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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장년층 이용자를 상으로 문화 로그램 특성과 문화 로그램 경험이 문화 로

그램 인식과 도서  인식을 통해 생활만족에 향을 미치는가를 악하기 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 다. 이를 

해 경기지역 5개와 서울지역 9개의 공공도서 의 장년층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표본 246부를 

연구에 사용하 다. 분석 결과, 문화 로그램 특성  경험이 문화 로그램 인식에 향을 미치며, 도서  인식의 지역 

은 생활 만족의 개인  욕구 실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 의 향이 일상 인 

삶의 역으로 확산되는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국가  지역 수 에서 공공도서  련 정책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designed the research model to identify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and middle-aged people’s experience of the programs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To verify our model, we conducted our survey to random middle-aged users of five public libraries in 

Gyeonggi-do and nine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246 valid samples are used. Our analysi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grams and middle aged people’s experience of the programs affect 

their perception of cultural programs, and the regional perception of public librar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ulfilling personal needs for life satisfaction. Our analysis also showed the change in values of 

public libraries that spread to the realm of daily lif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uggesting directions 

for national and local public library policies and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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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장년층 인구는 2016

년 39.1% 2017년 39.4%, 2018년 39.7%, 2019

년 40.0%로 인구 비율상 지속 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0). 2018년 12월 통계

청에서 ‘ 장년층 행정통계(2017년 기 )’를 

처음으로 발표하 으며, 이는 만 40∼64세 

장년층이 인구의 심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하

고 있다(경기복지재단, 2019). 장년층은 사

회  지  변화와 인식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

화 속에서 안정된 생활과 활기찬 사회활동 구

을 한 제2의 삶을 비하고 그에 따른 삶의 

만족 향상에 심이 높다(매일종교신문, 2015). 

장년층 련 뉴스 기사 추이를 보면, 2016

년 1,124건, 2017년 1,095건, 2018년 1,526건으

로 기간  총 3,745건의 장년층 키워드가 기

사 제목에 등장하며, 여기에는 문화여가  참

여, 그리고 사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일상에

서 생활만족 심으로 인식의 방향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경기복지재단, 2019). 이는 의식

주만큼 여가  문화활동이 개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 이 되고 있음을 보여 다(문화체

육 부, 2016). 여가와 문화를 한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 한 삶의 만족에 향을 미

치며(통계청, 2018), 이는 여가  문화활동의 

바탕인 사회  자본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 부, 2016). 

정부는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   운  효

율화’로 삶의 다양한 가치를 지지하고 생활만족

으로 연결하려는 생활SOC 9종 시설에 공공도

서 을 포함하 다(국가균형발 원회 보도자

료, 2019). 문화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

는 일상  삶의 주요 역에서의 표 인 문화

기 으로서(문화체육 부, 2016), 그리고 사

회  통합공간으로서 공공도서 의 사회  기능

을 확 하고 공공문화여가 시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국가균형발 원회, 2019). 

따라서, 공공도서 의 장년층 상 문화 로그

램이 도서  인식과 생활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의 연구는 이용자를 상으로 한 도서  서비스 

품질  만족도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삶의 질 는 생활만족에 한 장년층을 

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노 희, 2019). 

본 연구는 장년층을 상으로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이용이 도서  인식과 생활 만족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특성과 경험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

으로 문화 로그램의 도서  인식  생활만족

간의 향을 분석하고, 생활만족 향상을 한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상정하 다. 

(1) 공공도서  장년층 상 문화 로그

램의 특성과 장년층의 이에 한 경

험은 문화 로그램 인식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

(2) 장년층의 문화 로그램 인식과 도서

 인식 그리고 생활만족은 어떠한 

향 계가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해 

첫째, 장년층, 생활만족, 문화 로그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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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로그램 인식, 도서  인식 등의 개념과 

련 논의를 문헌조사를 통해 악하고, 둘째, 

본 연구를 해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을 이

용하는 장년층을 상으로 한 심층 면담으로 

구성된 비 연구를 수행하고, 셋째, 문헌조사

와 비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요인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40∼65세까지의 장년층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은 

조사 상 공공도서 을 방문하여 진행하 으

며, 회수된 설문지는 기술통계  구조방정식모

형(Structure Equation Modeling)분석을 사

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2. 이론  배경

2.1 장년층

장년은 인생의 장년에서 노년 사이를 가리

키는 말이다. 장년을 옥스퍼드 어 사 에

서는 성인기 반부터 노인 사이의 생애(약 45

∼64세) 사이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표  진단 

매뉴얼인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람(DSM)은 

최  50∼64세로, 한민국 국어사 에서는 40

∼50  안 의 나이 로 정의하고 있다(APA, 

2013; wikipedia, 2020). 최근 고령화와 함께 100

세 시 가 도래함에 따라 50 러스세 (만 40

∼69세 까지)라고도 하며, 재는 주로 1955∼

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 가 주를 이루고 있다

(Phillips, 2011; wikipedia, 2020). 장년층의 

연령 구분은 학자마다 다르게 언 하며 이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쉽지 않으나, 체 으로 40

∼65세까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년층은 자신을 게 생각하고 능동

이며 자기생산성을 갖고 새로운 도 과 성장을 

통해 삶의 성취를 이루는 인생의 정기이다

(Laslett, 1991).  생애주기 에서 인생의 

반을 넘어 신체  변화, 사회  변화,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노년층보다 

상 으로 열정과 욕구가 강하여 능동 이며 

도 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장년층은 

환기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해 새로운 발달과제가 요구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가장 요한 시기이다

(유효순, 2015). 한 장년층은 변하는 디

지털시 의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연습도 경험

했으며, 경제  능력을 배경으로 삶의 질을 추

구하는 데도 극 이다. 제보다 실 속에

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변화와 노력을 어

렵지 않게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가  취

미생활에 해 과감한 투자를 하며 삶속에서 

생활 만족에 한 열정과 욕구가 강하다(이

주, 박진 , 2020). 본 연구에서도 장년층을 

40∼65세까지로 보고자 한다. 

2.2 생활만족

생활만족은 자신의 삶에 한 만족 정도, 스

스로의 성취도 등 스스로의 기 에 근거한 삶

의 질에 한 평가 정도이다. 생활 만족은 생활

의 여러 측면에 한 만족도로서 일반 으로 

건강, 경제, 문화, 가족 계, 안  등의 여러 항

목으로 구성되어 삶의 의미에 한 반 인 

사회  지표로서 활용되어 왔다(Jacobsson & 

Lexell, 2013). Kalisch(1976)와 Myers & Deiner 

(1995)를 통해 생활만족이 응(adjustm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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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성공

인 성숙(successful aging), 사기(morale), 

는 행복감(happiness) 등의 개념과 상호교환  

의미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면서 다각 으

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 

생활 만족에서 삶에 한 주  안녕을 시

하게 되었으며, 주  안녕은 인지 , 정서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되었다. 주  안녕 혹

은 생활 만족은 재의 생활 조건  정신건강과 

기 수  간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Madley, 

1976). 생활 만족은 스스로의 사회  상황, 자아 

그리고 재정 등 삶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 기

와 인식 간의 차이이다(Deng & Gao, 2017). 

즉 생활 반에 한 개인의 반응, 혹은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체 인 만족감, 행복에 한 주

인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은 삶의 질과 동일한 

의미로서, 한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수 과 사회구성원의 가치 과 습에 따

라 변화할 수 있는 다차원 인 개념으로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다(안주석, 임근욱, 2018). 이

러한 다양한 정의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 제

는 주 인 감정 차원과 객 인 환경 차원

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러한 을 바탕으로 생활 만족을 측정함으로써, 

장년층의 생활 만족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발

하여 왔다(김수정, 2008). 생활 만족에 한 

두 가지   개인의 삶을 객  조건을 통

해 바라보는 을 살펴보면(Milbrath, 1978; 

최 호, 2001), 개인의 경제  상태  소득 수

, 인구  사회학  특성, 문화생활, 교육수  

등과 련된 사회  지표를 통해 생활 만족을 

살펴보고자 하 다. 한 편, 개인 자신의 삶에 

한 주 인 만족에 을 둔 에서는 주

인 웰빙이나 개인  행복에 한 정서  

평가가 생활 만족을 나타내며, 신체 ․경제

․심리 인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 혹은 욕구 

충족을 통해 행복감을 체험하는 정도  이에 

한 주 인 만족감 혹은 가치 단을 강조하

고 있다(최 호, 2001; Cardoso et al., 2005). 

객  에서는 생활 만족이 비교 가능하고, 

상 이며, 양 인 기 에 의한 개념인 반면, 

주  에서는 개인의 주  단을 기

으로 하기 때문에 객 화하기 힘들고 상 인 

비교가 불가능하다(최 호, 2001).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생활 만족은 객

인 삶의 조건에 한 개인의 주 이고 인지

인 평가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객 인 

조건은 개인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며, 주  

평가는 개인의 삶의 역에 시행되는 평가를 

의미한다(<표 1> 참조).

2.3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은 주민을 상으로 

오락, 계몽, 교육을 목 으로 술, 인문학, 과학, 

공공정책, 지역사회 주요 안건 등의 논의를 수행

하는 ‘문화  로그램’과 학교 교육 이외의 주

민을 한 모든 형태의 조직 인 교육활동인 ‘사

회교육 로그램’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하

고 있다(문화 부, 2004). 개인의 지식과 교양

을 함양하고 기능을 신장시키는 한편, 도서 자

료의 활용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

화 활동을 활발하게 개시키는 데 목 이 있다

(문화 부, 2004). 다시 말하면 자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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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이 공통

객  조건을 

통한 생활만족

∙생활에 한 사회조건과 환경에 근거

∙양  측면의 생활만족 강조

∙사회 환경  지표가 기

∙상  만족, 불만족 나타남

∙주민의 삶에 직간  향

∙지역별 객  비교 가능 ∙개인이 리고자 하는 생활만족을 높이는 

것이 목

주  인식을 

통한 생활만족

∙개인의 주  가치와 심리  만족감에 근거

∙질  측면의 생활만족 강조

∙개인의 주  단이 기

∙개인의 삶에 한 가치기 , 기 수 과 함

∙객 , 상  비교가 어려움

∙동일 삶의 조건이 개인에 따라 만족정도가 다름

<표 1> 객  조건과 주  인식을 통한 생활만족의  비교(최 호, 2001)

사에 칭되는 개념으로 도서 의 문화  기능

을 수행하기 한 일련의 로그램을 말한다. 

기 문화 로그램 운 은 공공도서 이 단순히 

공부방으로 이용되는 것을 탈피하고자 시작되었

으며 한 도서 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의

미도 있었다. 그래서 문화 로그램 참여자들을 

도서 이용자로 흡수하고,  열람석을 이고 

이를 문화 로그램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

다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다(허선, 2002). 문화

로그램은 여러 사회교육기 에서 일반 을 

상으로 강연회나 취미교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왔으나, 이것이 본격 으로 정부의 지

원으로 확 된 것은 1990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아 가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함에 따라 생활만족에 한 심

도 고조되어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단 에

서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도 다양하

게 개되고 있다(문화 부, 2004).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은 지역주민의 문

화생활을 해 지역사회의 심과 요구를 반

한 로그램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을 한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 한 단순한 로그램

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경험

과 자료  그 이외의 매체 등을 통해 지역 주

민에게 교육 이고 문화 인 향과 여가선용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도

서  자료의 이용을 진하며, 이것이 도서  

홍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문화 로그램

은 공공도서 의 목 을 달성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제 자리를 잡아가

고 있다(박서 , 2017).

2.4 도서  인식

도서  인식은 이용자들이 공공도서 에 

하여 생각하는 느낌이나 이미지로 정의할 수 있

다(오동근, 2005; 이정미, 2014; 박래은, 2016;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 2016). 사회  장치 

의 하나인 공공도서 은 사회의 존립 는 성

장 등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사회  기구이

다. 공공도서 이 지니는 사회  의미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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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속한 개인  공동체들의 사회  혜택

과 가치에 있으며, 이는 도서 을 이용함으로

써 얻는 경험과 정 인 효과 그리고 만족도 

등으로 나타난다. 시민들의 질 인 자기계발의 

삶을 지향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도

서 에 한 요구가 차 늘어가고 있다(문화

체육 부, 2019). 지속 가능한 삶을 한 인

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 공공도서 이 

실질 인 혜택을 얻는 곳이기를 원한다(통계

청, 2018).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도서  인식은 도서  

조직 자체에 한 인식과 도서  서비스에 

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식을 구성하

는 요소로 가치, 혜택, 필요성, 만족도, 충성도 

등의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공공서비

스에서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얻는 혜택, 

그리고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필요성 인식 

등이 서비스의 가치이다. 도서 에 한 가치 

인식은 공공도서 의 사회, 문화, 교육  역할

에 한 가치 인식  도서 의 필요성에 한 

가치 인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표순희, 정동열, 

2008). 한 도서 의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혜

택에 기반한 가치는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들은 유용

성, 요성, 훌륭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원칙, 기 , 품질 등을 들 수 있다(송혜지, 2015; 

오해연, 김기 , 2015). 이러한 인식에 해 생

활 역을 범주화하여 각 역에 공공도서 의 

향을 분석하거나(Bertot & McClure, 1998; 

Lance et al., 2001), 생활 유형에 따른 공공도서  

혜택에 한 인식을 악하 다(Nagate, Sakai, 

& Kawai, 2007). 차미경과 표순희(2008)는 혜

택을 양 으로 근하여, 향유(enjoyment)의 

개념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는 

향유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 인

식을 악하 다. Vakkari & Serola(2012)는 

공공도서 이 주는 혜택을 삶의 주요 역으로 

체계화하 다. 이후 해당 지표를 이용하여 공공

도서  혜택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권나 , 2015). 도서  인식은 도서

의 효과와 제공하는 혜택 등을 기반으로 한 

최종  단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반 인 

인지 , 감정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

기 하여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에 참여경

험이 있는 이용자와의 비구조화 심층면담을 통

한 비연구를 시행하 다. 심층면담에서는 

장년층 이용자를 상으로 참여자의 특성과 문

화 로그램의 참여 경험, 타 기 의 유사 로

그램 참여 여부, 이를 기반으로 한 도서   

문화 로그램에 한 인식을 심으로 진행하

다. 비연구 상은 재 서울시 강동구 공

공도서  장년층 이용자  문화 로그램을 

1개 이상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 으며, 면

담은 2019년 9월 29일부터 2019년 10월 29일까

지 약 한 달 동안 총 10명의 장년층 이용자를 

상으로 진행하 다. 면담 후 녹음 일을 바

탕으로 녹취 일을 사하고 핵심 인 내용을 

구조화하 다. 피면담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과 각각의 면담 소요시간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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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연령,성별 직업 거주지 학력 수강 로그램 면담시간

A 57세, 남 장애인활동보조인 강동구 졸 생생English기 어회화 약 1시간 

B 51세, 여 퇴직 후 주부 강동구 졸 생생English기 어회화 약 1.5시간 

C 62세, 여 퇴직 후 주부 강동구 졸 자신만만 어회화 약 1시간

D 42세, 여 퇴직 후 주부 강동구 졸 자신만만 어회화 약1.5시간 

E 44세, 여 퇴직 후 주부 강동구 졸 자신만만 어회화 약 1시간 

F 64세, 여 퇴직 후 주부 강동구 졸 학부모를 한 세계사 약 1시간

G 64세, 남 퇴직 후 무직 강동구 졸 자신만만 어회화 약 1.5시간 

H 65세, 여 퇴직 후 주부 강동구 졸 학부모를 한 세계사 약 1.5시간

I 58세, 여 퇴직 후 주부 강동구 고졸 여행풍경 연필스 치 약 1.5시간

J 45세, 여 피아노 강사 강동구 졸 학부모를 한 세계사 약 1시간

<표 2> 비연구 심층면담 참여자 정보

본 연구의 목표는 장년층 상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의 특성과 경험이 문화 로그램

의 인식과 도서  인식, 그리고 생활만족과 어

떠한 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해 선행연구  비연구를 기반으로 한 연

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이 문

화 로그램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1-1. 공동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 로

그램 진행자)은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1-2. 공동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참여

비용)은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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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1-3. 공동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참여인

원)은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1-4. 공동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참여

목 )은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1-5. 공동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 로

그램 진행자)은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1-6. 공동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참여

비용)은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1-7. 공동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참여

인원)은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1-8. 공동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참여

목 )은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경험이 문

화 로그램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2-1.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경험(운

리)은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2-2.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경험(운

리)은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2-3.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경험(강의

환경)은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2-4.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경험(강의

환경)은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은 도

서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3-1.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

스만족)은 도서  인식(지역 )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3-2.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

스만족)은 도서  인식(개인 )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3-3.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은 도서  인식(지역 )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3-4.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은 도서  인식(개인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은 생

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4-1.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

스만족)은 생활만족(개인 욕구실 )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4-2.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

스만족)은 생활만족( 정 만족감)에 향

을 미칠 것이다.

 - H4-3.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은 생활만족(개인 욕구실 )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4-4.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은 생활만족( 정 만족감)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도서  인식은 생활만족에 향을 미

칠 것이다.

 - H5-1. 도서  인식(지역 )은 생활만족

(개인 욕구실 )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5-2. 도서  인식(지역 )은 생활만족

( 정 만족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5-3. 도서  인식(개인 )은 생활만족

(개인 욕구실 )에 향을 미칠 것이다.

 - H5-4. 도서  인식(개인 )은 생활만족

( 정 만족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구성  설문지 개발

연구모형  가설에 나타난 주요 변수는 다음

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로서 문화 로그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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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 Cultural Program Characteristics)은 

문화 로그램의 형식  특성을 의미하며, 선행

연구(최두원 외, 2014; 박래은, 2016; 서 란, 

2017)에서 사용한 척도인 선호하는 로그램 

진행방식, 로그램 진행자, 참여 비용, 참여 인

원, 참여 경로, 참여 목 , 로그램 심 여부로 

구성하 다. 문화 로그램 경험(CPE: Cultural 

Program Experience)은 설문참여자의 공공

도서  문화 로그램 참여 경험 요소로 구성되

며, 다양한 요소  선행연구(홍민희, 남태우, 

2004; 장덕 , 2014; 윤지수, 2019)에 기반하

여 문화 로그램 참여갯수, 참여했던 문화

로그램 내용, 기억에 남는 문화 로그램, 문화

로그램 참여, 문화 로그램 도움 여부, 문화

로그램 불참여, 참여하고 싶은 문화 로그

램 종류로 구성하 다. 이러한 요소들은 운

리와 강의환경이라는 구 하  범주로 재구

성하 다. 

종속변수로서 문화 로그램 인식(CPP: Cultural 

Program Perception)은 선행연구(도 주, 2007; 

반민지, 2016; 이경아, 김기 , 2018)에 기반하

여 문화 로그램 수강 결과, 도서  자료 경험, 

문화 로그램 참여 문제요인, 타 문화 로그램

보다 좋은  등으로 구성하 다. 이러한 요소

들은 서비스 만족과 성취  만족이라는 하  범

주로 재구성하 다. 도서  인식(LP: Library 

Perception)은 선행연구(김은지, 이성신, 2014; 

박래은, 2016; 이시 , 2016; 장인호, 차주환, 

2017; 김 해, 2020)를 기반으로 하여 도서  

표 이미지, 도서  자원, 도서  요성으로 

구성하 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 과 개

인 으로 하 범주화하 다. 생활만족(LS: 

Life Satisfaction)은 개인의 주 인 만족으

로, 선행연구(이종길 외, 1990; Diener, 1984; 이

루다, 2018; 임선미, 이보 , 2015; 규미, 2018; 

Desmond, Kraus, & Dugan, 2018)를 기반으

로 하여 정서  만족, 신체  만족, 성취  만족, 

사회  만족, 인 계 만족으로 구성하 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  욕구 실 과 정  만

족감으로 하 범주화하 다(<표 3> 참조). 

이와 같이 개발된 변수들로 설문지를 개발하

다. 설문문항은 독립변수인 문화 로그램 특

성  문화 로그램 경험, 종속변수인 생활만

족, 매개변수인 문화 로그램 인식과 도서  

인식, 그리고 인구학  특성을 포함하여 총 79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항목에 한 측정은 

리커드 5  척도, 명목척도를 사용하 으며 설

문 문항의 구성  측정척도에 한 세부 내용

은 다음 <표 4>와 같다.

3.3 연구 상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장년층인 

40∼65세까지의 연령에 속한 시민이며, 표본은 

지역  도서  특성을 고려한 경기지역 5개와 

서울지역 9개의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장년

층  설문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이

다.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28일

까지 40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 다. 그 에서 

문화 로그램 경험이 있는 이용자 설문지 246

부를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데

이터는 SPSS 16.0과 AMOS 5.0 통계 패키지

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으며, 신뢰성 검증

과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 구조방

정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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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변수  세부 측정 내용

문화 로그램 특성

1) 로그램 진행자
2) 참여 비용
3) 참여 인원
4) 참여 목

- 사서, 문강사
- 당, 비 당
- 15명이내, 15명이상
- 취미여가활동, 사회활동

문화 로그램 경험

1) 운 리

- 수업 시 제공되는 자료 성
- 강사 강의 성실도
- 강사 지도방법
- 수업 내용의 수

2) 강의환경

-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충분 구비
- 편의시설 여부, 강의실
- 환경상태 
- 직원들의 친 도

문화 로그램 인식

1) 서비스만족

- 로그램 참여 후 정  변화
- 로그램 참여 후 요구 기  충족
- 로그램 반  만족
- 로그램 참여 후 취미 특기 살림

2) 성취 만족

- 로그램 참여 후 나만의 시간
- 로그램 참여 후 사람 사귐
- 로그램 참여 후 가족 간 화
- 로그램 참여 후 건강 생활 유지

도서  인식

1) 지역
-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생각
- 문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 문화 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생각

2) 개인

- 도움이 되는 곳으로 생각
- 우리지역에 필요한 기
- 좋아한다고 생각함
-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권유

생활만족

1) 개인 욕구실

-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 삶에 해 희망을 가짐
- 원활한 사회활동을 함
- 일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짐

2) 정 만족감
- 지 까지 살아왔던 방식 로 살아감
- 이루어 놓은 일이 많을 것임
-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며 의욕있는 삶

<표 3> 주요 변수의 구성

구분 측정항목  문항수 측정척도

문화 로그램 특성

- 선호하는 로그램 진행방식 1

명목척도

- 로그램 진행자 1

- 참여 비용 1

- 참여 인원 1

- 참여 경로 1

- 참여 목 1

- 로그램 심 여부 1

계 7

<표 4> 설문 문항의 구성  측정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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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상으로 측정한 구성개념

들의 척도들에 한 신뢰성(Reliability)과 타

당성(Validity)을 확인하기 해 탐색 요인분

석  신뢰성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한 요인의 추출을 해 반복 으로 진행되

었으며, 이때 공통성이 0.5 이하로 나타나는변

수는 제외하 다. 독립변수인 문화 로그램 경

험에 한 요인분석 결과 KMO 측도는 .85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χ2=712.738***

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은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문화 로그램 경험은 두 

개의 요인으로 범주화되었으며, 두개의 요인은 

61.66%의 요인 설명력을 보 다. 첫 번째 요인

은 4개 항목으로 운 리, 두 번째 요인은 4개 

항목으로 강의환경으로 명명하 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운

리는 .792, 강의환경은 .778로 분석에 

한 신뢰성을 보 으며, 요인분석  신뢰성분

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매개변수인 문화 로그램 인식의 KMO 측

구분 측정항목  문항수 측정척도

문화 로그램 경험

- 운 리 5

명목척도

5  리커트 척도

- 강의환경 6

- 일반사항 3

계 14

문화 로그램 인식

- 서비스만족 4

명목척도

5  리커트 척도

- 성취 만족 6

- 일반사항 4

계 14

도서  인식

- 지역 9

명목척도

5  리커트 척도

- 개인 6

- 일반사항 3

계 18

생활만족

- 개인 욕구실 8

5  리커트 척도- 정 만족감 8

계 16

도서  경험

- 방문횟수 1

명목척도
- 방문목 1

- 이용시간 1

계 3

일반  사항

- 성별 1

명목척도

- 연령 1

- 최종학력 1

- 은퇴여부 1

- 경제활동 여부 1

- 생활수 1

- 거주형태 1

계 7

총 7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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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인

communality Cronbach’s α 계수
운 리 강의환경

Ⅱ-5 수업시 제공되는 자료 성 .823 .068 .682

.792
Ⅱ-3 강사 강의 성실도 .722 .310 .618

Ⅱ-2 강사 지도방법 .703 .416 .667

Ⅱ-6 수업 내용의 수 .686 .278 .547

Ⅱ-9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충분 구비 .181 .793 .662

.778
Ⅱ-10 편의시설 여부 .146 .792 .649

Ⅱ-8 강의실 환경상태 .371 .717 .652

Ⅱ-12 직원들의 친 도 .293 .608 .456

eigen-value 2.441 2.492

% of Variance 30.510 31.154

Cumulative % 61.663

KMO 측도 .85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2=7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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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외생변수(문화 로그램 경험)에 한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결과

도는 .843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도 한 χ2=2966.221***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은 합한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단되었다. 문화 로그램 인식은 2개의 

요인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이는 서비스만족과 

성취 만족으로 명명하 다. 두 요인은 71.41%

의 만족할만한 요인 설명력을 나타냈다. 각 요

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서비스만족은 .822, 

성취 만족은 .801로 나타났다. 

 다른 매개변수인 도서  인식은 지역 , 

개인 의 두 요인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각 요

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의 지역 은 .788, 

개인 은 .901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생활

만족은 개인 욕구실 과 정 만족감의 두 요

인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개인 욕구실 은 .879, 정 만족감

으로 .670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에 한 세부 결과는 <표 6>과 같다.

4. 연구결과

4.1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N=246)

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문화 로그램 특성을 살펴보면 문화 로그램 

진행방식은 ‘체험학습 등 참여 수업’이 127명

(51.6%), 문화 로그램 진행자로는 ‘ 문강사진

행 문화 로그램’이 228명(92.7%), 문화 로그

램 수강료 부분은 ‘ 당하다’가 114명(46.3%), 

문화 로그램 참여자수는 ‘15명 이내’가 107명

(43.5%), 문화 로그램 경로에서는 ‘도서  방

문을 통해서’가 84명(34.1%), 복수응답으로 ‘도서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8명(80.0%)이, 문화

로그램 목 으로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해서’

가 89명(36.2), 문화 로그램 심분야에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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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인

communality
Cronbach’s 
α 계수

문화 로그램 인식 도서  인식 생활 만족

서비스
만족

성취
만족

지역 개인
개인
욕구
실

정
만족감

Ⅱ-20 로그램 참여 후 정  변화 .775 .135 .110 .272 .089 -.001 .712

.822
Ⅱ-21 로그램 참여 후 요구 기  충족 .764 .167 .253 .182 .010 .008 .708

Ⅱ-23 로그램 반  만족 .701 .165 .002 .312 .115 .033 .630

Ⅱ-22 로그램 참여 후 취미 특기 살림 .692 .359 .092 .120 -.024 .145 .653

Ⅱ-26 로그램 참여 후 나만의 시간 .182 .791 .092 .131 .134 .099 .712

.801
Ⅱ-24 로그램 참여 후 사람 사귐 .172 .748 .097 -.033 .090 -.078 .615

Ⅱ-25 로그램 참여 후 가족 간 화 .153 .718 .103 .077 -.030 .258 .624

Ⅱ-27 로그램 참여 후 건강 생활 유지 .174 .700 .140 .154 .301 .055 .657

Ⅲ-5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생각 .181 .367 .777 .045 .110 -.043 .787

.788Ⅲ-1 문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124 .0001 .751 .292 .053 .248 .729

Ⅲ-4 문화 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생각 .144 .161 .724 .295 .329 -.070 .771

Ⅲ-14 도움이 되는 곳으로 생각 .172 .130 .132 .858 .057 -.018 .803

.901
Ⅲ-12 우리지역에 필요한 기 .168 .056 .139 .827 .070 -.051 .742

Ⅲ-13 좋아한다고 생각함 .254 .086 .115 .818 .206 .079 .804

Ⅲ-11타인에게 이용하도록 권유 .268 .036 .167 .788 .223 .082 .778

Ⅳ-13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031 .099 -.007 .140 .861 .101 .783

.879
Ⅳ-14 삶에 해 희망을 가짐 .011 .101 .076 .164 .847 .066 .765

Ⅳ-12 원활한 사회활동을 함 .077 .093 .145 .122 .833 .151 .767

Ⅳ-11일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짐 .081 .179 .354 .036 .678 .347 .745

Ⅳ-15 지 까지 살아왔던 방식 로 살아감 .028 -.027 -.024 -.119 .067 .826 .704

.670Ⅳ-3 이루어 놓은 일이 많을 것임 -.071 .214 .055 .101 .133 .722 .604

Ⅳ-16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며 의욕있는 삶 .225 .073 .101 .089 .317 .668 .621

eigen-value 3.245 3.098 2.694 2.604 2.068 2.000

% of Variance 14.750 14.083 12.247 11.836 9.402 9.092

Cumulative % 71.410

KMO 측도 .84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2=296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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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내생변수(문화 로그램 인식, 도서  인식, 생활만족)에 한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항목 이용자 체(%)

성별
남자  60(24.4)

여자 186(75.6)

연령

30  94(38.2)

40  95(38.6)

50  57(23.2)

60 -

70 -

<표 7>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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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이용자 체(%)

학력

고졸이하  49(19.9)

학 퇴  26(10.6)

졸( 문 졸 포함) 147(59.8)

학원 이상  24(9.8)

은퇴
 60(24.4)

아니오 186(75.6)

직업

공무원  21(8.5)

일반기업  62(25.2)

자 업  21(8.5)

주부  42(17.1)

무직   5(2.0)

기타  36(14.6)

경제활동
하고 있다 168(68.3)

하고 있지 않다  78(31.7)

생활수

상   5(2.0)

217(88.2)

하  24(9.8)

기타 -

거주형태

단독거주  24(9.8)

배우자와 동거  57(23.2)

배우자 없이 자녀와 동거   9(3.7)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동거 145(58.9)

시설거주  11(4.5)

기타 -

공공도서  

방문횟수

거의 이용하지 않음   7(2.8)

한달에 1회  18(7.3)

한달에 1∼2회  65(26.4)

한달에 3∼4회  57(23.2)

일주일에 1∼2회  40(16.3)

일주일에 3∼4회  37(15.0)

거의 매일  22(8.9)

공공도서

방문목

문화 로그램 참여 245(99.6)

도서 이용   1(0.4)

동아리 활용 -

지인과 만남 -

자료 검색 -

공부 -

기타 -

공공도서

머무는 시간

30분 미만   2(0.8)

약 1시간  72(29.3)

약 1∼2시간 100(40.7)

2시간 이상  72(29.3)

기타 -

체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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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여가선용 로그램이’ 128명(52.0%), 복수응

답으로 ‘직업  부업기  련 로그램’이 19명

(43.2%)순으로 <표 8>과 같이 응답하 다.

다음으로 문화 로그램 경험을 살펴보면 문

화 로그램 개수는 ‘2∼3개’가 113명(45.9%), 

참여했던 문화 로그램 종류로는 ‘취미․여가

선용 로그램’이 133명(54.1%), 기억에 남는 

문화 로그램 내용으로는 ‘취미․여가선용 

로그램’이 88명(35.8%) 순으로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구 분
N

이용자(%)

문화 로그램 진행방식

① 이론 심 강의식 수업 74(30.1)

② 비디오, TV 등을 이용하는 시청각 수업 25(10.2)

③ 체험학습 등 참여 수업 127(51.6)

④ 동아리 주 토의 13(5.3)

⑤ 상담  개인지도 7(2.8)

⑥ 기타 -

계 246

문화 로그램 진행자

① 사서진행 문화 로그램 18(7.3)

② 문강사진행 문화 로그램 228(92.7)

③ 기타 -

계 246

문화 로그램 수강료

① 비싸다 7(2.8)

② 렴하다 88(35.8)

③ 당하다 114(46.3)

④ 더 받아야 된다 20(8.1)

⑤ 기타 17(6.9)

계 246

문화 로그램 참여자수

① 10명 이내 80(32.5)

② 15명 이내 107(43.5)

③ 20명 이내 39(15.9)

④ 25명 이내 15(6.1)

⑤ 30명 이내 2(0.8)

⑥ 참여자수 계없음 3(1.2)

⑦ 기타 -

계 246

문화 로그램 경로

① 신문, 라디오, TV를 통해서 9(3.7)

② 먼  수강했던 사람을 통해서 47(19.1)

③ 행정기 의 홍보를 통해서 34(13.8)

④ 도서  방문을 통해서 84(34.1)

⑤ 거리 게시 , 수막을 통해서 13(5.3)

⑥ 도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58(23.6)

⑦ 기타 1(0.4)

계 246

5번 복수응답
⑤ 거리 게시 , 수막을 통해서 33(70.2)

⑥ 도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8(80.0)

<표 8> 문화 로그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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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용자(%)

참여한 문화 로그램 갯수

① 1개 74(30.1)

② 2∼3개 113(45.9)

③ 4∼5개 33(13.4)

④ 5개 이상 25(10.2)

계 246(100%)

참여했던 문화 로그램 종류

① 취미․여가선용 로그램 133(54.1)

② 기   교양교육 로그램 84(34.1)

③ 건강  크리에이션 분야 로그램 15(6.1)

④ 자녀교육 련 로그램 14(5.7)

⑤ 소외계층 련 로그램 -

⑥ 직업  부업기  련 로그램 -

⑦ 기타 -

계 246(100%)

기억에 남는 문화 로그램 내용

① 취미․여가선용 로그램 88(35.8)

② 기   교양교육 로그램 81(32.9)

③ 건강  크 이션 분야 로그램 29(11.8)

④ 자녀교육 련 로그램 34(13.8)

⑤ 소외계층 련 로그램 5(2.0)

⑥ 직업  부업기  련 로그램 9(3.7)

⑦ 기타 -

계 246(100%)

<표 9> 문화 로그램 경험

구 분
N

이용자(%)

문화 로그램 목

① 취미활동의 신장을 해서 66(26.8)

②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해서 89(36.2)

③ 취업(부업)을 하기 해서 3(1.2)

④ 인 계를 넓히기 해서 9(3.7)

⑤ 교양과 지식을 넓히기 해서 79(32.1)

⑥ 기타 -

계 246

문화 로그램 심분야

① 취미․여가선용 로그램 128(52.0)

② 기   교양교육 로그램 85(34.6)

③ 건강  크리에이션 분야 로그램 14(5.7)

④ 자녀교육 련 로그램 12(4.9)

⑤ 소외계층 련 로그램 4(1.6)

⑥ 직업  부업기  련 로그램 3(1.2)

⑦ 기타 -

계 246

7번 복수응답

② 기   교양교육 로그램 49(33.3)

③ 건강  크리에이션 분야 로그램 49(33.3)

⑥ 직업  부업기  련 로그램 1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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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로그램 인식을 살펴보면 문화 로그램 

수강 결과 활용은 ‘정보 공유’는 121명(49.2%), 

문화 로그램으로 인해 도서  자료를 찾아본 

경험은 ‘있다’가 203명(82.5%), 문화 로그램

에 참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은 ‘시간

문제’가 150명(61.0%), 타 시설 문화 로그램

보다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

는 부분은 ‘수강료  참여비가 렴하다’가 84명

(34.1%) 순으로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도서  인식을 살펴보면 도서  표 이미지

는 ‘도서  자료 출’이 132명(53.7%), 요하

다고 생각하는 도서 의 자원은 ‘자료 자원’이 

135명(54.9%), 도서  운 에 있어서 문화 로

그램의 요성은 ‘활용가치가 클 것이다’가 96명

(39.0%), 도서  인식 비이용자의 도서  표 

이미지는 ‘도서  자료 출’이 68명(53.5%), 

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서 의 자원은 ‘자료 자

원’이 79명(62.2%), 도서  운 에 있어서 문화

로그램의 요성은 ‘활용가치가 클 것이다’가 

43명(33.9%) 순으로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구 분 이용자(%)

문화 로그램 수강 결과 활용

① 단순 친목 모임 26(10.6)

② 정보 공유 121(49.2)

③ 강사선생님과 지속 인 연락을 하며 도움 받음 6(2.4)

④ 자격증 혹은 수료증 취득 후 취업에 도움 14(5.7)

⑤ 사회  활동 도움 63(25.6)

⑥ 노후생활 비 도움 15(6.1)

⑦ 기타 1(0.4)

계 246(100%)

문화 로그램으로 인해 

도서  자료를 찾아본 경험

① 있다 203(82.5)

② 없다 43(17.5)

계 246(100%)

문화 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

① 가정 문제 17(6.9)

② 시간 문제 150(61.0)

③ 경비 부담 문제 4(1.6)

④ 합한 로그램 부재 47(19.1)

⑤ 복잡성 3(1.2)

⑥ 정보의 부족 24(9.8)

⑦ 기타 1(0.4)

계 246(100%)

타 시설 문화 로그램보다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

① 문화 로그램이 다양 21(8.5)

② 문화 로그램 이외에 다른 시설을 함께 이용하 수 있음 58(23.6)

③ 수강료  참여비가 렴함 84(34.1)

④ 공공기 에서 운 하는 문화 로그램이라는 신뢰성 때문 76(30.9)

⑤ 교육시설  강사진이 우수함 6(2.4)

⑥ 근성이 뛰어남 -

⑦ 기타 1(0.4)

계 246(100%)

<표 10> 문화 로그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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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용자(%)

공공도서  표 이미지

① 도서  자료 출 132(53.7)

② 독서 87(35.4)

③ 문화 로그램 14(5.7)

④ 공부 2(0.8)

⑤ 휴식 3(1.2)

⑥ 생활 8(3.3)

⑦ 기타 -

계 246(100%)

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도서 의 자원

① 인  자원 37(15.0)

② 자료 자원 135(54.9)

③ 문화 로그램 자원 25(10.2)

④ 시설 자원 21(8.5)

⑤ 장소 자원 5(2.0)

⑥ 서비스 자원 23(9.3)

⑦ 기타 -

계 246(100%)

공공도서  운 에 있어서 

문화 로그램의 요성

① 활용가치가 클 것임 96(39.0)

② 이용자들에게 친근감을  것임 67(27.2)

③ 도서  이미지를 강화시킬 것임 41(16.7)

④ 도서  경쟁력을 높일 것임 24(9.8)

⑤ 공공기 이 신뢰성에 도움을  것임 18(7.3)

⑥ 기타 -

계 246(100%)

<표 11> 도서  인식

4.2 구조방정식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는 경우 모형의 합도

를 평가하게 된다. 변수들의 확인 요인분석은 

평균분산추출 값이 .594 ∼ .807로 별타당성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신뢰도 값이 

.708 ∼ .873으로 일반 으로 인정하는 기 을 

충족시키고 있다. 구성개념에 한 각각의 측

정항목은 표 화계수 값이 0.6 이상으로 확인

되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χ2/df=243.859(141), p<.001, 

CMIN/DF=1.712에 유의한 결과로 CFI=.953, 

GFI=.905, IFI=.954, NFI=894, AGFI=.872, 

RMR=.029, RMSEA=.049로 나타나 통계  타

당성을 확보하 으며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별타당성은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 제곱 

값(Squared Correlations)이 평균분산추출 값 

보다 작을 경우에 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는 별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평

균분산추출 값과 상 계수 제곱근의 값으로 비

교한 결과 각각의 구성개념 간 상 계수가 평

균분산추출 값보다 낮아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개념은 별타당

성이 확보된 것으로 <표 1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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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항목 표 화계수 S.E. t-value AVE CR

운

리

Ⅱ-2. 강사 지도방법 1.000 - -

0.645 0.76Ⅱ-3. 강사 강의 성실도 .903 .070 12.840***

Ⅱ-5. 제공되는 자료 성 .703 .080  8.765***

강의

환경

Ⅱ-8. 강의실 환경상태 .987 .096 10.268***

0.641 0.768Ⅱ-9.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충분 구비 1.000 0.098 10.231***

Ⅱ-10. 편의시설 여부 .979 .101  9.679***

서비스

만족

Ⅱ-20. 로그램 참여 후 정  변화 .998 .095 10.542***

0.621 0.741Ⅱ-21. 로그램 참여 후 요구 기  충족 .953 .091 10.420***

Ⅱ-13. 로그램 반  만족 1.000 0.083 10.321***

성취

만족

Ⅱ-26. 로그램 참여 후 나만의 시간 .896 .090 10.004***
0.754 0.824

Ⅱ-27. 로그램 참여 후 건강 생활 유지 1.000 - -

지역 Ⅲ-1. 문화 로그램이 반드시 필요 .733 .092  8.004***
0.663 0.716

Ⅲ-4. 문화 로그램을 진행하는 곳 1.000 - -

개인 Ⅲ-12. 우리지역에 필요한 기 .924 .076 11.829***
0.761 0.831

Ⅲ-14. 도움이 되는 곳 .908 - -

개인

욕구

실

Ⅳ-12. 원활한 사회활동을 함 .900 .066 13.946***

0.747 0.87Ⅳ-13.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0.858 - -

Ⅳ-14. 삶에 해 희망을 가짐 0.836 .062 14.669***

정

만족감

Ⅳ-3. 이루어 놓은 일이 많을 것임 0.508 .130  4.627***
0.599 0.616

Ⅳ-16.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며 의욕있는 삶 1.000 - -

합

지수

χ2 df p CFI GFI IFI NFI AGFI  RMR RMSEA

243.859 141 .001 .953 .905 .954 .894 .872 .029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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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문화 로그램 경험, 문화 로그램 인식, 도서  인식, 생활만족 변수들의 

확인 요인분석

변수 CPE1 CPE2 CPP1 CPP2 LP1 LP2 LS1 LS2

문화 로그램 경험

(CPE)

운 리(CPE1) 0.651 0.705 0.763 0.314 0.435 0.642 0.148 0.254

강의환경(CPE2) 0.497 0.642 0.765 0.514 0.355 0.518 0.257 0.399

문화 로그램 인식

(CPP)

서비스만족(CPP1) 0.582 0.585 0.723 0.46 0.445 0.538 0.21 0.314

성취 만족(CPP2) 0.099 0.264 0.212 0.755 0.447 0.318 0.415 0.364

도서  인식

(LP)

지역 (LP1) 0.189 0.126 0.198 0.2 0.659 0.577 0.488 0.351

개인 (LP2) 0.412 0.268 0.289 0.101 0.333 0.761 0.299 0.192

생활만족

(LS)

개인 욕구실 (LS1) 0.022 0.066 0.04 0.172 0.233 0.089 0.746 0.504

정 만족감(LS2) 0.065 0.159 0.099 0.132 0.123 0.037 0.254 0.599

주)모든 상 계수는 p<.001에서 유의함

각선 셀의 숫자: 평균분산추출값

각선 아래 상 계수(r
2), 각선  상 계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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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문화 로그램 경험, 문화 로그램 인식, 도서  인식, 생활만족 변수들의 

별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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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과 문화 로

그램 인식의 계 가설 1에서는 독립표본 t-test

로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문화 로그램 인식

에서 성취 만족은 참여인원(t=3.330***)에 

따라 유의한 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규모는 15명 이상보다 15명 이내에서 문

화 로그램 인식이 크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

었다. 그러나 로그램진행자, 참여 비용, 참여

목 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 서비스만족은 참

여 비용(t=2.219*)에 따라 유의한 향이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비용은 당보다 

비 당에서 문화 로그램 인식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 

로그램 진행자, 참여 인원, 참여 목 은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공공도서 에서 실시하는 문화

로그램은 양질의 서비스  기능과 역할을 담

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 14>와 같이 보

여주고 있다.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경험과 인식, 도서

 인식, 생활만족 간의 계 가설 2, 3, 4, 5 

검증을 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

하 다.

분석 결과 가설 2는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경험이 문화 로그램 인식에 향을  것이라

고 측하 다. 가설 2-1의 분석 결과 경로계수 

.591(t=5.799***)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

었다. 가설 2-3의 경로계수 .464(t=4.571***), 

2-4의 경로계수 .619(t=4.085***)로 각각 나타

나 가설 2-3과 2-4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문화 로그램 경험(운

리)은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에 문화

로그램 경험(강의환경)은 문화 로그램 인식

(서비스만족)에, 문화 로그램 경험(강의환경)

은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에 정(+)의 

향을 보여주었다. 강사의 지도방법, 성실도, 

자료, 환경상태, 기자재 충분 구비 등이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는 문화 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강의 환경상태, 강

의에 필요한 기자재 구비, 강의 련 편의시설 

여부 등으로 인해 문화 로그램 참여 후 정  

변화와 요구에 한 기  충족 그리고 그에 

한 반  만족을 통해 서비스 만족 뿐만 아니

변수 집단 표본수
성취 만족 서비스만족

평균 표 편차 t-value(p) 가설검정 평균 표 편차 t-value(p) 가설검정

로그램

진행자

사서 18 4.1111 0.70826
1.658 가설기각

3.7361 0.69912
1.337 가설기각

문강사 228 3.8246 0.67600 3.5077 0.68189

참여비용
당 114 3.7697 0.67275

1.630 가설기각
3.4211 0.58400

 2.219* 가설채택
비 당 132 3.9110 0.68387 3.6136 0.75118

참여인원
15명이내 187 3.9251 0.65870

 3.330*** 가설채택
3.5348 0.70910

0.459 가설기각
15명이상 59 3.5932 0.69465 3.4915 0.60345

참여목
취미여가활동 155 3.8613 0.69795

0.481 가설기각
3.4887 0.68929

-1.073 가설기각
사회활동 91 3.8187 0.65412 3.5852 0.6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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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문화 로그램 특성과 문화 로그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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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표 화계수 t-value(p) 가설 검정

H2-1 문화 로그램 경험(운 리) -->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 .591   5.799*** 가설 채택

H2-2 문화 로그램 경험(운 리) -->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 -.158  -1.133 가설 기각

H2-3 문화 로그램 경험(강의환경) -->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 .464   4.571*** 가설 채택

H2-4 문화 로그램 경험(강의환경) -->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 .619   4.085*** 가설 채택

H3-1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 --> 도서 인식(지역 ) .337   3.759*** 가설 채택

H3-2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 --> 도서 인식(개인 ) .669   7.471*** 가설 채택

H3-3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 --> 도서 인식(지역 ) .254   2.742* 가설 채택

H3-4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 --> 도서 인식(개인 ) -.054   -.633 가설 기각

H4-1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 --> 생활만족(개인 욕구실 ) -.150  -1.423 가설 기각

H4-2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 --> 생활만족( 정 만족감) .310   2.276* 가설 채택

H4-3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 --> 생활만족(개인 욕구실 ) .315   3.340*** 가설 채택

H4-4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 --> 생활만족( 정 만족감) .169   1.534 가설 기각

H5-1 도서 인식(지역 ) --> 생활만족(개인 욕구실 ) .377   3.331*** 가설 채택

H5-2 도서 인식(지역 ) --> 생활만족( 정 만족감) .226   1.768 가설 기각

H5-3 도서 인식(개인 ) --> 생활만족(개인 욕구실 ) .082    .740 가설 기각

H5-4 도서 인식(개인 ) --> 생활만족( 정 만족감) -.195  -1.459 가설 기각

모형 합도지수 측정값 평가기

합지수

GFI 0.92 매우 우수 모형 > 0.9 , 우수 모형 > 0.8

AGFI 0.88 매우 우수 모형 > 0.9 , 우수 모형 > 0.8

RMR 0.03 매우 우수 모형 < 0.05 , 우수 모형 < 0.1

RMSEA 0.049 매우 우수 모형 < 0.05 , 우수 모형 <0.01

상

합지수

CFI 0.96

매우 우수 모형 > 0.9 , 우수 모형 > 0.8NFI 0.90

TLI 0.95

χ2=228.568 , df=145, p<.000, Q(χ2 /df)= 1.576 (Q<3이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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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건강 생활 

유지 등 성취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이 도

서  인식에 향을  것이라고 측하 다. 가

설 3-1의 분석 결과 경로계수 .337(t=3.759***)

로 결과가 나타나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가설 

3-2의 경로계수 .669(t=7.471***), 3-3의 경

로계수 .254(t=2.742*)로 각각 결과로 나타나 

가설 3-1, 3-2, 3-3은 채택되었다. 반면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문화 로그램 인식

(서비스만족)은 도서  인식(지역 )에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은 도서  인식(개

인 )에, 문화 로그램 인식(성취 만족)은 

도서  인식(지역 )에 정(+)의 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로그램 참여 후 정

 변화와 요구에 한 기  충족 그리고 반

 만족을 통해 서비스만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화 로그램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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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느끼고 공공도서 은 문화 로그램

을 진행하는 곳으로 여겼으며 우리지역에 필요

한 기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곳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

로그램으로 인한 성취 만족을 통해 사회 혜

택을 받는 곳으로서 지역 에서 높게 도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문화 로그

램을 참여 후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건강 생

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 다. 

가설 4는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이 

생활만족에 향을  것이라고 측하 다. 가

설 4-2의 경로계수 .310(t=2.276*)의 결과로 

나타나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가설 4-3의 경

로계수 .315(t=3.340***)로 각각 결과로 나타

나 가설 4-2, 4-3, 3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4-1

과 4-4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문화 로그램 인

식(서비스만족)은 생활만족( 정 만족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문화

로그램 인식(서비스만족)은 생활만족( 정

만족감)에 정(+)의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다. 문화 로그램 참여 후 정  변화와 요구

에 한 기  충족 그리고 반  만족을 통해 

서비스만족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루어 

놓은 일이 많다는 삶에 한 정 인 생각으로 

이어지고 한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며 의욕있

는 삶을 산다는 만족, 즉 정 만족감 측면에

서 더 높게 생활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기각된 부분에서는 이용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일상 인 삶 속에서 문화 로그

램을 보는 고정 념의 인식 변화를 담고 있고, 

한 삶으로 확장된 가치를 다양한 역으로 

연결하려는  변화로 볼 수 있다. 

가설 5는 도서  인식은 생활만족에 향을 

 것이라고 측하 다. 가설 5-1의 분석 결과 

경로계수 .310(t=3.340***)으로 결과가 나타

나 가설 5-1은 채택되었으나, 반면에 가설 5-2, 

5-3, 5-4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도서  인식(지

역 )은 생활만족(개인 욕구실 )에 정(+)

의 향을 미친다는 을 알 수 있다. 문화 로

그램 참여 후 문화 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고 공공도서 은 문화 로그램을 진행하

는 곳으로 여겼다. 이러한 도서  인식은 원활

한 사회활동으로 이어지고 한 가족과 주변사

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이 되며, 삶에 

해 희망을 가지는 즉 개인 욕구실  측면에서 

생활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세부가설에서 도서  인식 개인 에서 보

면 생활만족( 정 만족감이나 개인 욕구실

)측면에서는 향을 미치지 않는 의외의 결

과를 보 다. 도서 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

으로서 인식은 하지만 그 다고 반드시 있어

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음을 보 다. 도움이 

되는 도서 이라는 인식의 부족은 도서 을 통

해 활동하는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며 의욕있는 

삶으로 연결되기는 다소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 이어야 한다는 개인

이 생활만족의 개인 욕구실 과 정 만

족감으로 나타나는 검증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지역 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표 15>

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향 

계를 정리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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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5. 결론  제언
 

일상생활과 한 공공도서  인 라는 양

․질 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생활만족으

로 확장되기를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장

년층의 개인 욕구실 을 구 하기 해서 지

역사회에서의 공공도서  역할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도서  도 있지만 지역 에서 

도서 이 공공기 의 하나로 장년층에게 생

활만족을 향상시키기 한 사회  기 으로서

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그 기 의 

도구로 작동하는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이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은 문화 로그

램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여인원 수에 따라 소수참여 문화 로그램은 개

인의 성과에 집 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문화

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더 나아가 건

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참여비용은 문

화 로그램 이용에 한 비용 지불을 통해서 

요구와 기 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공공도

서 에서 진행하는 문화 로그램은 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문화 로그램 인식의 서비스 만족과 성취

 만족에 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경험과 문화 로그

램 인식의 계에서 운 리와 강의환경은 서

비스 만족과 성취  만족에 유의한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 운 이 이용자들에게 정

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공도서

에서 문화 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서 에 한 

익숙함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 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인 것이다. 문화 로그램

이 공공도서  인식 강화에 향을 미치지 않

는다면 문화 로그램을 도서 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이기도 하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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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는 목이기도 하다. 셋째,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인식과 도서  인식의 계에서 문화

로그램 인식에 있어서 서비스만족은 도서  인

식의 지역 과 개인 에, 성취  만족은 

지역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화 로그램 이용 경험에 기반을 둔 서

비스 만족과 성취  만족과의 계에서 높은 

향력을 보 다는 것은 도서 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감이나 서비스에 한 확신이 

도서  인식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문화 로그램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자들이 도서 을 통해 요구하는 혜택을 얻

을 수 있다는 심리  혜택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공공도서  문화 로그

램 인식과 생활만족의 계에서 문화 로그램 

인식의 서비스 만족은 정  만족감에, 성취

 만족은 생활 만족의 개인  욕구 실 에 유

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

로그램의 참여를 정 으로 받아들이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 로그램에 참

여하므로써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워

하고, 한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로그램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참여하는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삶의 질이 사회  화두가 되면서 장

년층은 문화와 여가생활의 활용을 해 공공도

서  문화 로그램을 참여하여 만족스런 경험

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도

서  인식과 생활 만족의 계에서 도서  인

식의 지역 은 생활 만족의 개인  욕구 실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도서 이 일상 인 삶의 역으로 

확산되는 가치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

역 에서 장년층에게 생활 만족을 강화시

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욕구가 사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년층의 생활

만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  도구로서 도

서 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

는 공공도서 의 문화 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역할에 지역의 여타 기 과의 경쟁

이 아닌 연계와 력을 한 도서 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 의 하나가 바로 도구로

서의 문화 로그램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미경

과 표순희(2008), Vakkari & Serola(2012), 노

희와 박양하(2017), 노 희(2019) 등의 선행

연구에서 공공도서 의 각종 서비스는 국민의 

삶에 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을 볼 수 

있는데 문화 로그램이 시민과 도서 을 연결

하는 도구로서, 이를 통한 시민과 공공도서

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서  인식과 생활만족에 

시 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기반시설

을 확 함과 동시에 도서 과 지역 문화기반시

설과의 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 공공도서 의 유형별 문화 로그램 개발을 

한 원회뿐만 아니라 문화 로그램 활동 

문가 지원, 도서  내부조직 역량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생활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재의 공공도서 은 시설, 로

그램의 기능에 을 맞추기 때문에 수요자 

즉 이용자의 욕구와 경험과정 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를 들면, 도서 은 책을 보

는 곳이라는 기능에만 충실해지려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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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다른 서비스 로그램 개발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인 수요자는 

공공도서 에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와 

더불어  다른 목 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역의 도서 은 끊임없

이 재 합(rearticulated), 재방문되고 재생되

어야 하는 공간이며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도

서 은 문화 로그램의 공 자로서의 역할로

서, 상기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발이 요한 원리로 작동하

고, 장년층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존재론  

활력, 생활만족을 릴 수 있는 문화 로그램

이여야 한다. 한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으로

서, 다양한 유형의 주민공간으로서, 소통과 

력의 과정으로서 지역에 기여되어야 하는 선도

인 역할에 더욱 집 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

책기반을 구축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문화

로그램을 통한 도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년층을 상으로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이용이 도서  인식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더 나아가 생활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t-test  구조방정식 분석

을 통해 실증 으로 검증함으로써 생활 만족에 

한 공공도서   그 문화 로그램의 향에 

한 학술  기 자료를 제시하 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설계상 횡단  

성격을 지니므로  상태의 일시 인 결과만을 

도출할 수 있으며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지닌다. 무엇보다

도 문화 로그램 참여에 의한 연구 상자의 지

속 인 참여 여부와 그에 따른 만족도  문화

로그램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것이 아니며 조

사 시 에서 제한된 응답자들의 인식에 근거했

으므로 이후 조사 상자들의 문화 로그램 참

여에 한 변화과정을 종단 으로 악하기 

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서울  

수도권에 국한된 지역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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