 의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다. 한, 신

뢰도가 만족도에 비해 더 높은 향력을 구 의

도에 주는 것을 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

다. 본 회귀식을 살펴보면 R=.514, R2=.264, 수

정된 R2=.253, F=23.539, p=.000, Durbin- 

Watson = 1.848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한 

설명력은 26.4%로 악이 되었다. 한, Durbin- 

Watson이 1.848로 나타나 본 회귀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만족도  신뢰도가 장기 계형성의 이용 증

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만족도는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에 t값 2.558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정 (+)인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16> 참조). 한 신뢰도는 이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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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에 t값 2.798로 나타

나 유의미한 정 (+)인 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 도서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증

가할수록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

사 역시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다. 

그리고 신뢰도가 만족도에 비해 더 높은 향

력을 종속변수인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에 미치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본 회귀

식을 살펴보면 R=.420, R2=.176, 수정된 R2= 

.164, F=14.000, p=.000, Durbin-Watson = 

2.219로 나타나 본 회귀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 로 가설검증 결과

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가설 1인 도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계수 표  계수

t 유의수
공선성 통계

B 표 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

(상수) 2.389 .312 7.656 .000

만족도 .217 .085 .232 2.558 .012* .762 1.312

신뢰도 .230 .082 .254 2.798 .006** .762 1.312

R=.420, R2=.176, 수정된 R2=.164

F=14.000, p=.000, Durbin-Watson = 2.219

**p<0.01, *p<0.05

<표 16> 만족도, 신뢰도가 장기 계형성의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에 미치는 향

구분 경로 결과

가설 1 도서  큐 이션의 속성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1-1 도서  큐 이션의 상호작용성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도서  큐 이션의 편리성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도서  큐 이션의 효율성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도서  큐 이션의 문성은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도서  큐 이션의 속성은 신뢰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2-1 도서  큐 이션의 상호작용성은 신뢰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도서  큐 이션의 편리성은 신뢰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3 도서  큐 이션의 효율성은 신뢰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4 도서  큐 이션의 문성은 신뢰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도서  큐 이션의 만족도가 높으면 장기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 도서  큐 이션의 만족도가 높으면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도서  큐 이션의 만족도가 높으면 구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도서  큐 이션의 만족도가 높으면 이용횟수 증가  새로운 도서 서비스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도서  큐 이션의 신뢰도가 높으면 장기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1 도서  큐 이션의 신뢰도가 높으면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2 도서  큐 이션의 신뢰도가 높으면 구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3
도서  큐 이션의 신뢰도가 높으면 이용횟수 증가  새로운 도서 서비스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17> 가설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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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이션 속성은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의 경우 부분채택 되었으며, 상호작

용성, 편리성, 효율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친

다는 3개의 세부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인 

도서  큐 이션 속성은 신뢰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상호작용성과 문성

이 채택되면서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 3, 도서

 큐 이션의 만족도가 높으면 장기 계형성

에 정 인 향을 미칠것이다와 가설 4인 도

서  큐 이션의 신뢰도가 높으면 장기 계형

성에 정 인 향을 미칠것이다는 각각 모든 

가설이 채택되면서 도서  큐 이션의 높은 만

족도와 높은 신뢰도가 최종 으로 도서  장기 

이용과 도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정 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악되었다.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이 이용자를 한 큐

이션 서비스 제공 시에 서비스를 제공 받는 도

서  이용자가 인식하는 큐 이션 서비스 만족

도와 신뢰도가 재방문의도로 이어지거나, 도서

에 한 구 의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는 

도서 에 한 이용횟수 증가  새로운 도서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한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논의하면 <그림 3>과 같다. 

먼 , 선행연구를 통해 큐 이션 서비스 속성을 

상호작용성, 편리성, 효율성, 문성으로 도출하

고, 큐 이션 서비스 속성별 만족도와 신뢰도가 

장기 계형성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 다. 

그러나 첫째, 큐 이션 서비스 제공의 품질

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도서

에 한 이용자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먼 , 도서

은 큐 이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와 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가 기 한 정보를 요구에 따라 하게 정보

를 연결해  뿐만 아니라, 요청한 서비스 내용

<그림 3> 큐 이션 서비스 속성에 따른 만족도와 신뢰도 기반 장기 계형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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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빠르게 제공해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는 큐 이션 서비스를 

통해 정보의 탐색과 근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큐 이션 서비

스에 한 쉬운 근을 통해 정보를 쉽고 빠르

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넷째, 

도서  큐 이션 서비스를 통해 문  지식을 

한 비교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  필요가 있

다. 문 지식에 한 다양한 비교 데이터를 제

공해 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

를 통해 도서 의 재방문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이다. 한 사서가 특정 정보에 한 문

성을 가지고, 문성을 기반으로 유사기 보다 

시기에 맞는 다양한 문 지식을 가지고 이용

자에게 제공한다면 도서 에 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악된다. 

한편, 큐 이션 서비스 제공의 품질이 신뢰도

에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도서 에 한 이

용자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서  큐 이션 서비스의 상호작

용성과 문성이 높을수록 이용자가 도서 에 

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서 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와 

한 정보를 바로 연결해  때, 서비스에 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곧바로 도서 에 한 

재방문의도, 홍보,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의 문지식, 기 의 

문성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로 이어지게 

되면서 장기 계형성에 정 인 효과로 나타

나기 때문에 도서 은 정보에 한 문성을 보

유하기 한 사서 교육에 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도서  큐 이션 서비스가 도서

과 이용자의 계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 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큐 이션’이라는 명칭

을 통해 큐 이션 서비스를 운 하는 도서  이

용자 134명을 상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수

행된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이용자들은 큐 이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서  큐 이션 

서비스 가운데, 참고정보서비스, 독서문화 로

그램서비스, 출열람서비스, 북큐 이션, 기획

시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여 주었다. 따라

서 도서  이용자 맞춤형 큐 이션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서  큐 이션의 속성  상호작용

성, 편리성, 효율성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만족

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성

과 문성이 증가할수록 도서  이용객의 신뢰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성

이 문성에 비해 신뢰도에 더 높은 향력을 

주는 것으로 악되었다. 

셋째, 도서  이용객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

을수록 재방문의도 역시 증가한다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리고 재방문의도에 가장 큰 향력

을 미치는 요인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만족도와 

신뢰도는 구 의도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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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만족도는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

스 이용의사에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신뢰도는 이용 증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의

사에 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 도서  이용자

는 큐 이션 서비스를 통해 도서 에 한 만족

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며,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

아짐에 따라 도서 을 재방문하고, 타인에게 도

서 에 한 홍보를 하거나, 도서 에 한 정

인 이야기를 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질 것

으로 보인다. 

6.2 제언

본 연구는 도서 의 큐 이션 서비스 제공이 

이용자와 도서 의 계 형성에 정 인 향

을 미치는가를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서 에서 제공하는 큐 이

션 서비스가 이용자를 도서 으로 이끄는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는 도서 과 이용자의 계형성에 한 으

로 을 맞추고 있어, 도서 의 큐 이션 서

비스 제공이 이용자에게 정 인 향을 맞추

기 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

족하여, 이에 한 방안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

를 통해 이용자-도서 의 정 인 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큐 이션 서비스 목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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