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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공도서 에서 이용자의 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제공하는 문화 로그램의 하나로 시의 비 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순회 시 운  방식과 홍보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  

손 편지’ 수상작 순회 시를 연구 로그램으로 선정하여 5개 공공도서 의 이용자 총 385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순회 시의 운  방식에 따라 시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 시 

홍보물’과 ‘도서  홈페이지’는 순회 시 홍보를 한 유용한 수단으로 나타났다. 한 순회 시를 극 으로 이용한 

이용자의 도서  이용, 순회 시 효과, 순회 시 평가가 소극 인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순회 시의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Public libraries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for users to meet their intellectual and cultural needs. 

Thus, the proportion of exhibitions as one of the cultural programs offered by the libraries has been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operation method and promotion 

method of traveling exhibition hosted by public libraries and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users’ percep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use of the traveling exhibition. For this purpose, a research program, 

the traveling exhibition of the award-winning works: the Hangeul Hand Letters to the People in 

Books of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was selected. A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385 users from five public libraries.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se of traveling exhibition among library users, depending on the operation method of traveling 

exhibition of the public libraries. And, the ‘promotional material’ and ‘library homepage’ were proven 

to be a useful way to promote the traveling exhibition. Also, the overall use of library, the effect 

of traveling exhibition, and the evaluation of traveling exhibition of the users who actively used 

the traveling exhibition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users who passively used it. Based on the 

findings, methods to increase the use of the traveling exhibition were suggested.

키워드: 시, 순회 시, 공공도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도서  홍보
exhibition, traveling exhibition, public library,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NLCY), promotion of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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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은 문화․사회  요구에 따라 시 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왔다.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의 발 은 4차 

산업 명에까지 이르게 되어 빅데이터, 사물 인

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를 가져왔다(김환희, 박지홍, 2019). 이러

한 정보기술의 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로 도서 의 기능과 역할은  확 되고 

있다. 도서 은 본래 기능인 자료 수집과 보존, 

정보 서비스 이외에도 커뮤니티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교육, 여가 활동 지원 등 이용

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곽승진, 

노 희, 신재민, 2017; 장덕 , 2014).

도서 에서 이용자의 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제공하는 시 서비스는 도서

의 소장 자료와 련 주제의 외부 자료를 

시함으로써 극 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달하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정유라, 이지연, 2017). 그러나 인  자

원이 부족한 단  공공도서 에서 시를 직  

기획하여 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

라서 어느 한 도서 에서 기획하여 장소를 이

동하면서 여러 도서 에서 개최하는 순회 시

는 공공도서 에서 더 쉽게 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내 도서 에서 운 하는 순회 시는 출

사에서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홍보하기 해 해

당 도서의 원화를 공공도서  등에서 시하는 

원화 시 이외에는 사례가 많지 않다. 한 도

서 의 시에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순회 시에 집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순

회 시 운  방식과 홍보 방법에 따라 순회

시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  이용, 순회 시 효과, 순회 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010년부터 지속 으로 순회 시를 기획․운

하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순회

시를 연구 로그램으로 선정하 다. 국립어

린이청소년도서 의 순회 시는 도서  외부

로 시 활동을 확 하여 공공도서 에서 동일

한 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한 

로그램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기획

하 으나 시 개최를 희망하는 국 도서 을 

순회하면서 운 하므로 모든 단  도서 에서 

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시 서비스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

서 의 순회 시를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 순회 시에 한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순회 시(traveling exhibition)

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기획하여 더

욱 많은 도서  이용자가 보다 다양한 도서

에서 시를 람할 수 있도록 장소를 이동하

면서 여러 공공도서 에서 개최하는 시를 말

한다.

본 연구를 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도서 의 순회 시 운  방식

에 따라 순회 시 이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질문 2. 도서 의 순회 시 홍보 방법

에 따라 순회 시 이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질문 3. 도서  이용자의 순회 시 이

용 정도에 따라 도서  이용, 순회 시 효

과, 순회 시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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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의 전시

공공도서 은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강연회, 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평생교

육 련 행사의 주최 는 장려”의 업무를 수행

한다(도서 법 제28조). 공공도서 은 정보제

공기 으로서 본래의 기본 인 기능을 넘어 문

화와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휴식과 커뮤니티 

기능까지 극 으로 수용하여 복합문화공간

으로 변화하 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 은 지

역 주민의 모임이나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시 

공간으로도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도

서 에 시를 한 공간으로 시실이나 갤러

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된 시 공간이 없

는 도서 의 경우 1층에 있는 앙홀이나 복도

와 같은 공용 공간의 일부에서 시가 이루어

지고 있다(강재희, 2014; 최 , 2019). 

문화체육 부(2012)에 의하면 국 공공

도서 에서 운 하는 문화 로그램의 운  형

식은 일반 강의가 가장 많고 특강과 체험이 뒤

를 이었다. 그에 비하면 시는 활발하게 운

되고 있지 않으나, 공공도서 에서 시의 비

은 차 높아지고 있다. 박물 ․미술 의 시

가 소장품을 심으로 한 시라면 도서 에서 

하는 시는 “도서  내 는 외에서 한 주제

나 그 주제와 련된 주제에 한 도서를 시

하는 것”(한국도서 회 문헌정보학용어사  

편찬 원회, 2010, p. 102)을 의미하 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 매체의 출 과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 에서 소장하는 자료의 형태가 도서, 비도

서, 자 자료 등으로 다양해졌다. 한 특정 주

제에 따라 도서 의 소장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자료까지 시하는 테마 시를 제공하고

(정유라, 이지연, 2017) 도서 에 있는 시실과 

갤러리를 활용한 기획 시를 개최하게 되면서 

도서 의 시가 ‘도서 시(book display)’에서 

박물 과 미술 에서 개최하는 형태의 ‘ 시회

(exhibition)’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  한 개  당 정규직 사서 

수가 2017년 기  4.3명이고(국가도서  통계

시스템, 2018) 문화 로그램을 담당하는 사서

는 부분 타 업무도 겸직하면서 문화 로그

램을 담당하고 있다. 한 짧은 경력의 사서나 

소수 인원이 문화 로그램을 담당하는(장덕

, 2014) 공공도서 에서 시를 직  기획․

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 기획을 

담당하는 학 사가 없고 실 으로 인력이 부

족한 공공도서 에서는 부분 기획 시와 

시를 병행하여 운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미 기획된 시를 가져와서 운 하는 순회 시

는 공공도서 의 시 능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2 공공도서관의 순회전시

국내 도서 에서 운 하는 순회 시에는 그

림책이나 동화책을 홍보하기 해 해당 도서의 

출 사에서 기획하여 공공도서 에서 시하

는 원화 시나 삽화 시가 있다. 그리고 정부 

기 이나 서울 지역 도서 에서 기획하여 공공

도서 에서 운 하는 순회 시가 있다. 이 경

우 한 도서 에서 주도 으로 시를 기획한 

후 공개 모집을 통해 순회 시에 참여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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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연간 일정에 따라 순회 시를 운

한다.

정부 기 에서 기획한 순회 시의 사례로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 과 국가인권 원회 인권

도서 의 순회 시가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 은 2010년부터 국 도서 을 상으로 

지속 으로 순회 시를 기획․운 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주 한 순회 시는 총 14회로 순회 시 

운 에 참여한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은 총 

219개 으로 나타났다. 시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신문․감상문 수상작품 ’ 순회 시 3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  손 편지’ 수상작 

순회 시 4회, ‘책 읽어주는 모습 사진 공모 ’ 

수상작 순회 시 1회 등 공모  수상작 시가 

순회 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국립어

린이청소년도서  홈페이지). 국가인권 원회 

인권도서 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어린이 인

권도서 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 10개 도서 과 지역인권사무소 인권체험

 세 곳을 순회하면서 인권을 주제로 한 그림

책과 동화 170종을 시하 다(국가인권 원회, 

2019. 7. 1.).

서울 지역 도서 에서 시를 기획․운 한 

후 해당 지역 도서 에 보 한 순회 시의 사례

로 서울도서 의 ‘형형색색 책거리 ’과 서울어

린이도서 의 ‘권장도서 표지 순회 시’가 있다. 

이외에 한 도서 에서 기획하여 여러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순회 시의 사례는 거의 없었

다. 그리고 순회 시의 장 을 살려 기획 단계

부터 도서  간 력이나 분담을 통해 시를 

비한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

에서 순회 시를 기획․운 하는 도서 은 많

지 않으며 공공도서 의 순회 시 운  사례도 

그림책의 원화 시나 동화책의 삽화 시 외에

는 많지 않다.

2.3 선행 연구

국내에서 순회 시에 한 연구는 주로 과학

과 박물  등에서 이루어졌다. 최유 , 손다

미, 임윤진, 이옥복, 조재주, 이은상(2011)은 과

학 의 우수한 과학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순회 시를 해 창의  

체험 활동 로그램을 개발하 다. 박주희와 

함연자(2014)는 박물 에서 기획한 패션 순회

시의 사례를 분석하 다. 한희정, 육혜인, 오

유진, 김용(2014)은 미국의 박물 , 도서 , 기

록 이 력하여 개최한 순회 시의 사례로 ‘더 

리얼 웨스트(The Real West)’와 ‘세상을 바꾼 

지도(The Map that Changed the World)’를 

소개하 다.

국내 도서 의 순회 시에 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고 국외 도서 의 순회 시에 한 

연구로 독일의 뭰헨에 치한 국제청소년도서

(International Youth Library)의 연구가 있

다. Raabe(2016)는 1998년에 그림책 시를 

기획하여 일본, 러시아, 유럽, 미국, 라틴 아메

리카 등  세계 으로 순회 시를 운 하 다. 

2014년에 기존의 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여 

‘ 쟁과 평화’를 주제로 그림책을 시하고 연

계 교육 로그램으로 워크 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 시 진열 방법이 방문자

에게 강력한 시각 ․감정  향을 다며 진

열 방법의 요성을 언 하 다. Weber(2015)

는 2014년에 ‘세계 70개의 지도(Arou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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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 70 Maps)’를 주제로 아동문학에 등

장하는 지도 자료를 세 개 그룹으로 나 어 

시하 다. 실제 존재하는 세계 국가나 륙 등

의 지도, 환상 문학에 등장하는 타지 세계의 

지도, 책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지도로 구분하

여 시에 소개하 다. 이 순회 시는 계속 업

데이트되면서 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제공되

고 있다. 

지 까지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 국내 과학

이나 박물  등에서 순회 시와 련된 연구

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 도서 의 순회 시

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기획․운 한 후 

국 공공도서 을 이동하면서 운 하는 순회

시를 연구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의 순회 시 운  방식과 홍보 방법에 따라 순

회 시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프로그램 선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는 2015년부터 

국립한 박물 과 공동으로 국 공공도서

에서 참여할 수 있는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  손 편지’ 공모 을 주최하 다(국립 앙

도서 , 2016). 그리고 2016년부터 이 공모 을 

통해 수상작을 배출한 공공도서  에서 희망

하는 도서 을 상으로 매년 순회 시를 기

획․운 하 다. 제1회부터 제4회까지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  손 편지’ 수상작 순회

시의 운 에 참여한 공공도서 은 총 57개 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는 

시 서비스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순

회 시를 연구하고자 하 다. 한 본 연구를 

진행한 2019년에도 총 13개 공공도서 에서 

2019년 1월 1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순회 시

를 운 하므로 이를 연구 로그램으로 선정하

다. 시 자료는 등학생들의 독후 활동 결

과물인 ‘한  손 편지’ 수상작 27 으로 수상작

은 액자 형태로 제작․ 시하며 도서 별 시 

기간은 2주이다. 

3.2 조사 대상 선정

조사 상 도서 은 2019년 5월부터 9월 사

이에 순회 시를 운 하는 공공도서 으로 지

역과 도서  특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여 모집

단의 표성이 인정되는 5개 으로 정하 다. 

조사 상으로 선정한 5개 공공도서 의 일반 

황은 <표 1>과 같다. 

조사 상으로 선정한 5개 공공도서 의 

시 련 황을 도서  홈페이지에서 조사한 

후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회

시를 운 한 사서에게 자메일과 화로 문

의하여 순회 시 련 내용을 수정․보완하

다. 조사 상 도서 의 시  순회 시 련 

황은 <표 2>와 같다.

시 용 공간이 있는 도서 은 B, C, E 도

서 으로 나타났다. 세 도서 의 시 용 공

간의 면 은 모두 다르고 공간의 명칭도 갤러

리, 화랑, 시실로 다르게 나타났다. 시 담당 

사서의 유무에 해서 A, B, D, E 도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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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분
A B C D E

소재지 경기도 충청남도 라남도 경기도 구 역시

연면 (㎡)
5,000

(지하 1층, 지상 3층)

4,700

(지하 1층, 지상 4층)

12,000

(지하 1층, 지상 3층)

2,600

(지하 1층, 지상 3층)

7,300

(지하 1층, 지상 4층)

장서 수(권/ /종) 296,000 185,000 268,000 116,000 366,000

이용자 수(명) 1,951,000 434,000 931,000 782,000 1,169,000

직원 수(명) 30(사서 8) 20(사서 7) 30(사서 11) 20(사서 6) 30(사서 14)

출처: 국가도서  통계시스템(2018). https://www.libsta.go.kr

 * 장서 수(도서, 비도서, 자 자료, 연속간행물), 직원 수(정규직․비정규직의 정원 수)

** 도서 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해 ‘사서 직원 수’를 제외한 표의 숫자는 략 인 수치로 표기함

<표 1> 조사 상 도서 의 일반 황

도서

구분
A B C D E

시 

용

공간

유무 × ○ ○ × ○

면 - 170㎡ 270㎡ - 230㎡

명칭

( 치)
-

갤러리

(지하 1층)

화랑

(지상 1층)
-

시실

(지상 1층)

시 담당 

사서 유무
○ ○ × ○ ○

순회

시

장소
자료실

(지상 1층)

갤러리

(지하 1층)

로비

(지상 1층)

로비

(지하 1층)

시실

(지상 1층)

진열 방법 서가
천장고리 

와이어

휴 용 

이젤

휴 용 

이젤

천장고리 

와이어

연계 로그램 × × 추천도서 연계 시 × ×

람 인원 460명 420명 360명 2,000명 1,170명

순회

시

홍보

매체

자체 제작 홍보물 수막, 배
연간 시 일정 

안내 , 내 홍보문
× 포스터 수막, 포스터

도서  홈페이지 ○ × × ○ ○

SNS 서비스 페이스북, 블로그 × × × 페이스북, 트 터

* 도서 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해 표의 숫자는 략 인 수치로 표기함

<표 2> 조사 상 도서 의 시  순회 시 련 황

시 담당 사서가 있다고 하 다. C 도서 은 

시실은 있으나 기획 시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

년 등 이용 상에 따라 담당자가 바 고 

시의 담당자는 사서가 아니므로 총 으로 

시를 담당하는 사서는 없다고 하 다. 5개 공

공도서 의 순회 시 장소는 자료실 1개 , 

시실 2개 , 로비 2개 으로 나타났다. 시 

용 공간이 없는 A와 D 도서 은 어린이자료실

과 로비에서 순회 시를 운 하 다. A 도서

은 어린이 도서가 꽂  있는 자료실 서가의 상

단을 활용해 시하 다. D 도서 은 강의와 

화 상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강당

과 강의실이 에 있는 지하 1층 로비에서 휴

용 이젤을 활용해 시하 다. 시 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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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B와 E 도서 은 천장에 와이어 을 매

달아 수상작을 시하 다. C 도서 은 시 

용 공간이 있으나 당시에 시가 열리고 

있어 지상 1층에 있는 앙 로비에서 휴 용 이

젤을 활용해 시하 다. 

순회 시의 홍보 방법을 조사한 결과 도서

별로 조 씩 다르게 나타났다. 국립어린이청소

년도서 에서는 시 작품과 함께 시 홍보물

로 순회 시의 소개 패 과 X 배 를 공공도서

에 제공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제공한 홍보물 이외에 C 도서 을 제외한 

4개 공공도서 에서 자체 으로 수막, 배 , 

안내 , 포스터 등을 제작해 순회 시를 홍보

하 다. 홍보 매체별로 살펴보면 A, D, E 도서

은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A와 E 도서

은 페이스북, 블로그, 트 터와 같은 SNS를 통

해 순회 시를 홍보하 다.

3.3 설문지 개발 및 분석 방법

국내 도서 에서 기획․운 하는 순회 시

의 이용 정도에 따른 공공도서  이용자의 인

식을 연구하고자 설문지를 구성하 다. 체 

설문 문항은 <표 3>과 같이 총 64개 문항이다. 

구분 측정 요인 문항 수 출처

1
도서  

이용 경험

방문 빈도(1)

5

박래은(2016)

정유라(2016)

김 섭(2018)

체류 시간(1)

방문 목 (1)

도서  선택 요인(1)

체류 공간(1)

2
시

람 경험

람 경험 여부(1)

4

윤 숙(2012)

이희수(2013)

이정수(2014)

람 빈도(1)

람 이유(1)

미 람 이유(1)

3
순회 시

이용 경험

인식 경로(1)

12

이혜원(2007)

윤 숙(2012)

김기 , 오해연(2014)

이정수(2014)

손소혜(2016)

정유라(2016)

정은지(2016)

이용 방법(1)

이용 이유(9)

비이용 이유(1)

4
순회 시

효과

도서  이용(5)

22
시 효과(8)

홍보 효과(3)

시 평가(6)

5
희망하는

순회 시

시 자료(8)

17

시 구성(6)

시 기간(1)

시 장소(1)

소감이나 제안 사항(1)

6
응답자

특성

성별(1)

4

박래은(2016)

정유라(2016)

김 섭(2018)

연령(1)

직업(1)

거주지(1)

합계 총 64개

<표 3>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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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시를 이용한 이용자가 62개 문항, 이용

하지 않은 비이용자가 31개 문항을 응답하도록 

하 다. 도서 과 기록 , 박물  등의 시와 

련된 선행 연구  도서 의 문화 로그램

과 독서 로그램에 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

여 설문 문항을 설계하 다. 분류 문항은 도

서  이용 경험, 박물 ․미술 의 시 람 

경험, 순회 시 이용 경험, 응답자의 특성 등 4

개로 구분하 다. 문항의 유형은 보기 선택형

(단일․복수응답), 5  리커트 척도법, 개방형

을 사용하 다.

설문 조사는 연구 기간 동안에 순회 시를 

운 하는 5개 공공도서 을 직  방문하여 해

당 도서 의 체 이용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2017)에서 조사 

상 도서 의 ‘도서  이용자 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 다. 5개 공공도서 의 ‘방문자 수’와 

‘자료실 이용자 수’를 합한 ‘도서  이용자 수’

는 총 5,083,123명으로 나타났다. 표본 크기는 

Cochran(1963)이 제시한 표본 크기 산출식을 

이용하여 약 384명을 도출하 다. 설문 조사는 

순회 시의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상으로 진

행하 다. 설문지는 한 도서  당 77부씩 5개

에 총 385부를 배포하 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총 375부로 회수율은 97.3%로 나타났다. 분석

에 필수 인 응답이 부분 으로 락되거나 불

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35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부호화

(coding) 과정을 거쳐 통계 소 트웨어인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5를 활용해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구

체 으로 사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사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

하기 해 탐색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을 실시하 다. 둘째, 도서  이용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셋째, 도서 의 순회

시 운  방식과 홍보 방법에 따라 순회 시의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 다. 넷째, 도

서  이용자가 인지한 도서  이용, 순회 시 

효과, 순회 시 평가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

기 해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 다. 

4. 연구 결과

4.1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조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여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회 은 

직교회 방식(orthogonal factor rotation)  

하나인 베리멕스(varimax) 회  방법을 사용하

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en-value)이 1 이

상 되는 요인을 선택하 다. 분석 과정에서 2개 

변수를 제거한 후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9개 문항에서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67.353%로 나타났다. 추출된 3개 요

인은 순회 시 평가, 도서  이용, 순회 시 효과

로 명명하 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 

크론바흐 알 계수(cronbach’s α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설문 문항의 내 일 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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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요인의 크론바흐 알 계수는 순회 시 평

가 .920, 도서  이용 .900, 순회 시 효과 .864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 도구의 타당

성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4.2 인구통계학적 특성

도서  이용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

기 해 성별, 연령, 직업별로 빈도분석한 결과

는 <표 5>와 같다. 분석 상은 총 359명으로 

성별은 여자가 259명(72.1%), 남자가 100명

(27.9%)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약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0  111명(30.9%), 

40  110명(30.6%), 30  48명(13.4%), 50  

43명(12.0%), 20  38명(10.6%), 60  이상이 

9명(2.5%)으로 나타났다. 10 와 40 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두 연령층이 반 이상을 

차지하 다. 직업은 학생 133명(37.1%), 직장인 

101명(28.1%), 업주부 74명(20.6%), 기타 

20명(5.6%), 취업․고시 비생 17명(4.7%), 

항목
요인 분석

신뢰도
순회 시 평가 도서  이용 순회 시 효과 공통성

독서 분 기 조성 .775 .263 .135 .687

.920

도서  이미지 향상 .753 .206 .204 .652

도서  유용도 .728 .135 .305 .642

타인 유용성 .704 .225 .326 .653

도서  심도 증가 .688 .446 .186 .707

순회 시 만족도 .688 .198 .389 .664

도서  홍보 활동 .680 .247 .029 .525

타인 추천도 .647 .229 .459 .681

자기 유용성 .589 .176 .463 .593

도서  자료의 이용 증가 .263 .808 .206 .765

.900

독서 흥미 향상 .289 .798 .152 .744

지식과 정보 증가 .313 .791 .204 .765

자료의 이해력 향상 .452 .671 .226 .706

로그램 참여 증가 .157 .662 .402 .624

문화생활 향유 .351 .199 .776 .765

.864

미  경험 .300 .203 .748 .691

문화감수성 향상 .394 .252 .684 .686

가족 간 화와 소통 .068 .493 .605 .614

취미 활동 개발 .146 .538 .568 .633

고유값(eigen-value) 5.242 4.045 3.510 - -

분산 설명력(%) 27.591 21.288 18.474 - -

KMO(Kaiser-Meyer-Olkin) .943

총 분산 설명력(%) 67.353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503.215

자유도(p) 171(.000)

<표 4>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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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자 100 27.9

여자 259 72.1

합계 359 100

연령

10 111 30.9

20 38 10.6

30 48 13.4

40 110 30.6

50 43 12.0

60  이상 9 2.5

합계 359 100

직업

학생 133 37.1

취업․고시 비생 17 4.7

업주부 74 20.6

직장인 101 28.1

자 업 14 3.9

기타 20 5.6

합계 359 100

<표 5>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N=359)

자 업 14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등학생 46명(12.8%), 학생 35명(9.8%), 

고등학생 28명(7.8%), 학생․ 학원생 24명

(6.7%)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등학생이 

쓴 ‘한  손 편지’에 학생 이상의 학생 87명

(24.3%)도 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4.3 순회전시의 이용 및 구성 분석

4.3.1 순회 시의 이용 여부

순회 시 이용 여부에 따라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으로 구분하 다. 순회 시 ‘이

용자 집단’은 275명(76.6%), ‘비이용자 집단’은 

84명(23.4%)으로 ‘이용자 집단’이 3배 이상 높

게 나타났다. ‘이용자 집단’은 이용 정도에 따라 

‘ 극  이용자 집단’과 ‘소극  이용자 집단’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시 자료를 자세히 읽고 

소개된 도서를 찾아보거나 출하는 ‘ 극  

이용자 집단’은 78명(21.7%), 시 자료에서 

정보를 얻고 참고만 하는 ‘소극  이용자 집단’

은 197명(54.9%)으로 ‘ 극  이용자 집단’에 

비해 ‘소극  이용자 집단’의 비율이 2.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순회 시 ‘비이용자 집단’은 순회 시의 인식 

여부에 따라 ‘인식 집단’과 ‘비인식 집단’으로 나

 수 있다. 순회 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만 이용하지 않는 ‘인식 집단’은 55명(15.3%), 

인식하지 못하여 이용하지 않는 ‘비인식 집단’

은 29명(8.1%)으로 나타났다. ‘인식 집단’이 ‘비

인식 집단’ 보다 1.9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순회

시 이용 여부에 따른 순회 시 이용과 비이용

의 비율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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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이용자 집단

(N=275)

극  이용 78 21.7

소극  이용 197 54.9

소계 275 76.6

비이용자 집단

(N=84)

순회 시 인식 55 15.3

순회 시 비인식 29 8.1

소계 84 23.4

합계 359 100

<표 6> 순회 시의 이용 여부
(N=359)

4.3.2 순회 시의 이용과 비이용 이유

순회 시 이용자의 이용 이유를 악하기 

해 이용 이유 8개 항목과 개방형 1개 항목 등 

총 9개로 이용 이유를 조사하 다. 순회 시를 

이용하는 이유가 하나 이상일 경우 각각의 이

유마다 요도를 악하기 해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 다. 이용자의 순회 시 이용 이유로 

‘ 시 주제와 내용’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 시장 치’와 ‘ 람비 무료’ 순

으로 평균이 3.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 부(2018)에 의하면 문화 술

행사 람 시 가장 요한 선택 기 은 ‘문화

술행사의 내용과 수 ’(29.7%)으로 나타났다. 

그 외 ‘ 람 비용의 성’(24.9%), ‘참가자의 

유명도’(12.9%) 등이 문화 술행사 선택의 

요한 기 으로 나타났다. 순회 시의 이용 이

유도 문화 술행사의 선택 기 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 평균이 3.50 이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 순회 시를 이용할 때 

하나 이상의 복합 인 이유가 작용한다고 단

된다. 분석 결과 순회 시 이용 이유는 <표 7>과 

같다.

순회 시 비이용 이유를 악하기 해 6개 

항목과 개방형 1개 항목 등 총 7개의 항목으로 

비이용 이유를 질문하고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하 다. 비이용자 84명  74명이 총 82건을 응

구분 응답자 수(N)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시 주제와 내용 274 3.80  .761 -.349  .467

시장 치 274 3.75 1.040 -.493 -.441

람비 무료 273 3.73 1.061 -.566 -.267

휴식과 여가 274 3.61  .937 -.486  .130

손 편지와 손 씨에 심 274 3.60  .893 -.218 -.107

문화감수성․정서 함양 274 3.52  .999 -.483  .073

주변 사람의 권유 274 2.87 1.197  .010 -.871

공모  참여 경험 274 2.16 1.234  .827 -.405

기타(개방형) 1 - - 　- -　

* 5  리커트 척도: 1=  아니다, 5=매우 그 다

<표 7> 순회 시의 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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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여 한 명 당 약 한 개 정도의 비이용 이유

를 답하 다. 순회 시 비이용 이유를 살펴보

면 ‘순회 시를 인식하지 못함’이 41건(50%)

으로 반을 차지하 다. 그리고 개방형으로 

질문한 ‘순회 시에 한 소감이나 제안 사항’

에 응답한 98명 에서 10명(10.2%)이 “순회

시를 알지 못했다.”라며 시 장소를 도서  

로비와 계단 등 근성이 좋은 곳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 다. 순회 시의 극 인 홍보 

 다양한 마 의 필요성도 15명(15.3%)이 

언 하 다. 따라서 순회 시를 이용자의 에 

잘 띄는 치에서 운 하고 이를 알리기 해 

극 인 홍보와 마 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분석 결과 순회 시 비이용 이유는 

<표 8>과 같다.

4.3.3 순회 시의 구성

순회 시에 합한 조건을 악하여 순회

시에 한 도서  이용자의 심도를 높이고 

순회 시를 서비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용자가 희망하는 순회 시의 구성  시 기

간과 장소를 조사하 다. 순회 시 구성에 추

가로 필요한 요소를 5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다양한 자료와 연계’  

‘ 련 도서 시’가 평균 4.0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다. 한 개방형으로 질문한 ‘순회 시에 

한 소감이나 제안 사항’에서 체 응답자 98

명  30명(30.6%)이 순회 시의 구성에 해 

제안하 다. 상물․그림․책 표지와 같은 다

양한 자료와 연계하거나 시에서 소개한 도서

를 함께 시하기를 희망하는 이용자가 22명

구분 응답 수(건) 비율(%)

시를 인식하지 못함 41 50

주제와 내용에 무 심 20 24.3

도서  시에 무 심 10 12.2

기타 4 4.9

시 장소 근성 부족 3 3.7

시 자료나 구성 부족 3 3.7

시 자료 신뢰성 부족 1 1.2

합계 82 100

<표 8> 순회 시의 비이용 이유
(N=74)

구분 응답자 수(N)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다양한 자료와 연계 359 4.05 .777 -.621 .571

련 도서 시 358 4.03 .879 -.863 .942

연계 로그램 진행 358 3.93 .824 -.328 -.109

온라인으로 감상 358 3.63 .966 -.310 -.225

* 5  리커트 척도: 1=  아니다, 5=매우 그 다

<표 9> 순회 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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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순회 시와 연계한 체험 로그램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8명(8.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회 시 구성 시 상물이나 그림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여 시 자료를 다채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 련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이나 직  편지․엽서 등을 써

보는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시로 운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4.3.4 순회 시의 기간과 장소

도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순회 시의 기간과 

장소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시 기

간은 ‘한 달’을 가장 많은 이용자(137명, 38.2%)

가 희망하 다. 시 기간이 ‘3주 이상’으로 연장

되기를 바라는 이용자(177명, 49.3%)가 ‘2주 미

만’으로 축소되기를 원하는 이용자(87명, 24.2%)

보다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시 장소는 ‘

시실’(125명, 34.8%)이나 ‘자료실’(59명, 16.4%)

보다 많은 이용자(160명, 44.6%)가 근성이 

좋은 ‘도서  로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 기간과 장소는 시 개최의 핵심 조건

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시가 효과 으로 

달되기 해서는 충분한 기간에 걸쳐 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Belcher, 2006). 

재 순회 시는 도서 별로 2주씩 돌아가면서 

운 되고 있다. 시 기간이 연장되기를 희망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 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기간을 연장

하고 유동 이용자가 많은 공간을 시 장소로 

활용한다면 순회 시의 이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구분 항목 응답자 수(N) 비율(%)

시 기간

한 달 137 38.2

3주 40 11.1

2주 95 26.5

1주 64 17.8

1주 미만 18 5.0

기타 5 1.4

합계 359 100

시 장소

도서  로비 160 44.6

시실 125 34.8

어린이자료실 55 15.3

도서  계단 14 3.9

일반자료실 4 1.1

기타 1 0.3

합계 359 100

<표 10> 순회 시의 기간과 장소
(N=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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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 검증

4.4.1 순회 시의 운  방식에 따른 차이 

분석

도서 의 순회 시 운  방식에 따라 순회

시의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카

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시 장소

와 진열 방법, 시 담당 사서의 유무에 따라 

순회 시의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 

시 장소와 진열 방법에 따라 순회 시의 이

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χ2
= 

6.629, p<.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순회 시 장소로 A 도서 은 어린이자료실, 

B와 E 도서 은 시 용 공간, C와 D 도서

은 로비를 활용하 다. 어린이자료실에서 순회

시를 운 한 도서 은 시 용 공간과 로

비에서 운 한 도서 보다 비이용이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도서  자료의 이용이 주목 인 

이용자가 찾는 자료실보다 시 람이 주목

인 이용자가 방문하는 시실이나 근성이 높

은 로비를 활용하면 순회 시의 이용을 높일 

수 있다고 단된다. 

시 진열 방법으로 A 도서 은 어린이 도

서가 꽂  있는 서가의 상단, B와 E 도서 은 

천장고리 와이어 , C와 D 도서 은 휴 용 이

젤을 활용하 다. 이를 통해 시 진열 방법은 

시 공간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

다. 로비에서 휴 용 이젤을 활용한 경우 순회

시 이용이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 용 공간의 천장고리 와이어 은 79.2%로 

나타났고 어린이자료실에서 자료실 서가를 활

용해 시한 경우 64.7%로 가장 낮은 이용을 

보 다. 서가를 활용한 도서 은 휴 용 이젤

이나 천장고리 와이어 을 활용해 진열한 도서

보다 비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

실 서가보다 일반 인 시에 많이 쓰이는 휴

용 이젤이나 천장고리 와이어 을 활용할 때 

이용자의 순회 시에 한 인식 용이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시 담당 사서의 유무에 따라 순회 시의 이

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이 χ2
= 

6.566, p<.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 담당 

사서가 있는 경우 순회 시 이용이 73.7%, 없

는 경우 87.8%로 담당 사서가 없는 경우 순회

시의 이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A, B, D, E 

도서 은 시 담당 사서가 있었고 C 도서 에

는 시 담당 사서가 없었다. C 도서 의 경우 

시 담당 사서는 없었으나 어린이자료실을 담

구분 순회 시 이용 순회 시 비이용 Person 카이제곱

어린이자료실
(자료실 서가)

44(64.7%) 24(35.3%)

6.629*

시 용 공간
(천장고리 와이어 )

118(79.2%) 31(20.8%)

로비
(휴 용 이젤)

113(79.6%) 29(20.4%)

합계 275(76.6%) 84(23.4%)

* p<.05, ** p<.01, *** p<.001

<표 11> 순회 시의 이용 차이: 시 장소와 진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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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회 시 이용 순회 시 비이용 Person 카이제곱

담당 사서 있음 210(73.7%) 75(26.3%)

6.566*담당 사서 없음 65(87.8%) 9(12.2%)

합계 275(76.6%) 84(23.4%)

* p<.05, ** p<.01, *** p<.001

<표 12> 순회 시의 이용 차이: 시 담당 사서의 유무

당하는 사서가 순회 시를 운 하 다. 순회

시는 기획하는 기 에서 시품과 시 홍보물 

등 시에 필요한 일체를 비하므로 순회 시

를 운 하는 공공도서 에서 시 담당 사서의 

역할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순회

시 이용에서 시 담당 사서의 유무는 별 의미

가 없으며 순회 시는 시 담당 사서와 상

없이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단된다.

4.4.2 순회 시의 홍보 방법에 따른 차이 

분석

도서 의 자체 제작 시 홍보물, 홈페이지, 

SNS 서비스 등 도서 의 순회 시 홍보 방법에 

따라 순회 시의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기 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다. 도서 에

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한 순회 시의 홍

보에 따른 이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χ2
= 6.566, 

p<.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체 제작 홍보물

이 있는 경우 순회 시 이용이 73.7%, 없는 경

우 87.8%로 자체 제작 홍보물이 없는 경우 순

회 시 이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

도서 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  이용자가 순

회 시를 알게 된 ‘순회 시 인식 경로’를 조사

한 결과 <표 13>과 같이 응답자 348명이 총 401

건을 복수 응답하 고 여러 매체 에서 ‘ 시 

홍보물’이 128건(31.9%)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시 소개 

패 과 X 배  등 시 홍보물을 제공하므로 

공공도서 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이 없어도 

이용자들이 ‘ 시 홍보물’을 통해 순회 시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 시 홍보물’은 이용자

에게 순회 시의 인식 용이성을 높이는 유용한 

홍보 수단으로 단된다.

도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순회 시의 홍보

에 따른 이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χ2
=5.288, 

p<.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순회 시 담당자를 

상으로 서면 질의한 결과 A, D, E 도서 은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순회 시를 홍보하 고 

B, C 도서 은 홍보하지 않았다. A와 E 도서

은 ‘5월 가정의 달’과 ‘9월 독서의 달’을 해 

비한 여러 가지의 도서  행사와 함께 순회 시

를 소개하 다. 그러나 도서  홈페이지에서 홍

보한 경우 순회 시 이용이 72.2%, 홍보하지 않

은 경우 82.7%로 나타났다. 도서  홈페이지에

서 순회 시를 홍보할 때 도서 의 여러 행사와 

함께 홍보하여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  이용자의 ‘순회 시 인식 

경로’를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이 ‘도서  홈

페이지’가 ‘ 시 홍보물’에 이어 113건(28.2%)

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홈

페이지는 순회 시를 한 유용한 홍보 매체라

고 생각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순회 시를 단독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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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건) 비율(%)

시 홍보물 128 31.9

도서  홈페이지 113 28.2

기타 92 22.9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의 소개 38 9.5

SNS 서비스 17 4.2

보도 자료, 신문, 지역 소식지 13 3.2

합계 401 100

<표 13> 순회 시의 인식 경로
(N=348)

SNS 서비스를 활용한 순회 시의 홍보에 

따른 이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서  이용자의 ‘순회

시 인식 경로’를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

이 ‘SNS 서비스’는 17건(4.2%)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 터와 같은 SNS 서비스

를 통해 순회 시를 인식하게 된 이용자는 많

지 않다고 생각된다. 순회 시 담당 사서를 

상으로 서면 질의한 결과 순회 시를 도서  

홈페이지나 SNS 서비스를 통해 독자 으로 홍

보한 도서 은 없었다. 따라서 도서  홈페이

지나 SNS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홍보를 강화

하고 이용자의 심을 집 시킬 수 있도록 순

회 시를 독자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4.4.3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른 차이 

분석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

 이용, 순회 시 효과, 순회 시 평가의 차이

를 검증하기 해 맨-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하

다.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라 ‘ 극  이

용자 집단’과 ‘소극  이용자 집단’의 도서  이

용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p<.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독서 흥미 향상’ 요인에서 ‘ 극  이용자 

집단’의 평균은 4.24, ‘소극  이용자 집단’의 평

균은 3.58로 두 집단 간 평균차가 0.66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 로그램 참여 증가’의 두 

집단 간 평균차는 0.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순회 시

구분
극  이용 평균

순

소극  이용 평균

순
Z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독서 흥미 향상 4.24 .648 181.01 3.58 .822 120.18 -6.117***

지식과 정보 증가 4.19 .704 173.38 3.61 .879 123.22 -5.029***

자료의 이해력 향상 4.14 .716 168.17 3.66 .853 125.30 -4.298***

도서  자료의 이용 증가 4.08 .779 167.49 3.50 .915 119.13 -4.897***

로그램 참여 증가 3.89 .903 159.07 3.44 .907 122.52 -3.700***

* p<.05, ** p<.01, *** p<.001

<표 14> 순회 시의 이용에 따른 도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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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 으로 이용한 이용자가 소극 으로 이

용한 이용자보다 반 으로 도서  이용이 높

다고 단된다.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라 ‘ 극  이용

자 집단’과 ‘소극  이용자 집단’의 순회 시 

효과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미  경험’ 

요인은 p<.05, 이외 모든 요인은 p<.01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 극  이용자 집단’은 

‘문화 감수성 향상’ 요인에서 평균이 4.08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소극  이용자 집단’은 ‘미

 경험’에서 평균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모든 요인  ‘가족 간 화와 소통’ 요인에

서 ‘ 극  이용자 집단’의 평균은 3.82, ‘소극

 이용자 집단’의 평균은 3.43으로 두 집단 간 

평균차가 0.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순회

시를 극 으로 이용한 이용자는 순회 시를 

주제로 가족들과 화와 소통을 하지만 소극

으로 이용한 이용자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순회 시를 극 으로 이용한 이용자가 소극

으로 이용한 이용자보다 순회 시의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

른 순회 시 효과의 차이 검정 결과는 <표 15>

와 같다.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라 ‘ 극  이용

자 집단’과 ‘소극  이용자 집단’의 순회 시 평

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순회 시 만족

도’, ‘도서  유용도’, ‘타인 추천도’, ‘자기 유용

성’ 요인에서 p<.001, ‘독서 분 기 조성’과 ‘타

인 유용성’ 요인에서 p<.01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순회 시를 극 으로 이

용한 이용자가 소극 으로 이용한 이용자보다 

순회 시의 평가가 높다고 단된다. ‘순회 시 

만족도’ 요인에서 ‘ 극  이용자 집단’의 평균

이 4.42, ‘소극  이용자 집단’의 평균이 4.08로 

평균차가 0.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극  

이용자 집단’은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4.28 이

상으로 나타났고 ‘소극  이용자 집단’은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3.76 이상으로 나타났다.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평균 3.50 이상이면 

정 인 응답이 우세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순회 시의 이용자 집단은 순회 시를 정

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른 순회 시 평가의 차이 검정 결과

는 <표 16>과 같다.

구분
극  이용 평균

순

소극  이용 평균

순
Z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문화감수성 향상 4.08 .744 152.68 3.78 .774 125.09 -2.855**

 미  경험 4.01 .808 147.91 3.79 .809 127.00 -2.139*

문화생활 향유 3.97 .748 151.20 3.69 .819 125.68 -2.623**

가족 간 화와 소통 3.82 .920 153.42 3.43 .963 124.79 -2.886**

취미 활동 개발 3.76 .862 154.05 3.39 .921 123.79 -3.076**

* p<.05, ** p<.01, *** p<.001

<표 15> 순회 시의 이용에 따른 순회 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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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극  이용 평균

순

소극  이용 평균

순
Z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순회 시 만족도 4.42 .638 157.88 4.08 .691 122.99 -3.677***

독서 분 기 조성 4.34 .644 156.80 3.99 .751 123.43 -3.477**

도서  유용도 4.30 .674 159.89 3.89 .808 122.19 -3.883***

타인 추천도 4.29 .649 161.92 3.85 .774 121.37 -4.237***

자기 유용성 4.28 .723 164.90 3.76 .813 120.17 -4.586***

타인 유용성 4.28 .624 152.41 3.99 .711 125.20 -2.912**

* p<.05, ** p<.01, *** p<.001

<표 16> 순회 시의 이용에 따른 순회 시 평가

5. 결론 및 제언

공공도서 은 도서 의 본래 기능인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정보 서비스 외에도 문화와 교육, 

휴식과 커뮤니티 기능까지 극 으로 수용하

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도

서  서비스의 하나로 비 이 높아지고 있으나 

문 인 시 기획자가 없는 공공도서 에서 

시를 기획․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기획

하여 국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순회 시

는 도서 에서 쉽게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순회 시 운  

방식과 홍보 방법의 차이, 순회 시의 이용 정

도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  손 편지’ 수상작 순회

시를 연구 로그램으로 선정하 다. 2019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순회 시를 운 한 5개 공

공도서 을 연구 상으로 순회 시의 운  방

식과 홍보 방법 등 도서 의 운  황을 조사

하 다. 그리고 공공도서 의 이용자 총 385명

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후 통계 분석을 통

해 검증하 다.

첫째, 공공도서 의 순회 시 운  방식에 따

라 순회 시의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

과 도서 별로 시 장소와 진열 방법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 용 공간과 근

성이 높은 로비를 시 장소로 정하고 일반 으

로 시에 많이 활용되는 진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순회 시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서 의 순회 시 홍보 방법에 따라 

순회 시의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

용자의 순회 시 인식 경로를 조사한 결과 ‘

시 홍보물’과 ‘도서  홈페이지’가 인식 경로의 

반 이상을 차지하 다. 따라서 ‘ 시 홍보물’

과 ‘도서  홈페이지’는 유용한 순회 시의 홍

보 수단으로 단된다. 

셋째, 순회 시의 이용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순회 시를 극 으

로 이용한 이용자가 소극 으로 이용한 이용자

보다 반 으로 도서  이용, 순회 시 효과, 

순회 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도서  이용은 

‘독서 흥미 향상’에서, 순회 시 효과는 ‘가족 간 

화와 소통’에서, 순회 시 평가는 ‘순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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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서 극  이용자와 소극  이용자의 

평균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순회 시에 한 도서

 이용자들의 심도를 향상시키고 순회 시

의 이용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이용자가 순회

시를 극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물이나 

그림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여 시하거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시로 운

하여야 한다. 둘째, 순회 시를 알리기 해 

극 인 홍보와 마 을 해야 한다. 특히 온라

인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심을 집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하여 

시 기간과 장소를 하게 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순회 시 운  방식

과 홍보 방법을 악하여 순회 시의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분석

하여 순회 시의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공도서 에서 순회 시를 

다각 으로 기획하고 효율 으로 운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

내 도서 에서 운 하는 순회 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한 도서 에서 기획한 순회 시를 

연구 로그램으로 선정하고 순회 시를 운

하는 5개 도서 으로 조사 상을 한정하 다. 

따라서 다양한 순회 시 로그램을 조사․분

석할 수 없었다는 데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향후 순회 시 이용 경험이 없는 도서  이

용자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여 순회 시 이용 

후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연구 상을 학교도

서 으로 확 하여 학교도서 의 순회 시 운

 방식과 이용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도 의

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도서 에서 이용자

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문화 로그램으로 시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련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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