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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도서관 경험과 그로 인한 도서관 인식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서울 및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 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 및 교육 활동은 사서 전문성 인식을 매개로 도서관 가치 및 만족도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보 활동은 유일하게 사서 전문성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도서관의 가치를 형성하는 영역과 사서의 전문성을 인식하는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사서직 내부적 특성으로 여겨진 사서의 전문성을 외부에서
바라봄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과 사서 전문성, 도서관 성과를 통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specialty of librarians links between users’ library experience
and their resulting perception of the library in public libraries. After reviewing theoretical background
studi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t six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specialty had a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educational activity and library perception. However,
information activity was not linked by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specialty and only directly
influenced on the library perception. Accordingly, the result raised a question of a discrepancy
between the areas where the users gain the value of the library and where the librarians’ specialty
is perceived and som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integrating the
users’ library experience, librarians’ specialty, and the library performance by external point of
view on the specialty, traditionally regarded as an internal characteristic of the librar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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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관점은 사서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도서관 경험
과 그로 인한 도서관 인식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사서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는 문헌정보학 현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사서의 전문성은

장과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기존의

이용자에게 도서관 경험의 하나로 인식되어 궁

논의는 사서직 전문성의 중요성과 사서직 전문

극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영향

직화의 당위성을 기반으로 전문직의 요건을 밝

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도서관 활동

혀, 사서직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그러한 요건

에 기반이 되는 도서관 서비스가 사서 전문성을

을 충족하는 방안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바탕으로 제공된다는 점, 나아가 이용자는 활동

졌다(김용근, 2002; 2005; 엄영애, 2004; 이영

과정에서 직접 사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 2008; Drabinski, 2016; Freeman, 1997;

가능하다. 즉 사서의 전문성은 이용자의 도서관

Hamerly & Crowley, 2014). 이들 연구의 특

활동 경험을 매개하여 도서관 인식을 변화시킬

징은 사서직 전문성을 도서관 혹은 사서직 내

수 있는 것이다.

부의 특성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즉 전문성

사서 전문성의 매개적 기능은 도서관 경영

을 직업집단 내부적으로 전문지식, 윤리강령,

자원이 외부에서 조달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자격제도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미를 지닌다. 이용자가 경험하는 도서관 서비

(구본영, 2002; 윤희윤, 2005; Cannon, 2017;

스는 도서관의 경제적․물적․인적 등의 자원

Litwin, 2009; Seminelli, 2016), 혹은 업무 수

을 활용하여 제공되며, 이를 통해 형성된 도서

행에 필요한 주요 능력들로 인식하였다(노동

관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평

조, 2009; 이제환 외, 2005; Coghill & Russell,

가로, 하나의 성과 지표로 작용하여 도서관이

2017; Gosine-Boodoo & McNish, 2005; Hayati,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도

2005; Saunders & Jordan, 2013). 사서의 전

서관 외부의 관점은 사서 전문성이 자원을 이

문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대부분 사서의 인식

용해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흐름으로 진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노동조, 2009;

행되는 마케팅 관점에 통합될 수 있음을 의미

엄영애, 2004; 윤혜진, 2017; 이영희, 2008; 이

한다. 이는 도서관 내부에서 도서관 외부의 자

제환 외, 2005; 장덕현, 2015)은 이러한 내부적

원과 성과를 연결, 순환시키는 사서의 역할을

시각이 도서관 영역에서 공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사서의 역할이나 전문성

그러나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궁극적인 대상

에 관한 경험 및 인식(Hicks, 2016; Luthmann,

은 시민 혹은 이용자라는 점에서, 사서의 전문

2007; Vassilakaki & Moniarou-Papaconstantinou,

성을 도서관 외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

2016; Wilkinson & Harris, 2002)과 그로 인

다. 이는 사서의 전문성을 사서직 전문직화를

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왔다(Lilley &

위한 조건이 아닌,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

Usherwood, 2000). 이들 연구는 도서관 외부

한 필요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 관점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파악하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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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것이 도서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010)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정리한 기존 연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서

구(McClure, 1987)에서는 커뮤니티기관으로서

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서비스 영역과 그에 따

도서관의 역할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른 성과에의 영향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파악하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크게 정보

기 위해, 이용자의 도서관 활동 경험이 도서관

기관, 문화기관, 교육기관, 커뮤니티기관 네 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사서의 전

지로 정의하였다.

문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가장 대표적
이고 핵심적인 활동은 장서관리라고 할 수 있
다. 장서관리를 통해 구성한 자료를 이용자가

∙연구 질문 1.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더욱 잘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참고정보서

활동 경험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어떻

비스이다. 참고정보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

게 영향을 미치는가?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Bopp & Smith, 2001).

∙연구 질문 2.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사서 전

첫째, 간단한 질의응답부터 연구상담까지 포괄

문성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 활동 경험과

하는 정보서비스, 둘째, 원하는 자료를 찾고 이

도서관 인식을 매개하는가?

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안내서비스, 셋째,
도서관과 정보자원의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서비스가 그것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

2. 이론적 배경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역주민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 취업, 가족 문제 등 생활의

2.1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정보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 커뮤니티기관

밀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커뮤니티 정보서비스가 등장하였다(Library
Association, 1980).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사서는 도서관의 조직적 요소로, 공공도서관

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

의 역할에 따라 사서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영

기 위해 다양한 향토자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공

역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정된다. 이용자의

공도서관의 정보적 역할로 꼽을 수 있다(노영희,

도서관 경험은 역시 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강정아, 2014; Litzer & Barnett, 2004).

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기능을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은 1970년대부터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법률 제

본격적으로 발전한 평생교육(Hager, 2011)의

17706호, 2020.12.22., 일부개정)과 IFLA/유네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학

스코 공공도서관 선언(1994)에서는 공공도서

교 교육부터 성인 학습까지 공공도서관의 평생

관의 역할을 정보기관, 문화기관, 교육기관으로

교육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 교육 현황 혹

명시하고 있으며, 이 선언에 따른 IFLA 공공

은 향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김영준, 2006; 이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Koontz & Gubbin,

애란, 2006; Ashcroft, Farrow, & Watt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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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icol & Dalton, 2003; Stanziola, 2011;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거나(Aabø, Audunson,

Wilcox & Monobe, 2020). 연구자들은 공공도

& Vårheim, 2010), 공공도서관이 커뮤니티 발

서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정보

전에 공헌하고 있는 다섯 가지 영역과 이를 실현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곽

하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였다(Scott, 2011a;

동철, 2005; 윤희윤, 2006; Hall, 2010; Nielsen

2011b).

& Borlund, 2014), 이와 상통하여 정보리터러
시 교육의 효과(Lombardo & Miree, 2003;
Punchihewa et al., 2018),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2.2 도서관 인식: 가치 및 만족도

대한 사서의 인식과 교육 현황, 이용자의 경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대

과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사서의 태도 등에 관한

해 내리는 전반적인 평가로, 도서관의 성과를

연구가 수행되었다(Harris, 1989; Julien & Breu,

만족도, 충성도 등 이용자의 인식으로 측정하는

2005; Julien & Hoffman, 2008).

최근의 연구 흐름(김선애, 2006; 노효진, 장우

문화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문화예

권, 2019; 오동근 외, 2009; 오동근, 2013; 이성

술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공연 및 전시를 위한

신, 2013; 이영수, 2014)에 비추어 성과와 상응

장소와 시설 제공,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관련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

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형성, 문화 리터러시 발

서관 인식은 가치와 만족도로 구성된다.

전 등이 포함된다(Monroe, 1981). 많은 공공도서

먼저 가치란, 마케팅 관점에서 교환한 것에

관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특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제품의 효용에 대해 소비

성을 고려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공한다

자가 내리는 전반적 평가이다(Zeithaml, 1988).

(Roberts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본 연구에서 도서관 가치는 도서관 및 도서관

2005). 또한, 공공도서관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문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인식하는 중요성에 대

화 소비 및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Summers &

한 평가로, 결과와 영향력, 혜택을 포함하며 경

Buchanan, 2018), 디지털 사회에서 여러 문화의

제적 가치는 제외되었다(표순희, 정동열, 2008).

가치와 흥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Audunson,

연구자들은 문헌에서 나타난 도서관 가치의 양

2005b) 혹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급을 담당

상을 논의하거나(Stenstrom, Cole, & Hanson,

하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Seifi & Soltanabadi,

2019), 도서관 가치에 대한 이용자나 사서(박서

2020).

현, 2017; 송혜지, 2015; 오해연, 김기영, 2015;

커뮤니티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Appleton et al., 2018; Sørensen, 2020) 혹은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사결정자(Audunson, 2005a)가 지닌 공공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은

서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른 커뮤니티

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통해 얻는 혜

와 소통하는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McClure,

택의 영역을 조사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

1987). 기존 연구에서는 물리적 장소로 이용되는

(Elbert, Fuegi, & Lipeikaite, 2012; Vak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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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ola, 2012; Vakkari et al., 2016).

(윤명희, 2018). 사서의 전문성을 역량의 관점

인식의 두 번째 요소인 만족도는 “제품 혹은

에서 연구한 기존 문헌에서는 전문성을 지식,

서비스의 특성이나 이들 자체를 소비했을 때

기술, 태도로 구분하였다(Buttlar & DuMont,

가져다주는 즐거움의 충족도에 대한 판단”으로

l996; Chaudhry & Yeen, 2001; Giesecke &

정의할 수 있다(Oliver, 2010). 만족은 느끼는

McNeil,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

시간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한 직후 고

성의 구성요소를 전문적 지식, 전문적 능력, 전

객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 내리는 평가로(Oliver,

문적 태도로 설정하였다.

1993; Szwarc, 2005), 또는 제품 및 서비스를 반

첫 번째 요소인 전문적 지식과 관련하여, 미

복적․장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형성된 고객의

국도서관협회는 8개 영역과 40개의 세부 능력

인지적․감정적 평가(Johnson & Gustafsson,

으로 이루어진 사서직의 핵심역량(ALA’s Core

2000; Oliver, 2010; Szwarc, 2005)로 구분할

Competences of Librarianship)을 정의하였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념을 종합하여,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9). 8개

도서관 만족도를 일회적 혹은 반복적인 공공도

영역은 ① 전문직의 기초, ② 정보자원, ③ 기

서관 경험 후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인지적, 감

록된 지식 및 정보의 조직, ④ 기술에 대한 지

정적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만족도는 여러

식과 활용능력, ⑤ 참고서비스와 이용자 서비

연구에서 이용자 혹은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스, ⑥ 연구, ⑦ 계속 교육과 평생학습, ⑧ 관리

도서관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지표로 활

와 경영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문헌정보학

용되어왔다(박지영, 2014; 이용남, 2002; Albee

분야의 전문지식보다 보편적 지식의 중요성이

& Chen, 2014; Elbert, Fuegi, & Lipeikaite,

계속하여 강조되어왔는데, 이는 구인 광고에서

2012; Kassim, 2009).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과

나타난 사서직의 자격 조건 혹은 참고서비스에

이용자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찾을

필요한 역량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확인된다

수 있다(장윤금, 2007; 차성종, 2011; Martensen

(Kennan et al., 2006; Luo, 2007).

& Grønholdt, 2003; Wang & Shieh, 2006).

능력이란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지식을 사용하
는 것으로, 임무 자체와 연결된 실질적 지식을 사

2.3 사서의 전문성: 전문적 지식, 전문적
능력, 전문적 태도

용하거나 적용하도록 촉진한다(Freidson, 2001).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보전문직의 능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졌다. 하나

전문직성(Professionalism)이 직업집단의 속

는 다른 전문직과 구분되는 문헌정보학 고유의

성 혹은 특성이라면, 전문성(Specialty)은 개

전문 영역에 기반한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인의 특성이다. 사서의 전문성은 사회적 인정

연구자들은 고유한 능력과 이에 따른 정보전문직

을 목표로 하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

의 역할을 제시하였다(김세훈, 정진수, 이종권,

질 수 있는데, 전문적 지식, 전문적 능력, 전문

2003; 박준식, 2000; 이제환 외, 2005; American

적 태도, 사회적 책임, 사회적 인정이 그것이다

Library Association, 2009; Vassilaka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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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Moniarou-Papaconstantinouo, 2016). 다른 하
나는 급격한 환경변화와 다양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강조한 관점을 찾
을 수 있다. 여러 문헌에서 도서관 현장에서

3.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필요한 혹은 현장에서 주요 역량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

능력들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경영 능력, 커뮤

으로 도서관에서의 활동 경험이 도서관 인식에

니케이션 기술, 변화 대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미치는 영향에서 사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리더십 등이 해당된다(홍현진, 2000; Bryant &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나타낸 연

Poustie, 2001; Chan, 2006; Koontz & Gubbin,

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용자는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

2010).
마지막으로 전문적 태도는 지식과 능력에 기

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도서관 서비스

반할 수 있다(윤명희, 2018). 사서들은 도서관

에 대한 기대 혹은 인식을 변화시킨다(Lilley

현장에서 지식과 실무기술보다 업무자세를 가

& Usherwood, 2000). 도서관의 장서, 시설, 직

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인식하였는데,

원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이 도서관 인식에

이때 업무자세는 직업적 소명의식, 서비스 제

영향을 미치거나(안다인, 2018; 유명상, 2013;,

공 시의 적극성과 책임감, 직업윤리의식 등이

Martensen & Grønholdt, 2003), 도서관 프로

포함된다(이제환 외, 2005). 기존 연구에서는

그램이나 문화행사와 같은 특정 경험이 해당

SERVPERF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 측정에

경험이나 전반적인 도서관 만족도와 인식 등에

사용되는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을 태도로 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주하여 이용자 인식을 조사하였다(Baharuddin,

(박상욱, 2020; 오해연, 김기영, 2015; 이하정,

Kassim, & Nordin, 2012).

2019; Lombardo & Miree, 2003; Punchihewa
et al., 2018). 따라서 연구 가설 1은 공공도서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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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활동 경험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에 따른 인식의 형성 과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

정과 양자의 상호작용 방식을 도식화한 Lilley

정하였다.

와 Usherwood(2000) 역시, 도서관 서비스 과
정에서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도

∙가설 1. 도서관 활동 경험은 도서관 인

서관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

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록 하는 도서관 직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가설 1-1. 도서관 활동 경험은 도서관 가

따라서 연구 가설 2와 그 세부 가설은 다음과

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같다.

- 가설 1-2. 도서관 활동 경험은 도서관 만
족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인
식의 관계에서 사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활동 경험이 공공도서

은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서의 전문성이

- 가설 2-1.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가

미치는 매개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치 인식의 관계에서 사서의 전문적 지식

도서관에서의 활동 경험은 사서의 전문성 인식

에 대한 인식은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기존 연구는 사서의

- 가설 2-2.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가

전문성을 비롯하여(오해연, 김기영, 2015) 도

치 인식의 관계에서 사서의 전문적 능력

서관 이용 경험이 사서 신뢰 인식이나 사서에

에 대한 인식은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대한 전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 가설 2-3.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가

(박서현, 2017; 송혜지, 2015). 이들 연구에서

치 인식의 관계에서 사서의 전문적 태도

사용된 사서에 대한 인식이 사서의 전문성에

에 대한 인식은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집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세부 내용으로 본 연

- 가설 2-4.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만

구에서 사용하는 사서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

족도 인식의 관계에서 사서의 전문적 지

태도가 포함되어 있어 도서관에서의 경험이 사

식에 대한 인식은 매개 효과를 가질 것

서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이다.

수 있다.

- 가설 2-5.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만

또한, 도서관 가치,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

족도 인식의 관계에서 사서의 전문적 능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서비스의 품

력에 대한 인식은 매개 효과를 가질 것

질에서 도서관 직원의 중요성을 확인한 기존

이다.

연구를 통해, 사서의 전문성이 도서관 인식에

- 가설 2-6.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만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박상욱, 2020;

족도 인식의 관계에서 사서의 전문적 태

박유정, 2012; 오동근, 임영규, 여지숙, 2009;

도에 대한 인식은 매개 효과를 가질 것

Martensen & Grønholdt, 2003). 공공도서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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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도서관 인식은 가치 9문항, 만족도 3문항

3.2 조사 대상과 데이터 수집

총 12문항으로 1점(매우 아니다)과 5점(매우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 및 경기지역의 공공

그렇다)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통해 측

도서관 6곳의 이용자이다. 표본을 선정하는 기

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사서 전문성 인식은 역

준으로, 이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지역

시 1점(매우 아니다)과 5점(매우 그렇다)으로

소재,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다양성, 사서

이루어진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윤

의 전문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서와 이용자의

명희(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전문적 인식 10

교류 수준, 도서관운영평가 수상 경력, 연구자

문항, 전문적 능력 10문항, 전문적 태도 13문항

의 이동 범위 등을 고려하였다. 선정된 도서관

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외에 도서관 이용 항목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인터넷 카페, 표

5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4문항을 함께

본 도서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온라인 설

측정하였다.

문을 게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총 127건
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도서관별로 수집된
수는 4~40건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표 1>

3.3 데이터 분석 방법

참고). 수집된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의 측정 영

본 연구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역에서 같은 번호로만 응답한 불성실한 응답 3

(Hayes, 2017)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 분석

건(4%)을 제외한 124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수집에 활용된 설문지는 이론적 배경

첫째, 측정된 변수를 묶어내는 공통된 요인을

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었

찾고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

다(<표 2> 참고). 독립변수인 도서관 활동 경험

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확정된 요인의

은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해 경험의 여부를 묻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

는 항목으로, 정보 활동 8문항, 문화 활동 8문

였다. 가설을 검정하기에 앞서, 빈도분석과 기

항, 교육 활동 9문항, 커뮤니티 활동 문항 5문항

술통계를 통해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의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종속변수로 설

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를 파악하였다.

<표 1> 샘플링 도서관의 응답 특성
도서관
지역
면적(m2)
장서량*

A
경기
2
1,000m
이상
100,000권
이하
38건

B
서울
2
20,000m
이상
200,000권
이하
26건

C
서울
2
5,000m
이상
200,000권
이하
20건

D
서울
2
5,000m
이상
300,000권
이상
13건

최종 응답 건수
* 단행본만 포함됨.
주) 면적과 장서량은 표본 도서관의 익명화를 위해 범주화하여 기술함.

E
서울
2
1,000m
이상
100,000권
이하
23건

F
경기
2
5,000m
이상
300,000권
이하
4건

계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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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 도구의 구성
영역

측정 변수
방문 빈도, 주 이용 서비스, 주 방문 목적,
도서관 이용
주 이용 요일 및 시간대, 체류 시간
정보 활동
문화 활동
도서관 활동 경험
교육 활동
커뮤니티 활동
가치
도서관 인식
만족도
전문적 지식
사서 전문성 인식 전문적 능력
전문적 태도
인구 통계
성별, 나이, 최종학력, 직업
계

문항 수

척도

5

명목, 등간척도

8
8
9
5
9
3
10
10
13
4
84

명목척도

근거

오지은(2010)
이미숙(2012)
홍보현(2019)
표순희, 정동열(2008)
박서현(2017)

리커트 5점 척도 Bryant & Poustie(2001)
Koontz & Gubbin(2010)
윤명희(2018)
명목척도

둘째, 가설 검증에 앞서 도서관 활동 경험,

여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간접효과의 크기를

도서관 인식, 사서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Baron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 Pearson 상관계수

과 Kenny(1986)의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를 통해 요인 간 관련성의 크기와 방향을 살펴

변수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영

보았다.

가설을 회귀분석을 통해 차례로 검증한다. 그러

셋째, 도서관 활동 경험이 도서관 인식에 미

나 이 방법은 여러 번의 가설 검정으로 검정력

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사서 전문성

이 낮아지며, 간접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 아

에 대한 인식이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닌 존재 여부만을 추론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Preacher와 Hayes(2004)가 제시한 방법으로

지닌다(Hayes, 2017).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Hayes
(2017)가 보급한 PROCESS macro(Version
3.4.1)의 모델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

3.4 조사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고,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을 통해

조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축요인

결과로 나온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

법을, 요인 회전은 비직교 회전 방식인 직접 오

핑 반복 횟수 5,000번으로 설정, 95% 신뢰구간

블리민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축요인법은 데이

에서 검증하여 추정하였으며 95% 신뢰구간 안

터의 정규성 가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용하

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기 적절하며(Fabrigar et al., 1999), 직접 오블

으로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리민 방식은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

PROCESS macro는 매개효과를 직접 계산하

정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식이다(Fabrig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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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gener, 2012).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적 지식, 전문적 능력,

단하기 위해 KMO 값 0.7 이상, Bartlett의 구

전문적 태도 세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4>

형성 검정 결과에서 유의확률 0.5 미만을 기준

참고). KMO 값은 0.92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으로 설정하였다(Hair et al., 2010). 또한, 요인의

은   =1991.727(p<0.001), 설명력 129.641%로,

설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Eigen-value 1.00

요인분석의 적합도 및 요인의 설명력이 확인되

이상, 공통성 0.4 이상을 적용하였다(Costello &

었다.

Osborne, 2005). 요인적재량의 경우, 원칙적으
로 0.4 이상을 적용하고, 2개 요인 이상에 속하

4. 연구 결과

며 요인별 적재량의 차이가 0.2 미만일 때에는
제거하였다(Hair et al., 2010). 그러나 이는 패
턴행렬과 구조행렬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
하였다. 조사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Cronbach’s α 계수는 0.82~0.95 사이로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전체 설문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24명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71.8%(89명), 남

나타나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서관 인식 변수로

성이 29.2%(35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치와 만족도

상 많았다. 연령 분포는 20대가 33.9%(42명)로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3> 참고). KMO 값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9.0%(36명), 30

0.8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769.068

대가 23.4%(29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최종

(p<0.001)로 요인분석의 적합도가 확인되었고,

학력은 대학교 재학이 58.1%(72명)로 가장 많

요인의 누적분산인 설명력은 84.236%로 확인

았다. 직업 분포는 전문직이 25.0%(31명)로 가

되었다.

장 많았고, 그 뒤로 학생 21.0%(26명), 사무직

사서 전문성 인식 변수에 대해 탐색적 요인

17.7%(22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표 3> 종속변수(도서관 인식)의 요인분석(패턴행렬)
항목
삶의 질 향상
중요성
선호도
공공성 지닌 필수기관
존재가치
이용 만족
시설 만족
활동 및 서비스 만족
원하는 것 제공

요인적재량
가치
0.858
0.842
0.803
0.785
0.688
0.007
-0.100
0.014
0.222

만족도
0.081
-0.064
-0.016
-0.017
0.069
0.904
0.893
0.828
0.591

신뢰도
(Cronbach’s α)

.899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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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매개변수(사서 전문성 인식)의 요인분석(패턴행렬)
항목
자료접근 방법
도서관 장서구성
도서관분야 지식
도서관 정책 지식
업무 수단 변화에 대처
새로운 문제에 신속 대응
서비스개발능력
서비스제공능력
변화 적응력
지역사회 협업
자신감
친절함
열정
유연성
이용자․지역사회에 관심
업무와 조직에 책임감
즉각적 응답
도전정신
이용자 요구에 적극적

전문적 지식
0.826
0.728
0.654
0.495
-0.058
0.086
-0.028
0.187
0.167
-0.019
-0.018
0.085
-0.009
-0.006
-0.021
0.097
0.046
-0.022
0.109

요인적재량
전문적 능력
0.018
-0.001
0.059
0.013
0.983
0.851
0.715
0.670
0.638
0.584
-0.104
-0.139
0.047
0.110
0.137
0.072
0.054
0.242
0.214

전문적 태도
-0.071
-0.018
0.112
0.231
-0.061
-0.050
0.149
0.070
0.127
0.297
0.996
0.833
0.814
0.764
0.741
0.676
0.670
0.659
0.571

신뢰도
(Cronbach’s α)
.821

.933

.948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24)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구분
여성
남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대학원 재학 이상
자영업
전문직
생산, 노무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학생
(재)취업․고시 준비
전업주부
은퇴, 무직
기타

응답(명)
89
35
6
42
29
36
10
1
14
72
21
17
5
31
1
22
8
26
10
12
5
4

구성 비율(%)
71.8
28.2
4.8
33.9
23.4
29.0
8.1
0.8
11.3
58.1
16.9
13.7
4.0
25.0
0.8
17.7
6.5
21.0
8.1
9.7
4.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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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서 전문성 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매개변수인 사서
전문성 인식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라고 하며, 독립

가설 1. 도서관 활동 경험은 도서관 인식에 영

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간접효과라고 한다. 매개변수가 있을 때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 효과크기는

관 활동 경험이 도서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

모든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2
회귀모형(R adj=0.065,

F(4, 119)=3.123,

<표 7>과 <표 8>은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p<0.01)과 도서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가치 및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서 전문성 인식

석한
석한

회귀모형(R2adj=0.061,

F(4, 119)=2.989,

의 간접효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p<0.05)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

먼저 가설 2-1, 2-2, 2-3을 검증하기 위해 도

다. 분석 결과, 도서관 가치(β=0.238, p<0.05)

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가치의 관계에서 사

와 만족도 인식(β=0.225, p<0.05)에 영향을

서 전문성 인식의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표

미치는 도서관 활동 경험은 정보 활동이 유일

7> 참고). 결과에서 문화 활동이 도서관 가치에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가설 1-2가 채택

미치는 영향에서 사서 전문성 인식이 정(+)적

되었다.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β=0.332,
95% CI[0.062, 0.696]), 세부적으로는 전문적

가설 2.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인식의 관

지식의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계에서 사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

=0.368, 95% CI[0.059, 0.783]). 문화 활동과

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함께, 전문적 지식은 교육 활동 경험이 도서관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의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부(-)적으로 유의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사서 전문성 인

매개효과를 보였다(β=-0.401, 95% CI[-0.837,

식의 매개효과 크기를 직접 산출하고 그 통계

-0.048]). 반면 정보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이

<표 6>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활동 경험의 종류
도서관 가치

종속변수
독립변수
(상수)
정보 활동
문화 활동
교육 활동
커뮤니티 활동
R2(R2adj)
F(4, 119)
*p<.05, **p<.01, ***p<.001

도서관 만족도

β
0.238**
0.166
-0.192
0.058

Β
-1.063
1.334
0.464
-0.621
0.153
.095(.065)
3.123**

β
0.225*
0.018
-0.110
0.188

Β
-1.036
1.257
0.050
-0.355
0.497
.091(.061)
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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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가치 인식의 관계에서 사서 전문성 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β

경로

95% 신뢰구간(CI)

1.170

하한값
.084

상한값
2.257

총 간접효과(정보 활동 → 사서 전문성 인식 → 도서관 가치)

.164

-.380

.683

정보 활동 → 전문적 지식 → 도서관 가치
정보 활동 → 전문적 능력 → 도서관 가치

.122
-.018

-.367
-.297

.694
.118

직접효과(정보 활동 → 도서관 가치)

간접
효과

.061

-.171

.326

직접효과(문화 활동 → 도서관 가치)
총 간접효과(문화 활동 → 사서 전문성 인식 → 도서관 가치)

.132
.332

-.568
.062

.832
.696

문화 활동 → 전문적 지식 → 도서관 가치

.368

.059

.783

문화 활동 → 전문적 능력 → 도서관 가치
문화 활동 → 전문적 태도 → 도서관 가치

.040
-.076

-.073
-.321

.246
.110

직접효과(교육 활동 → 도서관 가치)

-.304

-1.108

.501

총 간접효과(교육 활동 → 사서 전문성 인식 → 도서관 가치)
교육 활동 → 전문적 지식 → 도서관 가치
간접
교육 활동 → 전문적 능력 → 도서관 가치
효과
교육 활동 → 전문적 태도 → 도서관 가치
직접효과(커뮤니티 활동 → 도서관 가치)

-.318
-.401

-.719
-.837

.073
-.048

.027

-.089

.202

.056
.036

-.107
-.587

.289
.659

총 간접효과(커뮤니티 활동 → 사서 전문성 인식 → 도서관 가치)

.117

-.160

.416

커뮤니티 활동 → 전문적 지식 → 도서관 가치
커뮤니티 활동 → 전문적 능력 → 도서관 가치

.188
.049

-.059
-.090

.507
.269

커뮤니티 활동 → 전문적 태도 → 도서관 가치

-.121

-.453

.152

간접
효과

간접
효과

정보 활동 → 전문적 태도 → 도서관 가치

*p<.05

도서관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서의 전

적 지식이 문화 활동(β=0.299, 95% CI[0.046,

문성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0.640]), 교육 활동(β=-0.326, 95% CI[-0.742,

활동의 경우, 사서 전문성 인식의 모든 간접효과

-0.028])과 만족도의 관계에서 유의한 간접효

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보 활동이 도서관 가치

과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활동 영

에 미치는 직접효과(β=1.170, 95% CI[0.084,

역에서는 사서 전문성 인식의 매개효과가 나

2.257])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합하여 H2a가

타나지 않았지만, 정보 활동이 만족도에 미치

채택되었다.

는 직접효과(β=1.210, 95% CI[0.168, 2.252])

다음으로 가설 2-4, 2-5, 2-6을 검증하기 위

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4가 채

해 도서관 활동 경험이 도서관 만족도 인식에

택되었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서 사서 전문성 인식이 미치는

유의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2>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표 8> 참고). 유의한

같다.

간접효과 경로는 <표 7>의 결과와 같은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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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도서관 활동 경험과 도서관 만족도 인식의 관계에서 사서 전문성 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직접효과(정보 활동 → 도서관 만족도)
총 간접효과(정보 활동 → 사서 전문성 인식 → 도서관 만족도)
정보 활동 → 전문적 지식 → 도서관 만족도
간접
정보 활동 → 전문적 능력 → 도서관 만족도
효과
정보 활동 → 전문적 태도 → 도서관 만족도
직접효과(문화 활동 → 도서관 만족도)
총 간접효과(문화 활동 → 사서 전문성 인식 → 도서관 만족도)
문화 활동 → 전문적 지식 → 도서관 만족도
간접
문화 활동 → 전문적 능력 → 도서관 만족도
효과
문화 활동 → 전문적 태도 → 도서관 만족도
직접효과(교육 활동 → 도서관 만족도)
총 간접효과(교육 활동 → 사서 전문성 인식 → 도서관 만족도)
교육 활동 → 전문적 지식 → 도서관 만족도
간접
교육 활동 → 전문적 능력 → 도서관 만족도
효과
교육 활동 → 전문적 태도 → 도서관 만족도
직접효과(커뮤니티 활동 → 도서관 만족도)
총 간접효과(커뮤니티 활동 → 사서 전문성 인식 → 도서관 만족도)
커뮤니티 활동 → 전문적 지식 → 도서관 만족도
간접
커뮤니티 활동 → 전문적 능력 → 도서관 만족도
효과
커뮤니티 활동 → 전문적 태도 → 도서관 만족도
*p<.05

β
1.210
.047
.099
-.018
-.034
-.331
.381
.299
.039
.043
-.024
-.331
-.326
.027
-.031
.228
.269
.153
.048
.068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168
2.252
-.527
.593
-.315
.518
-.236
.159
-.303
.160
-1.002
.341
.060
.773
.046
.640
-.092
.264
-.134
.301
-.796
.748
-.809
.089
-.742
-.028
-.111
.196
-.251
.118
-.370
.826
-.036
.685
-.049
.408
-.111
.280
-.173
.438

<그림 2> 도서관 활동 경험, 사서 전문성 인식, 도서관 인식 간의 회귀분석 결과
*p<0.05, ***p<0.001
주) 표시된 값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중 유의한 값을 비표준화 계수로 표기한 것. c=매개변수가
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 효과크기, c’=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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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의

용자의 긍정적 인식이라는 성과가 도서관의 정
보적 역할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

분석 결과, 도서관 활동 영역 중 정보 활동만

나 이와 반대로 사서의 전문성은 정보 활동을

이 도서관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제외한 활동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정보 영역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의 전문적

서 사서의 전문성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식이 문화 및 교육 활동 경험과 도서관 인식

동안 사서직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들의

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

났다. 그러나 사서 전문성 인식 중 전문적 지식

서직은 사회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

만이 매개효과를 보여 가설 2의 세부 가설이 다

양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Halder, 2009), 정보

수 기각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보 활동 경

전문직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전문

험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성을 개발,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American

다. 정보 활동은 도서관 가치(β=1.334, p<0.05)

Library Association, 2009). 게다가 유일하게 매

와 만족도(β=1.257, p<0.05)에 유일하게 유의

개효과를 보인 전문적 지식은 전문성과 전문직성

한 영향을 끼치는 반면, 어떠한 전문성 요소에도

의 기반이 되는 요소로(Cannon, 2017; Freidson,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림 2> 참고).

2001; Kemmis, 2010), 전문적 능력과 전문적

오히려 정보 활동을 제외하고, 문화(β=0.783,

태도보다 정보자원 및 이를 이용한 정보 문제 해

p<0.05)와 교육 활동(β=-0.853, p<0.05)이 전

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윤명희, 2018; Hayati,

문적 지식에, 커뮤니티 활동이 전문적 태도에 유

2005).

의한 영향을 끼쳤다(β=0.866, p<0.05). 즉 도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사서의 전문성

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영역과 사서 전문

은 문화, 교육, 커뮤니티 영역에서만 영향을 받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영역이 서로 일

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들 영역에서 사서와 이

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불일치 현

용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

상은 사서의 전문성이 적절한 영역에서 발휘되

다. 나아가 지속적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혜택

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다만 교육 활

이 생긴다는 정의 및 연구를 고려했을 때, 사서

동에서 전문적 지식은 도서관 가치(β=-0.401,

와 이용자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지속

95% CI[-0.837, -0.048])와 만족도 인식(β=

적 관계일 때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형성에

-0.326, 95% CI[-0.742, -0.028]) 모두에 부(-)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이정실

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실제 사서의

외, 2012; Gwinner, Gremler, & Bitner, 1998).

전문성이 부족했거나 낮은 강사료 및 형식적

즉 사서가 이용자의 활동 과정에 지속하여 노

교육 등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이 이용

출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 혹은 함께 활동에

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관계가 형성되고,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정보 활동을 통해서만

이용자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서의 전문성에

도서관의 가치와 만족을 형성한다는 결과는, 이

대한 인식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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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서가 전문성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해서인지

나아가 사서가 정보 활동에 비해 문화, 교육

본 연구에서 결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용자

활동에서 이용자에게 인식되는 원인으로는 사

에게 도서관이 지니는 의미에 집중할 때 도서관

서가 도서관의 양적인 성과, 즉 이용 증대를 목

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표로 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서관이

것을 고려한다면(Debono, 2002; Huysmans &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이나

Oomes, 2013; Vakkari & Serola, 2012), 사서

방문자 혹은 서비스 제공 횟수의 수와 같은 산

의 이용 증대를 위한 문화 및 교육 영역에서의

출물(output)이 강조되었고(Van House et al.,

참여는 다소 부가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87; Walter, 1992), 우리나라 역시 공공도서

오히려 도서관의 가치가 형성되는 정보적 영역

관 성과평가에는 산출물을 측정하는 항목이 포

에서 정보서비스와 같이 이용자의 정보 활동에

함되어 있다(박양우, 2020). 프로그램으로 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으

표되는 문화 및 교육 활동은 한 번의 활동에 다

로 보인다.

수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서들
은 양적인 도서관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
보 활동보다 문화 및 교육 활동에 집중했을 가

6. 결론 및 제언

능성이 있다.
한편, 정보 활동에서 이용자의 가치와 만족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

도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해당 영역에서 사서

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도서관 활동 경험과

의 전문성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서가

도서관 인식의 관계에서 갖는 매개적 기능을

도서관 조직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연구 의

직적 차원에서 사서를 적절한 영역에 집중시키

의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 기존에 내부적 특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일

성으로 인식으로 인식되던 사서의 전문성을 외

치는 가설 2의 세부 가설이 기각된 원인으로도

부적 특성으로 바라봄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해석할 수 있다. 문화와 교육 활동 영역에서 사

경험과 사서의 전문성, 도서관의 성과라는 내

서가 전문성을 발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도서

외부적 요소를 외부적 관점으로 통합시켰다는

관의 주요 역할을 정보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

의의가 있다. 둘째, 성과로서 도서관 인식에 영

에 도서관에서 문화적, 교육적 경험을 통해 도

향을 미치는 도서관 서비스의 영역을 확인함으

서관 인식을 형성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이

로써 도서관의 정보적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다. 또한, 사서가 정보 활동 이외의 영역에 집중

있었다. 그러나 정보 영역은 사서 전문성 인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

을 통해서는 도서관 성과로 연결되지 않아, 도

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을 것이다.

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경험 영역

정보적 영역에서 나타난 사서 전문성과 도서

과 사서의 전문성 발휘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관 인식의 불일치 현상이 본래 그러한 것인지,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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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과 사서가

첫째, 사서는 전문성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통

다른 영역의 활동을 축소하고 정보 활동에 집

해 이용자의 정보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많은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활동 경

공공도서관에서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독서동

험은 정보 활동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아리 등을 일상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기대

도서관의 핵심 역할을 정보기관으로 인식하는

가 존재할 수 있고, 정보서비스 외에 독서․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편 정보 활동 경험은 사서

화 등의 도서관 서비스 역시 성과평가 영역에

전문성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포함되기 때문이다(박양우, 2020). 이러한 환

것은 사서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서를 개발,

경에서 사서는 정보 영역 이외의 활동 속에서

관리하더라도 이용자에게는 전문성으로 인식되

관련된 정보자료로의 유인, 정보서비스 제공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 활동

등을 통해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일상적인 정보

에서도 사서가 장서개발․관리, 사무실이나 데

활동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활동 영역

스크에서의 대출․반납, 메일링 서비스 등을

과 정보 활동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는 도서관

통한 도서 추천 등 정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전반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만족을 인식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와 지속적

수 있게 될 것이다.

으로 관계를 맺는 노력을 통해 이들의 정보 요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집중하지 않았던

구를 파악하고,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서 전문성이 도서관의 자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을 성과로 변화시키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

둘째, 사서는 문화 및 교육 활동에서의 참여

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용자의 관점

를 줄이고 정보 활동에 집중하여 이용자와의

에 집중하려 했음에도 사서의 전문성이 사서직

경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용자는 정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동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나

본 연구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사서의 전문성을

간다는 점, 사서는 도서관의 조직구성원이자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샘플의 크기

자원이라는 점에서 사서의 전문성이 가장 집중

및 성격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되어야 하는 영역은 정보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에도 본 연구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서 전문

문화 및 교육 활동에서만 사서의 전문성이 인

성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식되는 것은 곧 도서관 차원에서 사서를 적절

찾을 수 있다. 추후 연구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하지 않은 영역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

사서의 전문성을 인식하는 상황이나 조건, 특

단되며, 따라서 이들 영역에 집중하던 사서의

히 사서와의 관계가 사서 전문성에 대한 이용

자원을 줄이고 정보 활동에서 우선으로 전문성

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을 것

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다.

셋째, 이용자의 다양한 도서관 활동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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