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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2012년 작은도서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최근 3년 동안 공공도서 은 양 으로 꾸 히 증가하 다. 하지만 농산어  

지역의 공공도서  운 과 련하여 사서 인력 부족, 부실 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 다. 2018년 서울시 도서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 와 30 의 공공도서  이용률 한 양  증가에 비해 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공공도서 의 

지속  이용을 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공공도서 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 동기가 공공도서 의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고찰하 다. 한 이용 동기와 지식교류의도가 

공공도서  이용 빈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공공도서  이용자 230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로 설정한 강한외 동기, 강한내 동기, 자율성, 유능성, 계성  강한내 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이 

지식교류의도에 정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공공도서  이용 빈도별로 이용자 그룹을 고빈도, 보통, 빈도로 나 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자율성과 계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 로, 부정  

향 계로 나타난 강한외 동기를 상쇄시키고, 강한내 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을 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 다. 

자원 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와 연 지어 이용자가 공공도서  서비스에 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채 을 

만들거나 공공도서  운  로그램의 기획 기부터 강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지식교류 시간까지 포함한 로그램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지식교류가 공공도서 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돌 구가 

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Recently, public libraries have increased in quantity, while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regarding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such as lack of librarian manpower and facilities. Additionall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does not correlate to an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public libraries, and 

thus developing various services is needed to maintain the continued use of public libraries. This study examined 

which types of use motivations affect the intention of knowledge exchange in public libraries when using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It also looked at how the use motivations and the 

intention of knowledge exchange vary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public library use. According to an 

online survey of 230 users of public libraries, extrinsic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level of knowledge exchange. In addition, 

the higher the frequency of public library use, the higher the needs for autonomy and relatedness were.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knowledge exchange needs to be established as a new service 

of public libraries by offsetting extrinsic motivation that emerged from by negative influences and promoting 

intrinsic motivation, autonomy and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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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정보화시 가 도래하면서 국민을 한 

지식정보기 인 공공도서 의 지 는 차 변화

해왔다. 도서 의 양 증가를 살펴보면 2012년 

작은도서 진흥법이 제정되어 정부와 지자체

를 심으로 도서  정책을 개하 으며, 작
은도서  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  

6,672개의 작은도서 이 운 되고 있다. 최근 3

년(2017년~2019년) 동안 작은도서 은 6,058

곳에서 6,330곳, 6,672곳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

다.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이면서 공 인 

정보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

해 작은도서 의 확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하지만 양  증가에 

을 맞춘 나머지 작은도서 의 부실 운 , 인력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장덕 , 2018). 

한 작은도서 은 법 으로 공공도서 의 지

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 의 

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김보

일, 김홍렬, 이보라(2020)는 수도권과 농산어  

지역 간 작은도서  운  수 의 차이 문제가 

차 심해지고 있다고 하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정부는 다양

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화체육

부는 2019년 비 216명이 늘어난 269명을 순

회사서로 채용하 다. 문사서인력을 국 944

곳의 작은도서 에 견하여 운 의 내실화를 

꾀하고 도서 의 품질 향상에 집 하고 있다. 

한 생활문화기반시설(SOC) 정책의 하나로 

공공도서  부분 산이 2019년 비 1,216억원 

증가하여 2020년 총 2,037억원으로 폭 증가하

다. 문화․체육․  분야 신 성장의 기

반을 마련하고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릴 수 있

는 환경 조성이라는 략 아래 공공도서 의 기

반 확충이 주요 정책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도서 과 련하여 정 인 변화가 일

어나고 있지만 이용률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2018년 서울시 도서  이용 실태 조사에 의

하면 20 와 30 는 각각 41.8%, 48.6%의 공

공도서  이용률을 보 으며, 70  이상의 이

용률은 67.7% 다. 반면 공공도서  인지율은 

20 가 97.4%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이는 공

공도서 에 한 높은 심과는 별개로 공공도

서 이 20 의 이용 요구를 제 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높은 심에도 불구하고 지속 인 방문

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더 이상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

에만 치 하지 않고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하기 

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발굴하기 한 노

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극 응하여 공공도서 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용한 공공도

서  이용자들의 동기 요인을 분석하여 이용자 

간 지식교류가 공공도서  활성화 방안 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이용자들의 공공도

서  이용 동기 요인에 주목한다. 최근 학계에

서 지식교류의 성과에 해 다방면 으로 연구

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식교

류는 도서 과 비도서  양측 모두에서 요한 

것임을 도출하 다. 도서 의 지식교류 선행연

구로는 오  사이언스 시 에 비한 학도서

의 새로운 학술커뮤니 이션 지원 서비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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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2019), 학도서  사서들 간의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신명이, 2006), 

지식창조활동 활성화를 한 학도서  정보공

유공간 가능성 평가에 한 연구(윤미지, 2012) 

등이 있다. 도서  이용자에 을 맞춘 선행

연구들은 변화하는 시 에 맞춰 도서 이 제공

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서비스가 무엇이 있

는지 제시하 다. 도서  사서에 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업무 장에서 이 지는 지식 공

유의 향 정도를 밝 내 이러한 상이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로 환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비도서 에서도 지식교류는 지식

공유라는 키워드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는데, 선행연구로  구성원간 지식공유가  

성과에 미치는 향: 정보교류체계의 매개효과

를 심으로(손정미, 2016), 연구자의 자율성, 

지식공유,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창의성에 

미치는 향 연구(유 희, 병환, 2019), 조직

지원인식, 업무몰입, 지식공유의도, 이직의도 간

의 구조  계 소제조기업 근로자를 심으

로(조 정, 김우철, 2019) 등이 있다. 해당 연구

들은 기업이라는 조직 내 개인들의 지식공유가 

정량 , 정성 으로 평가되는 업무 성과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존의 지식교류에 

한 연구는 학도서 과 기업, 민간 조직을 

심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공공도서 의 지식

교류에 한 연구는 거의 이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  안에서 이

지는 지식교류에 해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

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공공도서  이용자들

의 이용동기 요인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1. 공공도서  이용에 향을 주

는 동기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연구질문 2. 공공도서 의 지식교류에 

한 동기요인의 일반 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이론  배경

2.1 공공도서

도서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공공도서

이란 공 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평생교육을 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교육

감이 설립․운 하는 도서 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즉 지역사회에 의하여 설립되며 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 으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종, 국 , 연령, 성

별 등의 개인의 여건에 계없이 지역사회의 구

성원이면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

다(장혜란,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

도서 의 범 를 확 하여 도서 의 건립  운

 주체와는 상 없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도서 을 포 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나 정, 2006).

2.2 자기결정성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은 크게 인지평가이론(CET: 

Cognitive Evaluation Theory)과 유기  통합

이론(OIT: Organismic Integration Theory)을 

통합하여 시작된 이론으로 개인의 행동에 해 

내  동기의 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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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의 행

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즉 행 에 한 자

율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정도이다(김아 , 2002). 이 외에도 기

본 심리욕구 이론, 인과지향성 이론 등 여러 하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순례, 2020). 한 

황용철(2014)은 자기 결정이란 자기 의지를 나

타내는 과정으로 외부 압력이나 보상에 의해서

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  결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  동기와 비되

는 개념으로 외  동기가 있는데 외  동기란 

개인의 내부에 근원을 둔 내  동기와는 달리 

외부 인 자극에 근원을 둔 것이다. 한 개인이 

보상을 받거나, 벌을 피하기 해 등 행동 그 

자체와 분리 가능한 결과를 얻기 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오순애, 2001).

Ryan과 Deci(2000)는 내  동기와 외  동

기를 이분법 으로 설명하지 않고, 기본 심리

욕구 이론의 요 요소  하나인 자율성의 정

도에 따라 무동기부터 내  동기까지 동기 요

인을 연속 으로 설명한다. 서로 다른 형태의 

외  동기와 이러한 동기의 내재화를 설명하기 

해 두번째 하 이론인 유기  통합이론을 도

입하 다. <표 1>은 자율성에 따른 동기 유형을 

보여주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율성의 정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자기결정성 이론은 기

본 심리욕구 이론의 요 요건인 자율성을 충

족시키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 를 설명하는 이

론이라고 할 수 있다.

Ryan과 Deci(2000)가 분류한 동기 유형을 

살펴보면 첫번째 무동기는 행동 의사가 결여된 

상태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상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두번째 외  조 은 

외  동기  자율성이 가장 없는 상태로 개인

은 이 상태에서 외  보상이나 요구 상황 충족

과 같이 외부 인 인과 계를 가지고 행동한다

(DeCharms, 1972). 만약 처벌이나 보상과 같

은 외부  원인이 사라진다면 행동은 연속되지 

않는다. 세번째 부가된 조 은 어떤 규정을 자

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완 히 받아들이

지 않는, 이제 막 내면화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죄책감이나 불안을 피하거나 자아의 자존심 향

상을 해 행하는 비교  통제된 형태의 행동

을 말한다. 네번째 확인된 조 은 보다 자율

이고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의 외  동기로서 

개인 으로 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목표에 

행동 비자기결정      <--------------------------------------------->     자기결정

동기 무동기 외재  동기
내재
동기

조 양식 무조 외  조
부가된
조

확인된
조

통합된
조

내재
조

인지된
인과 소재

없음 외 약간 외 약간 내 내 내

련
조  과정

무의도
무가치
무능력
통제결여

외  제약에 따름
외  보상  처벌

자기통제
자아개입

내  보상  
처벌

개인의
요성

의식
가치부여

일치성
자각

자기와의 통합

흥미
즐거움
내재
만족감

<표 1> 자기결정성과 동기유형(Ryan & Deci, 20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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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반 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

째 통합된 조 은 외재  동기  가장 자율 인 

형태로 확인된 규제가 완 히 자아에 동화되었

을 때 일어난다. 확인된 가치들이 자신의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 히 행동 자체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아닌 분

리 가능한 다른 결과를 얻기 해 행동하는 것

이기 때문에 외재  동기로 분류되고 있으나 내

재  동기와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마지막 내

재  조 은 자기결정성 요소인 자율성이 가장 

높은 동기 유형으로 행  자체의 본질  만족과 

즐거움을 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  

조 은 매우 자율 이며 자기 결정의 그 자체라

고 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한편 기본 심리욕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자

율성뿐만 아니라 유능성과 계성도 존재하는데, 

Deci와 Ryan(1991)은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자율성은 

어떤 행 에 동반되는 자기 의지의 감정으로 자

신에게 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

유를 의미한다(오지 , 2015). White(1959)는 

유능성이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

로 이는 오랜 기간 지속 인 학습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고 하 다. 즉 효과 이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이며 이를 진

하는 능력, 숙련도, 효율성 등의 개념을 포 한

다. 계성은 한 사람이 다른 요한 사람들과 

가깝게 연결되고 싶어하는 것으로(Reis et al., 

2000), 타인과의 연결로부터 기쁨이나 정

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계성은 

개인의 동기 부여와 목표 달성에 강하게 반

되지는 않더라도 외  동기의 내  동기화라는 

내 화 측면에서 부분 으로는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yan & Deci, 2000).

2.3 지식교류의도

지식은 개인, , 조직 체가 수행하는 직무

와 련된 정보, 아이디어  문 지식을 포

하는 범 한 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을 

조직 구성원이 서로 공유할 때 이 지는 것이 

지식 교류이다(Bartol & Srivastava, 2002). 오

늘날의 지식 교류는 경쟁 우 를 확보하기 한 

필수 수단이며, 지속 인 지식 리는 조직의 

신을 진하고 조직의 성공에 핵심 역할을 수행

한다(Nonaka & Takeuchi, 1995). Blair(2002)

는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은 지식 이상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교류에 출 기록정보를 통하지 않고, 정보

요구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형성되는 개인과 개

인의 화  그와 같은 형태의 정보 달(사공

복희, 1984)이란 의미를 용시키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공공도서 의 지식교

류는 개인과 개인의 화  도서  로그램

(인문학 특강, 독서 토론, 교양 강좌 등)의 참여 

속에서 이 지는 커뮤니 이션 행 를 포함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연구 가설

지 까지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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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이론을 심으로 하여 공공도서  이용자

들의 동기 요인을 검증하고, 공공도서 의 지

식교류의도에 한 향 계를 악하 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설

은 다음과 같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무동기부터 내재  동기

까지 6요인 모형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외

동기와 내 동기의 이분법  구조가 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에 따라(박병기, 이종욱, 홍승

표, 2005), 이용동기를 강한외 동기와 강한내

동기로 구분하여 가설(H1~2)을 설정하 다. 

일반 으로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노력을 투입하게 하는 개인의 심리  상

태로서 행동의 원동력이다(김아 , 2008). 강하

게 동기화되어 있는 인간은 활동 과정에 자발

으로 노력하고 즐겁게 몰입하기 때문에 이는 곧 

정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정수정, 최나야, 

2017). 한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결정성 동기 

 내  동기가 인간의 지식공유에 정  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하재엽, 2020). 

이러한 연구 등에 미루어 동기 요인이 공공도

서 의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한 자기결정성 요인이 공공도서 의 지식교

류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해 가설(H3~ 

H5)을 설정하 다. 문헌에서 확인하 듯 인간

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동

기의 내재화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행

동 결과에도 역시 향을 미친다(Ryan & Deci, 

2000). 김아 (2008)도 자기결정성 요인인 자

율성, 유능성, 계성이 개인의 학습과 성장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

기효능감이 지식공유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정은지, 김성용, 안성

익, 2016). 이에 자기결정성 요인과 지식교류의

도가 서로 향 계에 있을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3.2 연구자료  상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해 2020년 11월 20

<그림 1> 연구모형

∙H1: 공공도서  이용자의 강한외 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공도서  이용자의 강한내 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 공공도서  이용자의 자율성은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공도서  이용자의 유능성은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5: 공공도서  이용자의 계성은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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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2일간 공공도서  이

용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사서와 기록 리, 학교 커뮤니티 등 직업

, 개인 으로 도서 과 련이 있는 웹사이

트를 선별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230건으로 230건 모두

를 분석에 활용하 다.

 

3.3 측정도구

설문지는 공공도서  이용동기 12개, 자기결

정성 요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 각 5개씩 총 

15개, 지식교류의도 6개, 인구통계학  질문 6

개로 총 39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표 2> 참

조). 설문지의 문항은 리커트 5  척도를 사용

하 으며, 인구통계학  정보를 측정하는 요소

에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공공도서  

이용빈도, 공공도서  만족도 등 6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 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요인  종류별 이용

동기 요인이 지식교류의도와의 계에서 갖는 

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해 

SPSS 25.0을 활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탐색  요인분석과 내  일 성

을 검증하기 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다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을 검증하 다.

역 측정변수 세부 내용 참고문헌 문항수

도서  이용 방문 빈도, 만족도 - 2

지식교류의도
정보 공유, 책추천, 강좌추천, 서비스 공유, 정보 수용, 

지식 제공

(신명이, 2006)

(김 경, 강수돌, 2015)
6

도서 이용동기

강한내 동기
즐거움, 재미, 보람, 도서  선호, 개인의 

성장, 시간을 보내기 해

(박경숙, 2015)

(이병기, 2015)
6

강한외 동기
타인의 인정, 권유, 화 주도, 수료증, 

강좌 수강, 과제 해결

(박경숙, 2015)

(이병기, 2015)
6

자기결정성요인

자율성
이용 선택  조 , 콘텐츠 선택, 자발  

 자유로운 이용

(Wilson et al., 2006)

(이명희, 2008)

(서은혜, 이효주, 박성민, 2018)

5

유능성
한  효율  이용, 성취감, 정보 습

득, 과업 해결

(Wilson et al., 2006)

(이명희, 2008)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오지 , 2015)

5

계성
타인과 화  교류, 워크  력과 

신뢰, 타인에 한 심

(Wilson et al., 2006)

(이명희, 2008)

(이성인, 2020)

(김 경, 2015)

(서은혜, 이효주, 박성민, 2018)

5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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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표본 특성

공공도서  이용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총 230명으로부터 설

문 응답을 받았으며, 남성 38명(16.5%), 여성 

192명(83.5%)으로 여성의 응답비율이 남성보

다 훨씬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20 가 138명

(6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 (56명), 40

(29명), 50 (5명), 60 (2명)의 순서로 나타

났다. 최종 학력은 학교 졸업( 문  포함)

이 112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학교 재학이 86명(37.4%), 학원 재학 이상

이 27명(11.7%), 고졸 이상이 5명(2.2%) 순으

로 분포를 이뤘다. 직업 분포는 학생이 86명

구분 응답(명) 구성 비율(%)

성별
남성 38 16.5

여성 192 83.5

연령

20 138 60

30 56 24.3

40 29 12.6

50 5 2.2

60 2 0.9

최종 학력

고졸 이상 5 2.2

학교 재학 86 37.4

학교 졸업( 문  포함) 112 48.7

학원 재학 이상 27 11.7

직업

학생 86 37.4

학원생 8 3.5

사무/기술직 59 25.6

자 업 3 1.3

매/서비스직 5 2.2

문직 29 12.6

무직/은퇴 17 7.4

기타 23 10

도서  이용 빈도

일주일에 1회 미만 102 44.4

일주일에 1회 47 20.4

일주일에 1~2회 40 17.4

일주일에 3~4회 20 8.7

거의 매일 이용한다 21 9.1

도서  이용 만족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1 0.4

불만족스럽다 7 3

보통이다 88 38.3

만족스럽다 109 47.4

매우 만족스럽다 25 10.9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N=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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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기술직 59명

(25.6%), 문직 29명(12.6%), 기타 23명(10%), 

무직/은퇴 17명(7.4%), 학원생 8명(3.5%), 

매/서비스직 5명(2.2%), 자 업 3명(1.3%)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공도서 에 일주일에 1회 미만(44.4%) 방

문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회

(20.4%), 일주일에 1~2회(17.4%), 거의 매일 

이용한다(9.1%), 일주일에 3~4회(8.7%)의 빈

도로 공공도서 에 방문하 다. 한 이용하는 

공공도서 에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스럽다(47.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다(38.3%), 매우 만족스럽다(10.9%), 불만족

스럽다(3%), 매우 불만족스럽다(0.4%)의 순

서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독립변수(이용동기, 

자기결정성 요인)에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

을 실시하 으며, varimax 방식을 용하 다. 

한 모든 측정 도구의 요인 재량이 0.50 이상

인 항목들을 추출하 다. 요인분석 결과, 이용

동기 요인 12개 항목  0.355로 요인 재값이 

낮게 나온 강한외 동기(과제 해결) 문항을 제

거하 다. 한 자기결정성 요인 15개 항목  

0.485로 요인 재값이 낮게 나온 유능성(과업 

해결) 문항과 기 연구 설계와 합하지 않은 

유능성(정보 습득) 문항을 제거하 다. 총 3개

의 문항을 삭제하 고, 체 24개 항목으로 이

루어진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4> 참조). 

KMO값은 .898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5미만으로 나타

나 요인분석 모형이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분산이 64.603%로 나타나, 구성된 요

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독립변수의 내  일 성 검증을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주로 Cronbach’s α를 산출

하여 신뢰도를 단하는데, 일반 으로 0.7 이

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한다. 신뢰

도 분석 결과, 강한외 동기의 Cronbach’s α 계

수는 0.904, 강한내 동기의 Cronbach’s α 계수

는 0.907, 자율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0.864, 

유능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0.818, 계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0.897로 모두 0.7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단되었다.

4.3 가설 검증

가설(H1~H5)을 검증하기 해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의 계를 각각 평균 수와 요

인 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종속변

수를 지식교류의도로, 독립변수를 강한외 동

기와 강한내 동기, 자율성, 유능성, 계성으

로 설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회귀 모형은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F=21.178, p<.001),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32.2%(수정된 R 제곱은 

30.7%)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

계량은 2.036으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

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

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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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요인 재량 고유값(Eigen-value) 신뢰계수(Cronbach’s α)

강한외 동기

타인의 인정 .840

1.561 0.904

화 주도 .811

타인의 권유 .761

로그램 수료증 .674

강좌 수강 .606

강한내 동기

즐거움 .831

8.150 0.907

재미 .792

보람 .760

시간을 보내기 해 .751

도서  선호 .620

자신의 성장 .618

자율성

이용 방법 선택 .816

1.211 0.864

이용 시간 조 .781

콘텐츠 선택 .670

자발  이용 .584

자유로운 이용 .568

유능성

한 이용 .656

1.055 0.818성취감 .626

효율  이용 .565

계성

타인과 화 .819

5.235 0.897

타인과 교류 .781

워크 달성 .743

력과 신뢰 달성 .646

타인에 한 심 .599

표본 성의 KMO 0.89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819.104

자유도 276

유의확률 .000

<표 4> 이용동기  자기결정성 요인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VIF
B se β

지식교류의도

(상수)  0.001  0.051 -  0.024 0.981 -

강한내 동기  0.381  0.055  0.381    6.875** 0.000 1.103

자율성  0.330  0.057  0.323    5.825** 0.000 1.012

유능성  0.174  0.062  0.156   2.083* 0.006 1.016

계성  0.080  0.056  0.080  1.436 0.152 1.012

강한외 동기 -0.069 -0.057 -0.067 -1.217 0.225 1.011

F=21.178(p<.001), R 제곱=.322, 수정된 R 제곱=.307, D-W=2.036

*p<.01, **p<.001

<표 5> 분석 결과(N=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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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강한외 동기

(β=-0.067, p>0.05)와 계성(β=0.080, p>0.05)은 

지식교류의도에 정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강한내 동기(β=0.381, p<0.001)

와 자율성(β=0.323, p<0.001), 유능성(β=0.156, 

p<0.01)은 지식교류의도에 정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으로 도출된 회귀모형을 통해 강한내

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이 증가할수록 공공도

서 의 지식교류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한내 동기란 공공도서  이용 목

이 이용자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처럼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자기 자신 내부에 있는 것이며, 자율

성은 자신의 생각 로 행동하는 자유이므로 본

인의 의지 로 공공도서 을 이용할 때 그 안에

서의 지식교류에 해 더 높게 인식하고, 지식 

교류 행 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Ryan(1982)이 자율성을 자기결정성의 가

장 핵심 동기로 뽑은 것과 연 지어 생각해볼 때 

강한내 동기와 자율성이 결합하여 지식교류의

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유능성은 주변으로부터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

리  욕구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

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용하는 지식교류의도에 

정  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강한외 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공공도서 이라

는 장소의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

도서 은 특정 연령, 성별, 교육 수  등에 계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하는데 체 응답자  약 84%가 20 와 

30 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도서 이나 문

도서 처럼 이용자들이 공공도서 을 방문하

게 하는 과제나 보상과 같은 어떤 외부  요인

이 다수의 응답자들에게 상 으로 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계성 한 응답

자들이 공공도서  내에서 타인과 친 한 계

를 맺었던 경험이 지식교류의도에 향을 미칠 

만큼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내의 다른 시설들이 공공도서 의 커뮤니티 활

동을 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타

인과 계를 맺고 싶어한다면 공공도서  외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서 진행되어 다수의 공공도서 들이 도서의 

출․반납 외에 교육․문화․여가 활동과 련

된 다른 서비스들을 제한 으로 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요소가 반 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을 <표 6>과 

같이 채택하 다.

번호 가설 결과

1 공공도서  이용자의 강한내 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공공도서  이용자의 강한외 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 공공도서  이용자의 자율성은 지식교류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공공도서  이용자의 유능성은 지식교류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 공공도서  이용자의 계성은 지식교류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6> 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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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공도서  이용빈도에 따른 이용동기  

자기결정성 요인과 지식교류의도의 평균 

차이

추가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  이용빈도에 따

라 이용동기  자기결정성 요인과 지식교류의

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다(<표 7> 참조). 

이용빈도에 따라 ‘일주일에 1회 미만’에 답한 

이용자는 빈도 이용자로,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1~2회’에 답한 이용자는 보통 이용

자로, ‘일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이용한

다’에 답한 이용자는 고빈도 이용자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해당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조

사하 다. 본 분석의 구분 기 은 공공도서  

이용빈도로 해당 집단 내에 측치가 3개 이상

이기 때문에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 다.

분석 결과 이용빈도에 따라서 강한내 동기

(F=6.961, p<0.01), 계성(F=8.037,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변수들인 강한외 동기(F=1.847, p>0.01), 

유능성(F=0.203, p>0.01), 지식교류의도(F= 

2.336, p>0.01)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다만 자율성은 p값이 0.057로 p<0.05에는 

부합하지 않아 유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0.05

에 가까운 값을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변수들에 해서는 Scheffe 사후분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강한내 동기는 빈도 이

용자 비 보통  고빈도 이용자에서 높게 나

타났으며, 계성 역시 빈도 이용자 비 보

통  고빈도 이용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 편차 F p Scheffe

강한내 동기

빈도(a) 102 -0.25 1.01 

 6.961* 0.001 a<b,c보통(b) 87  0.22 0.80 

고빈도(c) 41  0.15 0.86 

계성

빈도(a) 102 -0.26 0.85 

  8.037** 0.000 a<b,c보통(b) 87  0.14 0.99 

고빈도(c) 41  0.34 0.84 

강한외 동기

빈도(a) 102 -0.11 0.76 

1.847 0.160 -보통(b) 87  0.02 1.00 

고빈도(c) 41  0.22 1.08 

자율성

빈도(a) 102 -0.10 0.99 

2.907 0.057 -보통(b) 87  0.18 0.73 

고빈도(c) 41 -0.13 1.00 

유능성

빈도(a) 102  0.00 0.86 

0.203 0.816 -보통(b) 87  0.03 0.81 

고빈도(c) 41 -0.07 0.84 

지식교류의도

빈도(a) 102 -0.15 0.95 

2.336 0.099 -보통(b) 87  0.13 0.93 

고빈도(c) 41  0.11 0.88 

*p<.01, **p<.001

<표 7> 이용빈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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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공공도서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율성이 높게 내재된 강한내 동기가 높은 수

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한 한가지 흥미로

운 은 가설에서 기각되었던 계성이 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5. 토의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공공도서 의 지식교류의

도에 미치는 향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한 공공도서  이용 빈도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용동기와 지식교류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해서도 고찰하 다. 이를 해 자기결

정성 이론 상의 개념들을 상으로 분석을 진

행한 결과, 이용자의 강한내 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이 공공도서 의 지식교류의도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공

공도서 을 이용할 때 개인의 의지와 태도가 

강하게 반 될수록 공공도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식교류 행 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부(-)의 향 계를 보인 강한외 동기

를 상쇄시키기 해 정(+)의 향 계를 보인 

이용자들의 강한내 동기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진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기존에 진행해오던 공공도서  자

원 사를 확 하는 것이다. 자원 사는 고등

학생들이 학교에 마련된 사 련 최소 요건

을 충족시키기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부분

이다. 때문에 사활동은 도서  청소나 서가 

정리 등 단순 작업으로 이 져 있다. 1365자원

사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사활동 분

야를 이용자들의 지식교류와 련하여 확 하

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공공도서 에서 진

행하고 있는 이용자 서비스에 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활동 분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도서

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  내에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의 변화하는 모습을 가시 으로 보인

다면 이용자들의 보람과 성취감 등 강한내 동

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일회성 혹은 

장기간 진행되는 공공도서  로그램을 기획

할 때 강의가 종료된 후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

게 나  수 있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로그램으로 기획한다면 지식교류를 한 체계

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도서  이용에 제약이 많은 

재로서는 이용자들이 비 면 출, 반납과 같

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처리 속도가 더디어 도

서 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이용 측면에서의 자율성, 유능성을 

높이는 것이 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조사된 표본에 20 와 30 , 

여성의 비 이 압도 으로 높기 때문에 성별, 

연령 의 비율이 고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성별, 연령 별로 집단을 고르게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한다면 본 연구보다 좀 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도서

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부분 도서  

운 , 타 기 과의 력, 평가 등 기  측면에서 

이루어졌거나 학교도서 , 학도서 처럼 

종이 다른 도서 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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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공공도서 의 이용자에 집 한 연구라

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한 경 학계에서 조

직의 성과  하나로 쓰이던 지식공유라는 개

념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지식교류라는 새로

운 분야를 연구하 다. 지식은 사용될수록 증

가하기 때문에(김효정, 한상설, 2011) 정보기

으로서의 공공도서 의 성격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매개로 지식이 공유된다는 측면

에서 이용자 간, 이용자와 사서 간 등 양방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도서  

내에서 이용자들의 지식 공유를 질 으로 보장

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복합

문화공간으로도 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공공도서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 근거가 될 것이다. 공공

도서  이용빈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그 지 못

한 사람들에게 좋은 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들의 내 동기를 진하거나, 공공도서  이용

을 통해 개인의 지식과 역량과 높일 수 있을 것

이란 기 와 확신을 심어  수 있는 활동을 기

획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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