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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문도서 의 문화행사의 개최와 참가 도서 에 한 만족도와 인식도 

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실제 K 문도서 에서 독서 활동 행사와 독서 진흥 행사, 시 행사, 

강연 행사 등을 시행하 다. 시행 후 참여자들 상으로 도서  서비스에 한 만족도와 재이용의도, 인식도와의 

향 계를 분석하 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문도서 에서 제공한 문화행사에 참가한 문도서  이용자들은 

도서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재이용의도  권유 의도, 인식도에 모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서 

만족도 부분에는 문화행사의 참여와 개최에 실제 인 유의미한 향 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is targeting Special Library users and aims to find out whether participation in the 

cultural events of K Special Library affects the levels of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of library users. 

With consideration for the actual operating case, the cultural events of K Special Library were 

categorized into reading activities, reading promotion events, exhibition events, lecture events, and 

others.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cultural events, the level of satisfaction, intention 

of reuse, and level of recognition of the K Special Library servic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study, participation in cultural events was found to affect the level of use, level of satisfaction on 

services, intention to reuse and recommend, and level of recognition of K Special Library users. 

However, regard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collection of book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rising from participation in cultural events. As such, it is concluded that participation in cultural 

events does not affect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collection of th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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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도서 은 이용자들을 도서  서비스로 유인

하게 해 내외 으로 다양한 도서  정책과 

서비스 략에 지속 으로 개발한다. 특히 공

공도서 은 문화행사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도서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서 의 문화행사는 도서 에서 보유하

고 있는 유의미한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자들에

게 노출하는 요한 홍보 수단이다. 즉 이용자

가 문화행사의 참여를 해 방문하 을 때 도

서 의 우수한 자원(서비스, 장서, 공간 등)을 

방문 이용자에게 노출함으로써 도서  이용으

로 그 이용자를 유인하는 략이다. 

한편 2016년 공공기 의 지방 이  정책에 

따라 공공기 에 속해있는 문도서 은 신

도시에 기 신축과 함께 문도서 도 이 하

다. 이런 환경변화에 기  소속 문도서

은 통 인 문도서  역할 이외에 지방이

에 따른 이주민으로써 구성원들에 한 문

화  책무도 새로운 역할로 맡게 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문도서 은 기존의 인력과 

산, 공간 등 한정  자원만으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음에 따라 이 서비스의 확  혹은 폐지

를 한 객  기 을 확보할 필요성에 직면

하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이 을 수행한 기

 소속 문도서 에서 구성원을 한 문화행

사 제공이 객 으로 가지는 성과와 의미를 

악하고 운  여부를 한 객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략  문화행사의 수

립을 한 객  근거를 성과로 검증하는 것

이다. 이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해 2016년 

지방이 을 수행한 K기  소속 문도서 을 

상으로 연구를 특정하 다. K 문도서 은 

지리 으로 공공도서 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

고 있으며, 문화행사와 련된 수상  외 발

표 실 을 가진 기 이다. 본 연구에서는 K 

문도서 의 이용자를 상으로 문도서  이

용자의 문화행사 참가에 따른 이용자들의 도서

 만족도  인식도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1.2 선행연구

도서  문화 로그램이란 용어는 도서 법

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도서 법에서는 문화

행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문화행사와 문화 로그램은 혼용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자료 심 사에 칭되는 개념으

로 도서 의 문화  기능을 수행하기 한 일

련의 로그램을 말한다. 문화행사는 오락, 계

몽, 교육을 목 으로 성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

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서, 주로 

술, 인문학, 과학, 공공정책, 지역사회 주요 

안건 등을 내용으로 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

그램이다(곽철완 2008). 문화행사에 한 정의

는 장서를 심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보다 사서와 외부 인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

어지는 비책자 문화 서비스를 총칭하는 도서  

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도서 의 문화행사라 함은 도서 에서 진

행하는 직․간 인 홍보활동을 포함한 통

 서비스 이외의 모든 행사사항을 총칭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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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도서 회 문헌정보학용어사 (2010)

에서는 “만족도는 이용자의 기 에 부응하거나 

기 를 넘어서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느끼는 풍요로운 자족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식도는 인지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한 주제에 

하여 개인이 지닌 지식과 그 지식간의 계

를 표 하는 것”으로 특정 개념에 한 지식 

계를 나타낸 것으로 만족도에 한 개념을 정

의하 다. 김정희(2015)는 교육문화행사의 이

용자 만족도와 도서  재방문 의도에 한 

향 계를 통해 교육 로그램 만족도와 도서  

재방문의도 사이에는 상당한 향 계가 있음

을 발견하 다. 이를 바탕으로 유인정책으로의 

교육 문화행사 개발과 지속 인 만족도 검을 

제안하 다.

결과 으로 문화행사는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도구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하 으며, 문화행사의 만족도 향상을 해 지

속 인 검 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도

서 의 문화행사를 심으로 만족도와 인식도

를 악한 결과 최문정은 공공도서 을 복합문

화공간으로서 정의하고 이용자 만족도와 인식

도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자는 이용

자들의 기 와 요구, 복합화에 한 인식을 

악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 도서 에 해 

반 으로 만족하며, 도서 의 복합화에 해서

도 정 임을 분석하 다. 이후 도서 의 치, 

규모, 배치 등 시설 인 요인과 참여형 로그

램 개발 등 서비스  요인에 한 개선을 제안

하 다(최문정 2016).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도

서 에게 문화  기능을 기 하고 있으며, 다양

한 문화행사 개발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

여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인식도의 경우는 로그램의 개발과 같

은 기술 인 요소의 발 이 아닌 것들을 요구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송혜지의 연구에

서는 이용자들이 사서와 도서 에 갖는 신뢰가 

도서  가치 인식  성과에 향을 미치는지

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해 사서에 

한 이용자의 신뢰 구축 요인을 조사하고, 도

서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조사를 

진행하 다. 결과 으로 사서의 모습을 통해 도

서  신뢰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악하

으며, 사서  도서 에 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을 제안하 다(송혜지 2015). 이

듯이 단순한 기술 인 요구가 아닌 인 요소

와 결함한 복합 인 요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종합하면 이용자 만족도

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과 극 인 운 을 통

해 이용자에게 심리  충족을 가져다  수 있

지만, 인식도에는 다양한 요소의 결합도 필요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인식도의 경우 개인의 인

지맵(cognitive map)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서 혹은 도서 에 한 신뢰 등 다양한 요소

가 이용자 개인의 지식 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이는 이용자의 도서 에 한 만족도와 

인식도는 별개의 사항이 아닌 상호 극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된다.

종합 으로 문화행사  만족도와 인식도에 

한 연구는 공공도서 과 학도서  등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문화행사의 

경우 공공도서 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홍보의 개념에서 공공도서 에 더욱 특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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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을 상으로 진행하는 도서  문화행사 

련 연구는 극소수이며, 일부 문도서  마

의 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1.3 용어정의

1.3.1 문화행사

문화체육 부(2012)의 실태조사에서 문

화행사는 문화 로그램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자

료 심 사에 칭되는 개념으로 도서 의 문

화  기능을 수행하기 한 일련의 로그램을 

말한다. 박인정(2001)은 도서 의 일상 인 업

무 이외에 개최되는 각종 시회, 감상회, 강좌, 

강연회, 독서회 등을 문화 로그램의 역에 

산입하 다. 한 다른 기   단체와 공동으

로 주최한 문화행사나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단지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문화행사라 함

은 도서 에서 진행하는 직․간 인 홍보활

동을 포함한 통  서비스 이외의 모든 행사

사항으로 정의한다.

1.3.2 이용도

본 연구에서 이용도라 함은 이용자들의 실질

인 도서  이용과 련된 내용이다. 이용도

는 이용자들이 물리 으로 혹은 가상공간에서 

기 의 도서 을 방문하여 이용한 빈도  자

료의 이용 정도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도서

을 극 으로 이용 하는 정도를 이용도라 정

의한다.

1.3.3 인식도

본 연구에서 인식도라 함은 도서 의 서비스

를 경험한 이용자들의 도서 에 한 인지도와 

련된 내용이다. 도서 의 서비스를 경험한 이

용자들이 생각하는 도서 의 재 역할과 기  

사항을 포함하여 정의한다.

2. 이론  배경

2.1 도서  문화행사의 정의

도서  마 은 “이용자 만족의 극 화를 통

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증진하기 하여, 이

용자와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신별하고, 그에 부

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련된 일련의 

계획된 활동(최상기 1995)”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의 도서과학자 랑가나단은 ‘도서

은 성장하는 유기체다’라는 법칙을 이야기하

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종 도서 은 이용자

를 만족시키기 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문화행

사를 운 하고 있다. 

문화행사의 목 은 정보의 문화정책이 우리

사회의  역에 문화  가치가 스며들도록 하

는데 역 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황 숙 2008). 이런 문화행사는 시민

을 상으로 오락, 계몽, 교육을 목 으로 술, 

인문학, 과학, 공공정책, 지역사회 주요 안건 등

의 논의를 수행하는 ‘문화  로그램’과 학교

교육 이외의 주민을 한 모든 형태의 조직 인 

교육활동인 ‘사회교육 로그램’의 개념으로 정

의된다(감미아, 이지연 2013). 도서 에서 진행

하는 문화행사는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 분석을 통해 사서가 이용자의 흥미, 계몽, 

교육을 주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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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 심의 서비스와는 다른 도서 의 문

화  기능 수행을 한 로그램으로 문화 술 

련 강연, 시, 공연이나 독서교실, 독서캠 , 

북 스타트 운동 등과 같이 독서교육  독서문

화 진흥 련 활동  행사를 포함하는 문화 활

동의 으로 악할 수 있다(박래은 2016). 

즉, 도서 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는 이용자의 

흥미와 교육을 통해 도서 과 련된 다양한 활

동을 안내하고 이용자로 하여  자연스럽게 독

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2.2 문화행사의 유형

도서 에서의 문화 로그램 즉, 문화행사는 

도서 의 통 인 서비스의 척 에 서있는 

새로운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기능은 다양

한 이용자를 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공공

도서 을 심으로 발 하 다. 이와 함께 국

내․외 연구자들의 련 연구 한 공공도서

을 심으로 진행 되었으며, 문화행사의 유형 

분류에 해서는 연구마다 각기 다른 분류 기

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 부(2012)는 국  공공도서

을 상으로 한 문화행사 조사를 해 개념

상의 혼돈이나 유형이 복되는 상황을 피하

기 해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첫째, 

문화 술  교양강좌 는 지역문화 강좌 

심의 문화( 술) 강좌, 둘째, 독서회, 한 책 한 

도서 과 같은 독서교육  독서문화 진흥 

련 활동, 마지막으로 문화 술 련 각종 강

연, 시, 공연, 감상으로 구성된 문화행사로 

크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구분 유형

문화( 술) 강좌 지역 문화 교실, 문화 탐방 등 

독서교육  

독서문화 련 활동

독서모임, 독서퀴즈,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

문화행사
도서 주간 행사, 독서의 달 행사, 

자 특강 등

<표 1> 문화행사 유형 

정부 주도의 연구 외에 련 연구자들은 문

화행사의 유형을 주제별, 상이용자별, 운 형

식별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기 으로 

크게 분류를 하고 다시 세부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이정미 2014).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K 문도서 의 

특징 인 문화행사를 포함하여 문화행사 유형을 

독서 활동 행사, 독서 진흥 행사, 시 행사, 강

연 행사, 기타 행사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종류 내용

독서 활동 행사 서평  수기 작성 등 쓰기 행사

독서 진흥 행사
1분독서, 휴가 속 책 한권 등 도서   

독서 련 내용 공유

시 행사 원화  도서 등 시 행사

강연 행사 자 특강, 문 자료 활용 교육

기타 독서모임

<표 2> K 문도서  문화행사 유형 

2.3 도서  문화행사의 필요성

문화 로그램의 목 은 정보의 문화정책이 

우리사회의  역에 문화  가치가 스며들

도록 하는데 역 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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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것에 있다(황 숙 2008). 이에 따라 

문화체육 부 한 련된 연구를 지속 으

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화 로그

램은 시민을 상으로 오락, 계몽, 교육을 목

으로 술, 인문학, 과학, 공공정책, 지역사

회 주요 안건 등의 논의를 수행하는 ‘문화  

로그램’과 학교교육 이외의 주민을 한 모

든 형태의 조직 인 교육활동인 ‘사회교육 

로그램’의 개념으로 정의된 바 있다(감미아, 이

지연 2013).

이 듯이 문화  기능을 통한 공공기 의 

정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 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는 도서 의 공익  역할과 함께 

해석될 수 있다. 세부 으로 도서 에서의 문

화행사는 ｢도서 법｣ “제43조(도서 의 책무) 

② 도서 은 장애인,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

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

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다.

도서 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는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 분석을 통해 사서가 

이용자의 흥미, 계몽, 교육을 주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서 의 자료 심의 서비스

와는 다른 도서 의 문화  기능 수행을 한 

로그램으로 문화 술 련 강연, 시, 공연

이나 독서교실, 독서캠 , 북 스타트 운동 등과 

같이 독서교육  독서문화 진흥 련 활동  

행사를 포함하는 문화활동의 으로 악할 

수 있다(박래은 2016).

실질 으로 문화행사는 도서 에서 통  

자료에 기반한 인  조 서비스의 범주 밖에

서 도서 이 기획하여 이용자들이 참여한 로

그램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3.1.1 연구의 선행조건

이 연구를 수행하기 해 K 문도서 을 선

정한 이유는 지리  요인과 해당 도서 의 역량

을 고려하 다. 연구 상 도서 이 속한 지역

은 기존 공공도서 과 평균 4.9km가량 떨어져 

있어 이용자들이 공공도서 을 물리 으로 

근이 어렵다고 단하 다. 

이와 함께 2017년 문화체육 부에서 주

하는 ‘ 한민국 독서경  우수 직장 인증제’에

서 우수상을 수상하 다. 한민국 독서경  우

수 직장 인증제는 사내․외의 독서문화 활성화 

유공 정도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인증제로 K 

문도서 의 문화행사 운 에 한 내․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 문도서 의회에서 ‘ 문도서

에서의 문화행사 사례’를 공유하는 등 문도서

과 련된 문화행사 운 을 극 으로 추진

하고 있는 문도서 이었다. 

따라서 문화행사에 해 극 인 문도서

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상으로 특정하 다. 

연구 분석 상에 해서는 우선 으로 K 문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문화행사 참가 

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 어 집단 

간의 K 문도서  이용도와 인식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후 K 문도서 에서 진행되는 문

화행사의 실질  유용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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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해 설정된 가

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문도서 의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

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

도서  이용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문도서 의 문화행사 참여자 집단(가 집

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자료 

출 권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

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도서

 이용 빈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

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도서

 이용 목 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

(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도

서  만족도, 재이용의도, 인식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

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도서

 만족도에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

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도서

 재이용 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

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도서

 인식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조사 상 선정

공공도서 , 학교도서 , 학도서 은 보편

인 다수의 이용자 혹은 학생이라는 이용자의 

특성상 지속 인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문도서 의 경우 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문화행사 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도서 의 문화행사로 한정한다.

K 문도서 은 모기 의 특성에 따라 건강

정보에 특화된 문도서 이지만, 문화행사 실태

를 조사한 결과 독서활동행사, 독서진흥행사, 

시행사, 강연행사, 기타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 으

로 2018년~2019년 동안 18개의 행사를 운 하

다. 이후 피실험자에 한 선정은 K 문도서

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설문지에 응답한 소속기

 임직원 306명으로 추출하 다. 이 게 선정된 

피실험자들의 설문지를 통해 문화행사 참여 여

부를 단하여 문화행사 참여자 집단(가 집단)

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의 조사 상 기 은 국의 문도

서   K 문도서 을 특정하 기에 결과에 

한 확  해석이 힘들 것으로 단된다. 다만 

설문지의 경우 K 문도서 의 모기  인트라

넷을 통해 참여 링크를 배부하 으며, 체 구

성원에게 설문 참여에 한 공지와 제한된 참

여 링크를 통해 객 성을 확보하 다.

3.4 설문문항 구성

문화행사의 참가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도서

 이용도와 인식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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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설문지는 문헌분석을 통해 문항을 추출

하 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행사의 우선

순 , 희망하는 문화행사 2항목을 더 추가하여 

도서  이용도와 인식도를 측정하는 문항 35개 

항목을 구성하 다.

자료 수집을 한 질문지는 크게 1) 개인사

항, 2) 도서  이용도 3) 도서  문화행사 4)도

서  만족도 5) 도서  재이용 의도 6) 도서  

인식도에 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

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K 문도서  이용자인 기  임직원을 상

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29일까지 구  설문 

폼을 사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 링크의 배부는 K 문도서 의 모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외부인의 

참여를 철 하게 제한하 다. 총 306부의 설문

지가 제출되었으며, 개별 설문지의 분석 결과 

별도로 제외할 설문지가 없었다. 최종 306부의 

설문지가 실제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제출

된 설문지  문화행사 참가자는 91명(29.7%), 

미참자는 215명(70.3%)으로 나타났다. K 문

도서 에서 2018년~2019년 진행된 문화행사 

 참여자 특정이 가능한 행사의 경우 1,079명

이 참여하 으며, 독서 홍보물 등 불특정 다수

가 참여 가능한 행사의 경우 참여자 특정이 불

가능하여 실제 문화행사 참여자수는 더 많을 것

으로 단된다. 이에 2019년 알리오 공시 기  

16,145명 임직원  약 7% 가량이 K 문도서

의 문화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단된다. 

이후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5.0 통계 로

그램을 사용하 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인구 

통계  분석과 설문문항들의 기 인 분석, 기

술통계를 부석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이후 가설 검증을 한 교차 분석  독립

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 t-test)

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분석

문화행사 참가여부에 따른 요인간의 계 분

연구자 

내용
서지 정 환 이지 석미경 반민지 김 숙 김수연 강익찬 김명희

이용도
이용 횟수 ○ ○ ○ ○ ○ ○

이용 목 ○ ○ ○ ○ ○

문화

행사

참여

참여 횟수 ○ ○

종류 ○ ○

참여 목 ○ ○

미참여 사유 ○

만족도

인식도

만족도 ○ ○ ○ ○ ○ ○ ○ ○

재이용의도 ○ ○ ○ ○ ○ ○

인식도 ○

<표 3> 설문 문항 추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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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분내용 문항번호

개인사항

성별 1

연령 2

직군 3

직 4

소속 5

이용도

문도서  방문 이용 여부 6

문도서  방문 이용 횟수 7

문도서  온라인 이용 여부 8

문도서  온라인 이용 횟수 9

자료 출 책 수 10

이용 목 11

문화행사

문화행사 참여 여부 12

문화행사 참여 횟수 13

문화행사 참여 종류 14

문화행사 참여 목 15

문화행사 미참여 사유 16

가장 필요한 문화행사 17

추가를 희망하는 문화행사 18

만족도

반 인 서비스 19

시설  환경 20

장서 21

사서 22

문서비스 23

문화행사 24

재이용의도

문도서 을 계속 이용 할 것이다. 25

문도서 을 주변에 추천 할 것이다. 26

문화행사로 인해 문도서  이용이 확  되었다. 27

문화행사를 계속 이용 할 것이다. 28

문화행사를 주변에 추천 할 것이다. 29

인식도

필수 인 내부 기 이다. 30

자아실 을 해 필요하다. 31

독서증진을 해 필요하다. 32

인문학  소양 강화를 해 필요하다. 33

문화 향유를 해 필요하다. 34

업무  연구 지원을 해 필요하다. 35

<표 4> 설문지 구성안

석을 해 K 문도서  이용자의 문도서  

이용  문화행사 참가 행태, K 문도서  만

족도, 재이용의도, 인식도에 한 분석을 실시

하고자 한다.

4.1 응답자의 개인  특성 분석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 분석은 성별을 

비롯하여 나이, 직렬, 직 , 소속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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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설문조사 응답자 306명에 한 통

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4.2 도서  이용도 분석

응답자의 도서  이용도에 한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 형태는 방문 이용과 온

라인 이용이 각각 66.3%, 60.8%로 나타났다. 

K 문도서 은 국 지사를 상으로 택배를 

이용한 단행본 도서 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를 방문 이용의 한 형

태로 이해한 것이라 단된다. 한 상당수 도

서  이용자들이 온라인 이용과 방문 이용을 동

시에 이용하고 있었다(<표 6> 참조).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08 35.3

여자 198 64.7

합계 306 100.0

연령

20 97 31.7

30 130 42.5

40 42 13.7

50  이상 37 12.1

합계 306 100.0

직렬

행정직 186 60.8

건강직 43 14.1

요양직 32 10.5

산직 24 7.8

연구직 5 1.6

기타 16 5.2

합계 306 100.0

직

1 1 0.3

2 3 1.0

3 34 11.1

4 56 18.3

5 82 26.8

6 114 37.3

기타 16 5.2

합계 306 100.0

소속

본부 97 31.7

지역본부 18 5.9

지사 185 60.5

출장소 6 2.0

합계 306 100.0

<표 5> 인구통계분석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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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 비율

방문 이용

203 66.3

아니오 103 33.7

합계 306 100.0

온라인 이용

186 60.8

아니오 120 39.2

합계 306 100.0

방문 이용

거의 매일 7 2.3

일주일에 1~3회 29 9.5

한 달에 1~3회 72 23.5

일 년에 3~5회 59 19.3

거의 이용하지 않음 139 45.4

합계 306 100.0

온라인 이용

거의 매일 2 0.7

일주일에 1~3회 17 5.6

한 달에 1~3회 66 21.6

일 년에 3~5회 83 27.1

거의 이용하지 않음 138 45.1

합계 306 100.0

<표 6> 도서  이용도 분석 

(단 : 명, %)

응답자  방문이용자 가운데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는 7명(2.3%)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으로 K 문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는 2명(0.7%)으로 조사되어 열성 이용자는 물

리  K 문도서 을 방문하여 극 으로 활

용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1~3회 이용하는 경

우는 방문 이용이 29명(9.5%), 온라인 이용이 

17명(5.6%)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3회 이

용하는 경우는 방문 이용이 72명(23.5%), 온라

인 이용이 66명(21.6%), 일 년에 3~5회 이용

하는 경우는 방문 이용이 59명(19.3%), 온라인 

이용이 83명(27.1%)로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

해 K 문도서 을 이용한다고 답변한 이용자

는 한 달에 1~3회 혹은 일 년에 3~5회를 이용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물리  K 

문도서 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온

라인상에서 K 문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다 많았다(<표 7> 참조).

응답자의 출 권수에 한 분포는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주 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하 다. 그 결과  출

하지 않는 136명(44.4%)을 제외하면 월 평균 

1권의 출이 65명(21.2%)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월 평균 0.1권이 2명(0.7%)로 가장 

낮은 출권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 로 

가장 많이 출하는 경우는 월 평균 40권을 

출하는 이용자는 4명(1.3%)으로 나타나고 있

다(<표 8> 참조).

문도서 을 이용하는 목 에 한 분포는 

도서 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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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비율

출하지 않음 136 44.4

1권 이하 85 27.8

2권 이하 26 8.5

3권 이하 17 5.6

4권 이하 7 2.3

5권 이하 19 6.2

10권 이하 12 3.9

40권 이상 4 1.3

합계 306 100.0

<표 7> 출권수 분석

(단 : 권, %)

항목 빈도 비율 이스 

도서 출  자료 이용 237 54.1 77.5

종이  자 잡지 이용 16 3.7 5.2

연구지원서비스 20 4.6 6.5

문화행사 참여 40 9.1 13.1

개인학습 40 9.1 13.1

휴식  친목 활동 69 15.8 22.5

부 시설 이용 16 3.7 5.2

합계 438 100.0 143.1

<표 8> 문도서  이용 목

(단 : 명, %)

답을 허용하 다. 그 결과 체 438개의 응답이 

작성되었으며, 도서 의 가장 기본 인 기능인 

도서 출  자료 이용에 한 목 이 237명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이 

 자잡지 이용이 16명(3.7%), 부 시설 이

용이 16명(3.7%)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은 이용자들이 디지털 미디어 

 개인용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된 시 에서 K 

문도서 에 해 물리  공간으로서의 K 

문도서 을 인지하고 지속 인 방문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 출  자료 이용이라

는 도서 의 기본 기능을 제외하면 개인학습과 

휴식  친목도모의 목 이 각각 14.5%, 10.8%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도서 이 단순히 

문 인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이 아닌 휴식과 문화를 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설문 조사 응답자  문화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 한 분포는 91

명 (29.8%)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 

306명에 한 통계는 다음 <표 9>와 같다.

이어서 문화행사 참여 횟수에 한 분포는 이

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주 으로 작

성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하 다. 그 결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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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여부 빈도 비율

 91  29.7

아니오 215  70.3

합계 306 100.0

<표 9> 문화행사 참여 여부 
(단 : 명, %)

하지 않는 215명(33.0%)을 제외하면 1회, 2회 

참석이 각각 30명(33.0%), 41명(4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참석 횟수인 

8회의 경우 2명(2.2%)만 분포하고 있다(<표 

10> 참조).

지속 인 문화행사 참여는 횟수에 반비례하

여 감소하는 상은 문화행사에 한 심도와 

흥미가 참여횟수가 반복될수록 감소하는 상

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서  문화행사에 한 

충성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략개발의 필요성

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설문응답자에게 문화행사 참여 목

을 확인하 다. 이 가운데 문화생활 를 

한다는 응답이 52.7%(48명)로 가장 많았다. 그

리고 K 문도서  문화행사에 한 참여도로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해당 포상을 받기 

해 방문하는 이용자도 체 으로 6.6%(6명)

로 조사되었다. 여가시간을 극 으로 활용하

기 해 19명의 응답자들이 이를 참여 이유로 

답하 다. 따라서 문화행사 로그램을 참여하

는 구성원들의 기 수 은 문  기술의 습득

보다 문화  환경으로의 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

는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K 문도서 의 특성

상 학술  기댓값보다 문화행사자체만으로 문

화를 즐기는 도서 서비스 마당으로 이용자들

이 인식하고 있었다(<표 11> 참조).

반면에 문화행사에 미참여하는 사유로는 

홍보 부족이 127명(59.1%)으로 가장 높은 분

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시간 부족이 57명

(26.5%)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도서 의 특

성상 내부 임직원을 주요 이용 상으로 운

하는 한계로 단된다. 

문화행사 참여 종류로는 원화 혹은 도서를 

시하는 행사가 48명(34.3%)으로 가장 높은 

참여 횟수 빈도 비율

1 30 33.0

2 41 45.1

3 14 15.4

4 4 4.4

8 2 2.2

합계 91 100.0

참여하지 않음 215

<표 10> 문화행사 참여 횟수

(단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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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목 빈도 비율

문화생활 48 52.7

여가시간 활용 19 20.9

포상 6 6.6

소속/사회  교류 8 8.8

정보습득 10 11.0

합계 91 100.0

참여하지 않음 215

<표 11> 문화행사 참여 목  

(단 : 명, %)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쓰기 등을 진

행하는 독서 활동 행사가 40명(28.6%)으로 높

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타 행사는 11명(7.9%)의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 통계는 다음 

<표 12>와 같다.

이와 같은 상은 앞의 조사에서 확인한 것

과 같이 문화  혜택에 한 이용자 기댓값과 

시 수 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통 인 

도서  서비스로써 독서에 한 참여 으며

(40.7%), 도서 을 문화 시기획 으로서의 

역할에 해서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34.3%).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도서 의 역할

을 통 인 책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

스와 함께 시  강연 등 외부자원과의 연계

를 통한 문화  욕구충족이라는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복합 문화 센터로 서비스 략을 확

할 필요성도 확인하 다.

4.3 도서  만족도 분석

문도서  만족도에 한 분석은 설문 조사 

응답자 원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설문조

사 응답자 306명에 한 분포는 다음 <표 13>

과 같다.

만족도와 련해서 각 요인의 최소값은 매우 

불만족, 최 값은 매우 만족으로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반 인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4

, 시설  환경 만족도는 3.99 , 장서 만족도

는 3.87 , 사서 만족도는 4.03 , 문서비스 만

항목 빈도 비율 이스 

독서 활동 행사 40 28.6 44.0

독서 진흥 행사 17 12.1 18.7

시 행사 48 34.3 52.7

강연 행사 24 17.1 26.4

기타 11 7.9 12.1

합계 140 100.0 153.8

<표 12> 문화행사 참여 종류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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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체

반 인

서비스

빈도 11 4 63 125 103 306

비율 3.6 1.3 20.6 40.8 33.7 100.0

시설  환경
빈도 12 8 66 106 114 306

비율 3.9 2.6 21.6 34.6 37.3 100.0

장서
빈도 11 6 78 129 82 306

비율 3.6 2.0 25.5 42.2 26.8 100.0

사서
빈도 11 3 73 98 121 306

비율 3.6 1.0 23.9 32.0 39.5 100.0

문

서비스

빈도 13 5 74 119 95 306

비율 4.2 1.6 24.2 38.9 31.0 100.0

문화행사
빈도 11 11 110 100 74 306

비율 3.6 3.6 35.9 32.7 24.2 100.0

<표 13> 만족도 분석표 

(단 : 명, %)

족도는 3.91 , 문화행사 만족도는 3.7 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사서에 해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문화행사에 해 가장 불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인 응답

자 만족도가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도서  재이용의도 분석

재이용 의도는 문도서 에 한 지속 인 

이용 의도와 다른 직원 즉, 문도서 을 이용

하고 있지 않던 새로운 이용자에게 권유할 의

도에 하여 질문하 으며, 응답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재이용의도와 련해서 각 요인의 최소값은 

매우 불만족, 최 값은 매우 만족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 인 재이용의도는 평균 

4.09 , 타인에게 권유의도는 4.08 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K 문도서 을 이

용하는 것에 해 반 으로 정 으로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도서  인식도 분석

인식도는 문도서 에 한 이용자들의 다

양한 인지 정도  필요성을 알아보기 한 질문

이며, 응답 내용은 다음 <표 15>와 같다.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지속 인

재이용의도

빈도 10 6 60 100 130 306

비율 3.3 2.0 19.6 32.7 42.5 100.0

타인에게

권유의도

빈도 10 4 60 108 124 306

비율 3.3 1.3 19.6 35.3 40.5 100.0

<표 14> 재이용의도 표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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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필수 인

내부기

빈도 9 8 34 103 152 306

비율 2.9 2.6 11.1 33.7 49.7 100.0

자아실
빈도 8 5 41 106 146 306

비율 2.6 1.6 13.4 34.6 47.7 100.0

독서증진
빈도 7 4 28 94 173 306

비율 2.3 1.3 9.2 30.7 56.5 100.0

인문소양
빈도 8 2 35 102 159 306

비율 2.6 0.7 11.4 33.3 52.0 100.0

문화향유
빈도 7 7 28 101 163 306

비율 2.3 2.3 9.2 33.0 53.3 100.0

업무  

연구지원

빈도 8 3 32 96 167 306

비율 2.6 1.0 10.5 31.4 54.6 100.0

<표 15> 인식도 분석표 

(단 : 명, %)

인식도와 련해서 각 요인의 최소값은 매우 

불만족, 최 값은 매우 만족으로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필수 인 내부기 이라는 인식은 

4.25 , 자아실 을 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4.23

 독서증진을 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4.38 , 

인문학  소양 강화를 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4.31 , 문화향유를 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4.33

, 업무  연구 지원을 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4.34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독

서증진을 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장 크게 가

지고 있으며, 자아실 을 해 필요하다는 인식

이 가장 게 나타나고 있다. 앞선 만족도와 재이

용의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인식도에 한 응답

이 더욱 정 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6 가설검증

앞서 K 문도서 의 이용도, 만족도, 재이

용의도, 인식도 등 K 문도서  이용자들의 K 

문도서  이용 행 에 한 요소에 해 

검을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

시된 가설에 한 세부 인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설검증의 과정에서는 문화행사 참가여부

에 따른 만족도, 재이용의도, 인식도의 차이를 검

증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 t-test)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해 K 

문도서 의 문화행사 참여 여부가 K 문도서

 이용도와 만족도, 재이용의도, 인식도에 미

치는 향에 해 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

증하 다.

가설 1.1 ‘ 문도서 의 문화행사 참여자 집

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자료 

출 권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하

기 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출 권수에 한 유의확률이 0.001로 문화

행사 참여에 따른 출권수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1 ‘ 문도서 의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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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
행사 참가 행사 미참여 행사 참가 행사 미참여

출 권수 3.879 0.877 8.1661 1.3553 3.487 0.001

* p<0.05

<표 16>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자료 출 권수 차이

참여자 집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

단)의 자료 출 권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구체 으로 문화행사 참여 여부

에 따라 출 권수의 평균값이 3.879, 0.877의 수

치를 보이며, 유의수  하에서 더 높게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가설 1.2 ‘ 문도서  문화행사 참여자 집단

과 미참여자 집단의 문도서  이용 빈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 다. 문도서  이용 빈도는 방

문 이용과 온라인 이용의 두가지 역으로 나

어서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7>,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문화행사 참여

자의 K 문도서  방문 이용 빈도는 거의 매일 

7명(2.3%), 일주일에 1~3회 15명(2.3%), 한 

달에 1~3회 36명(11.8%), 일 년에 3~5회 14

명(4.6%), 거의 이용하지 않음 19명(6.2%)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행사 미참여자의 K 문도서  방

문 이용 빈도는 거의 매일 0명(0.0%), 일주일

에 1~3회 14명(4.6%), 한 달에 1~3회 36명

(11.8%), 일 년에 3~5회 45명(14.7%), 거의 

이용하지 않음 120명(39.2%)으로 나타났다. 

문화행사 참가 여부가 문도서  방문 이용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x²검

정을 실시한 결과 x² 통계값은 55.591, 유의확

률 0.000으로써 유의수  0.05에서 문화행사 참

여에 따라서 문도서  방문이용 빈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문화행사 참여자의 K 문도서  온

라인 이용 빈도에 한 검증을 함께 진행하 으

며,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문화행사 참여

자의 K 문도서  온라인 이용 빈도는 거의 매

일 1명(0.3%), 일주일에 1~3회 9명(2.9%), 한 

달에 1~3회 24명(7.8%), 일 년에 3~5회 28명

(9.2%), 거의 이용하지 않음 29명(9.5%)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행사 미참여자의 K 문도서  온라

인 이용 빈도는 거의 매일 1명(0.3%), 일주일에 

1~3회 8명(2.6%), 한 달에 1~3회 42명(13.7%), 

일 년에 3~5회 55명(18.0%), 거의 이용하지 않

음 109명(35.6%)으로 나타났다.

문화행사 참가 여부가 문도서  온라인 이

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x²

검정을 실시한 결과 x² 통계값은 11.891, 유의

확률 0.019으로써 유의수  0.05에서 문화행사 

참여에 따라서 문도서  방문이용 빈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행사 참가 여부에 따른 방문  온라인 

이용 빈도는 유의한 확률을 보이지만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에게서는 모두 기 빈도 5 

이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 1.2 

‘ 문도서  문화행사 참여자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의 문도서  이용 빈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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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서  방문 이용 빈도

체 x²/p거의 

매일

일주일

1~3회

한 달

1~3회

일 년에

3~5회

거의이용

하지않음

문화

행사 

참가 

여부

빈도 7 15 36 14 19 91

55.591/0.000*

기 빈도 2.1 8.6 21.4 17.5 41.3 91.0

문화행사 참여 7.7 16.5 39.6 15.4 20.9 100.0

방문 이용 100.0 51.7 50.0 23.7 13.7 29.7

체 2.3 4.9 11.8 4.6 6.2 29.7

아

니

오

빈도 0 14 36 45 120 215

기 빈도 4.9 20.4 50.6 41.5 97.7 215.0

문화행사 참여 0.0 6.5 16.7 20.9 55.8 100.0

방문 이용 0.0 48.3 50.0 76.3 86.3 70.3

체 0.0 4.6 11.8 14.7 39.2 70.3

체

빈도 7 29 72 59 139 306

기 빈도 7.0 29.0 72.0 59.0 139.0 306.0

문화행사 참여 2.3 9.5 23.5 19.3 45.4 100.0

방문 이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체 2.3 9.5 23.5 19.3 45.4 100.0

* p<0.05

<표 17>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방문 이용 빈도 차이

(단 : 명, %)

　

문도서  온라인 이용 빈도

체 x²/p거의 

매일

일주일

1~3회

한 달

1~3회

일 년에

3~5회

거의이용

하지않음

문화

행사 

참가 

여부

빈도 1 9 24 28 29 91

11.891/0.019*

기 빈도 0.6 5.1 19.6 24.7 41.0 91.0

문화행사 참여 1.1 9.9 26.4 30.8 31.9 100.0

온라인 이용 50.0 52.9 36.4 33.7 21.0 29.7

체 0.3 2.9 7.8 9.2 9.5 29.7

아

니

오

빈도 1 8 42 55 109 215

기 빈도 1.4 11.9 46.4 58.3 97.0 215.0

문화행사 참여 0.5 3.7 19.5 25.6 50.7 100.0

온라인 이용 50.0 47.1 63.6 66.3 79.0 70.3

체 0.3 2.6 13.7 18.0 35.6 70.3

체

빈도 2 17 66 83 138 306

기 빈도 2.0 17.0 66.0 83.0 138.0 306.0

문화행사 참여 0.7 5.6 21.6 27.1 45.1 100.0

온라인 이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체 0.7 5.6 21.6 27.1 45.1 100.0

* p<0.05

<표 18>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온라인 이용 빈도 차이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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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 ‘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

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

도서  이용 목 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

는 가설을 검정하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문화행사 참가 여부에 따른 문도서  이용 

목 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다수 이용자의 이용 목 은 도서 

출  자료 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행사 미참여자의 경우 참여자에 비해 더 다

양한 이용 목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 으로 카이제곱 값은 10.117로 나타나며, 

유의확률은 0.12로 유의수  0.05에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 ‘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도서  이용 목 에는 차

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설 1. ‘ 문도서 의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

의 문도서  이용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의 3개요인  2개요인만 채택이 되었으며, 문화

행사의 참여 여부는 이용자의 출 권수, 이용 빈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2.1 ‘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

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

도서  만족도에 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이 나타났다. 

　

문도서  방문 이용 목

체 x²/p도서 출 
 자료 
이용

종이  
자 잡지 
이용

연구지원
서비스

문화행사 
참여

개인학습
휴식  
친목활동

부 시설 
이용

문화
행사 
참가 
여부

빈도 80 1 6 10 6 16 8 91

10.117/0.120*

비율 87.9 1.1 6.6 11.0 6.6 17.6 8.8

아니오
빈도 157 15 14 30 34 53 8 215

비율 73.0 7.0 6.5 14.0 15.8 24.7 3.7

체 빈도 237 16 20 40 40 69 16 306

* p<0.05

<표 19>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이용 목  차이

(단 : 명, %)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
행사 참가 행사 미참여 행사 참가 행사 미참여

반 인 서비스 4.19 3.92 1.053 0.908 2.269 0.024

시설  환경 4.31 3.85 1.082 0.970 3.635 0.000

장서 3.97 3.82 1.048 0.910 1.206 0.229

사서 4.22 3.95 1.124 0.933 2.024 0.045

문서비스 4.15 3.80 1.043 0.961 2.831 0.005

문화행사 4.12 3.53 1.073 0.901 4.984 0.000

* p<0.05

<표 20>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문도서  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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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서  만족도에 련된 질문에서는 첫

째, 반 인 서비스 만족도 요인에 해서는 

유의확률이 0.024로 나타나며,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19, 3.92로 나타나 문화

행사 참여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행사 참여자들이 더 크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  환경 만족도 요인에 해서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며, 문화행사 참

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31, 3.85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라 시설  환경에 한 만

족도의 차이가 존재하 다. 이와 함께 문화행

사 참여자들의 시설  환경에 한 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서 만족도 요인에 해서는 유의확

률이 0.229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

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 한 3.97, 3.82

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장서 만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석하 다.

넷째, 사서 만족도 요인에 해서는 유의확

률이 0.045로 나타나며,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22, 3.95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

여 여부에 따라 사서 직원에 한 만족도의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서비스 만족도 요인에 해

서는 유의확률이 0.005로 나타나며,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15, 3.80으로 나타

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라 업무  연구지원에 

한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행사 참

여자들이 더 크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 으로 만족도와 련된 부분의 요인

에 있어서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장서에 한 만족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문화행사 참여 여

부에 따라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인

은 시설  환경으로 분석되어 문화행사와 함

께 시설  환경에 한 지속 인 개선과 심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2.1 ‘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

단)의 문도서  만족도에 한 인식에는 차

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2.2 ‘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

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

도서  재이용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

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독립표본 t-test 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이 나타났다. 

재이용의도에 한 유의확률이 0.000로 문화

행사 참여에 따른 출권수에 차이가 있는 것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
행사 참가 행사 미참여 행사 참가 행사 미참여

재이용의도 4.51 3.92 0.874 0.992 4.916 0.000

권유의도 4.49 3.91 0.835 0.975 4.982 0.000

* p<0.05

<표 21>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재이용  권유 의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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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여 여부와 재이용의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구체 으로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라 재이용

의도의 평균값이 4.51, 3.92의 수치를 보이며, 

문화행사 참여자의 통계  유의수  하에서 더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어서 문도서 을 타인에게 권유하겠냐

는 질문에는 평균값이 4.49, 3.91로 나타나 통계

 유의확률 0.000 하에서 더 많은 권유가 일어

날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가설 2.2 ‘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

단)의 문도서  재이용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2.3 ‘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

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단)의 문

도서  인식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2>와 같

이 나타났다. 

문도서  인식도에 련된 질문에서는 첫

째, 필수 인 내부 기 이라는 요인에 해서

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며,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52, 4.13으로 나타

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가 존

재하며, 문화행사 참여자들이 더 크게 필요성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실 을 해 필요하다는 질문에서

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며,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40, 4.16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가 존재하

며, 문화행사 참여자들이 더 크게 필요성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서 증진을 해 필요하다는 질문에서

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며,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65, 4.27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가 존재하

며, 문화행사 참여자들이 더 크게 필요성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문 소양 강화를 해 필요하다는 질

문에서는 유의확률이 0.019로 나타나며, 문화

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48, 4.24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행사 참여자들이 더 크게 필요

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화 향유를 해 필요하다는 질문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p값
행사 참가 행사 미참여 행사 참가 행사 미참여

필수 인 내부기 4.52 4.13 0.780 1.005 3.620 0.000

자아실 4.40 4.16 0.965 0.905 2.017 0.045

독서증진 4.65 4.27 0.705 0.922 3.949 0.000

인문소양 4.48 4.24 0.765 0.936 2.357 0.019

문화향유 4.53 4.24 0.765 0.946 2.775 0.006

연구지원 4.62 4.23 0.727 0.942 3.888 0.000

* p<0.05

<표 22>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문도서  인식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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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유의확률이 0.006으로 나타나며, 문화

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53, 4.24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행사 참여자들이 더 크게 필요

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무  연구지원을 해 필요하

다는 질문에서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며,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값이 4.62, 

4.23로 나타나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문화행사 참여자들이 더 크

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인식도와 련된 모든 요인에 있

어서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

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라 

인식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독

서 증진을 해 필요하다.’는 요인이 선택되었

으며,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독서 증

진을 한 행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에 따라 가설 2.3 ‘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

단)의 문도서  인식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는 채택되었다.

결과 으로 가설 2. ‘ 문도서  문화행사의 

참여자 집단(가 집단)과 미참여자 집단(나 집

단)의 문도서  인식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가설의 3개 요인은 모두 채택이 되

었으며, 문화행사의 참여 여부는 이용자의 만

족도, 재이용의도,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부분의 가설

은 검증이 되었으며, 문화행사 참여 여부에 따

라 만족도에 차이를 주는 요인  ‘장서’에 한 

요인만이 기각 되었다.

5. 결 론

이 연구는 지방이 을 수행한 기  소속 

문도서 에서 구성원을 한 문화행사제공  

확산에 한 략을 수립하기 해 필요한 객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문도서 의 문화행사가 이용자의 문도서  

이용행태를 비롯하여 만족도, 재이용의도, 인식

도에 미치는 향과 요인들을 악하 다. 연

구는 K 문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지

를 통해 306명의 이용자를 조사하 다. 통계분

석은 SPSS 25.0 Windows 통계 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 으며, 빈도분석과 Likert 5  

척도, 독립표본 T 검증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 문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월 

평균 1권 이하의 출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 

출을 주요 이용 목 으로 삼고 있다.

둘째, K 문도서 의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이용자는 K 문도서 에 해 학술 인 기

보다 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문

화행사 참가 여부에 따라 선호하는 행사의 종

류가 다르게 분석이 되었고, K 문도서  이

용 방식에 따라 선호 행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K 문도서 의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해 반 으로 만족을 하고 있으며, 재이용 

 권유 의도 한 정 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K 문도서 에 한 이용자의 인식 한 

필수 인 내부기 으로 인식하는 등 정 인 

인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2개의 가설과 6개의 소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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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다. 이 가설 검증 과정을 통해 문화행

사 참가 여부가 문도서 의 이용도, 만족도, 인

식도, 재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첫째, K 문도서  이용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행사 참여자는 평균 3.879

권의 출을 하며, 미참여자와 3.002권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과 오 라인

을 통한 문도서  이용 빈도도 상이하게 나

타났지만, 이용 목 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

이를 발견하지 못하 다.

둘째, K 문도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행사 참여자의 반

인 서비스의 평균 만족도는 4.19로 미참여자와 

0.29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행사에 한 

만족도의 편차가 0.59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이와함께 사서에 한 만족도가 반 인 

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인으

로 분석이 되었으며, 장서에 한 만족도는 유

의수 이 0.229로 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차이

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 다.

셋째, K 문도서  재이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행사 참여자의 

재이용의도는 4.51로 미참여자와 0.59의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타인에 한 권유 의도도 미

참여자와 0.5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K 문도서  인식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행사 참가에 따른 평

균 인식도는 4.53, 필수 인 내부 기 이라는 

인식은 4.52로 나타나며, 이는 미참여자의 수치

보다 높게 나타나 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문도서 을 필수 인 내부기 이라고 인식하

는 것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서 

증진을 해 필요하다.’는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문도서 은 이

용자의 상과 외서비스를 확장하여 구성원

을 한 문화행사의 정기  개최  운용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상은 K 문도서 으로 한정되

어 있어서 체 인 문도서 으로 확  해석

하기 어려운 이 있다. 각 문도서 은 모기

의 특성이라는 변수를 가지기에 이에 한 

구체 인 해석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 다. 이

로 인한 한계 은 추후 설문 상의 확   심

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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