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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방문의 활성화를 하여, 도서 의 홍보  마  략으로 장소 랜딩을 용하기 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문헌분석을 통한 장소 랜딩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먼  공공도서  장소 랜딩의 구성요인 그리고 

그 요인들 간의 계를 도출하 다. 그다음으로 공공도서 을 장소 랜딩한 이후의 기 효과인 이용자 충성도와 장소 랜딩의 

구성요인들과의 계를 도출하여 연구모형  연구가설을 세우고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 다. 총 34개 연구가설  21개가 

채택되었고 장소이미지요인인 도서 신뢰성, 도서 호혜성, 도서 안 성 모두 이용자충성도에 유의하 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랜드이미지 창출에 기반이 될 장소이미지요인과 새로운 장소가치로 사회공헌가치를 도출하고, 공공도서 이 자 의 핵심가치

(장소가치)에 합한 장소이미지요인의 선택을 제안함으로써, 공공도서 의 홍보  마 을 하여 장소 랜딩을 도입하기 

한 기 연구라는 에 의의가 있다. 장소 랜딩을 통해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에서 높은 인지도와 충성도로 형성된 랜드 워를 

가지며 리더십을 확보할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This study generated primary data for supporting the place branding as a part of the library advertising and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public library visits. The literature review enabled the use of the place branding 

concepts to discover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nstituent parts, factors, expected outcomes, and loyalty, 

then to develop the research model and the hypothesis, which were verifi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re were 34 research hypotheses, of which 21 were adopted. The place image factors such as library reliability, 

library reciprocity, and library safe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his study derived social contribution value 

as new place value and place image factors as the potential brand image of public libraries. It helped select 

the place image factors that best fit the local library’s core values (i.e., place valu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is a fundamental study to introduce place branding in public libraries as an advertising and marketing 

strategy. And it is expected that public libraries will grow into high-quality brands with high awareness, loyalty, 

and secure leadership 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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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목

사회에서는 기술, 경 과 시장에 한 정

보가 매우 빠르게 공유되므로 제품의 차별화가 

어렵고 경쟁 한 치열하기 때문에 렴한 가격

으로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 매하는 것 그 이

상이 필요해졌다. 즉, 무형의 가치를 창조하는 

랜딩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박상

훈, 장동련, 2009). 공공도서 에 주어진 환경도 

이와 유사하다. 과거에 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생활을 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문

화시설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건립되어 유 기

 간의 경쟁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고 정

보 한 빠르게 공유되어 도서  서비스를 차별

화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공도서  이용이 활성화되기 해

서는 공공문화시설이므로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해졌다. 공공도서

의 무형의 가치를 창조하는 랜딩의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그 고유한 특성에 기

하면서도 변화하는 시 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도서 에 한 

정 인 평 을 유도하는 랜드이미지를 창

조하여 홍보하고 마  략으로 활용함으로

써 공공도서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방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도서

의 홍보  마  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소 랜딩을 고려하 다. 왜냐하면 장소 랜

딩은 장소가 지닌 고유한 특성  차별화된 이

을 고객에게 인식시키고, 장소에 한 정

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하여 장소가 고객에게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 으로 달할 방

법을 연구하며(Kavaratzis, 2004), 장소이미지 

향상으로 장소가치를 높이는 커뮤니 이션 활

동으로,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기간 랜드에 

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잠재 인 가치와 

마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이정훈, 2008; 장

동련, 미연, 권승경, 2010).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국내외 사례를 포함한 문헌연구를 통해 지

역사회에서 공공도서 에 한 좋은 평 을 형

성시키는 차별화된 공공도서 의 이미지와 가

치를 공공도서 의 장소성(placeness)에서 발

견하 으며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 은 Oldenburg가 제안한 제3의 장

소(the third place)로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이 평등하게 이용하며 민주성을 경험하는 립

지 이고 배려와 친 함, 따스함과 편안함이 느

껴지는  하나의 가정인 특성이 있다(Fisher 

et al., 2007; Chen & Ke, 2017). 한 공공도서

에는 공정과 정의를 진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특성이 있다(Williamson, 2000). 이

러한 장소성으로 인해 형성된 공공도서 의 민

주성, 개방성과 공정성이 공공도서 에서 사회

 신뢰(social trust)가 형성되거나 견고하게 

하고,  하나의 가정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호

혜성(이타성)을 느끼게 한다. 한 부분의 

이용자와 비이용자들이 공공도서 은 이용하

기에 안 한 장소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Cox, 

2000), 서비스 이용 이외에도 도서  내에서 다

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이 충족감을 얻

고(Wiegand, 2003), 지역주민들은 공공도서

에서 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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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키워나가며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한다

(박순규, 2011). 

한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장소 랜딩은 

장소이미지 향상으로 장소가치를 높이는 커뮤니

이션 활동으로 장소 랜드에 한 고객 충성

도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이정훈, 2008; 장

동련, 미연, 권승경, 2010). 한 이주호(2009)

의 연구에 의하면, 장소이미지는 체험가치에 유

의하며 체험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장소이미지가 장소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기본 제 하에,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공공도서 의 장소이미지요인(사회  신뢰, 호

혜성, 안 성)이 장소로서 공공도서 의 가치

(체험가치, 서비스가치, 사회공헌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쳐 이용자 충성도를 향상시킨다고 가

정하 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공공도서

을 선호하게 만들어 랜드를 형성시킨다. 이러

한 장소 랜딩을 통해 공공도서 을 단순한 명

칭이 아닌 평 (명성)이 좋은 수  높은 랜드

가 되게 하여 이용자들의 도서  방문을 활성화

시키고, 구 마  효과로써 잠재  이용자를 

실제 이용자로 환시키는 이용자 유치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

에서 높은 인지도와 충성도로 형성된 ‘ 랜드

워’를 가지며 지역사회의 수  높은 랜드로 성

장하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문헌정보학계에서 도서 의 

홍보  마  략으로 장소 랜딩이 연구되

거나 도서 에 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 장소 랜

딩의 도입과 연구를 한 기연구이며, 향후

에 장소 랜딩을 공공도서  방문의 활성화를 

한 홍보  마  략으로 활용하는데 유

용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공공

도서 의 장소가치에 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서비스가치나 경제가치를 다뤘으나 본 연

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새로운 장소가치로 사

회공헌가치를 제안하고 장소가치에 한 이용

자의 인식을 반 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공공도

서 의 명성을 이끌어낼 랜드이미지를 만드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먼  장소 랜딩과 그 구

성요인 그리고 기 효과에 한 이해를 도모하

고 장소 랜딩의 기 효과인 도서  방문의 활

성화를 하여 이용자 충성도에 유효한 기존의 

장소이미지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장소

이미지의 후 효과(halo effect)도 분석하여 함

께 제시하고자 한다. 한 장소이미지요인이 

충성도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측정한 후에 

그 상 인 크기를 비교하여 선정된 자 의 

핵심가치(장소가치)에 가장 합한 장소이미

지요인의 선택을 돕고자 하 다. 상술한 본 연

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연

구질문(RQ)을 설정하 다.

∙RQ 1. 장소로서 공공도서 의 특성은 무

엇인가?

∙RQ 2. 장소이미지요인은 공공도서  방

문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 RQ 2-1. 장소이미지요인은 공공도서 의 

이용자 충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 RQ 2-2. 장소이미지요인과 장소가치와의 

계는 어떠한가?

∙RQ 3. 장소가치는 공공도서 의 이용자 

충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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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차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

을 사용하 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장소로서 공공도서

의 특성, 공공도서 의 장소 랜딩에 한 이

해와 필요성을 도모하고, 제3의 장소, 공론장 

등과 같은 공공도서 의 장소성에서 공공도서

의 장소이미지와 장소가치를 도출하 다. 

한 장소 랜딩의 구성요소로 장소이미지와 장

소가치, 그리고 그 기 효과인 충성도와의 

계에 해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연구모형과 

장소이미지의 후 효과에 한 검증결과를 참

고하여 공공도서 을 한 장소 랜딩의 구성

요인(공공도서 의 장소이미지와 장소가치)과 

요인 간, 그리고 요인과 기 효과(이용자 충성

도) 간의 계를 도출하 고, 여기에 이용자 충

성도의 선행변수로 방문만족도를 추가하여 반

하 다. 이 게 장소이미지요인에 한 선행

연구의 실증 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

의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계에 반 하 다. 

둘째,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하여 양  연

구방법을 수행하 다. 설문은 서울시 구립도서

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

인 이용자를 상으로 진행했고 무작 추출법

으로 표본을 선정하 다. 추출된 표본들(이용

자)의 소속도서  분포는 서울시 총 25개 자치

구 에 20개구의 51개 에 해당되었다. 통계분

석을 해 온라인과 오 라인을 병행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 고, 수집된 설문지는 총 321부

이며 이를 표본집단으로 정하 다.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SPSS 25를 

사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AMOS 26을 사용하여 확

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측정모형의 합

성과 잠재변수들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구조방

정식모델링 후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가설검

증 시에 매개변수가 있는 가설은 별도로 매개

모형을 만들어 장소이미지가 충성도에 미치는 

직 효과, 간 효과와 총효과를 측정하고, 매개

효과를 간 효과로 검증하 다. 이외에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공공도서 의 장소이미지요인

이 충성도에 미치는 향의 크기와 상 인 

크기를 알아보기 하여 표 화 총효과를 기

으로 도출된 장소이미지요인의 향력 순 를 

정하여 비교하 다.

셋째, 연구가설의 검증내용을 바탕으로 충성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공공도서 의 장소

이미지요인의 후 효과를 제시하 고, 공공도

서 의 장소 랜딩 략이나 장소 랜딩 모형

에 용할 수 있는 장소이미지요인과 핵심가치

로 선정이 가능한 장소가치에 한 기 자료를 

산출하 으며 선정된 핵심가치에 합한 장소

이미지요인의 선택을 제안하 다.

2. 이론  배경

2.1 장소로서 공공도서 의 특성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장소 랜딩을 공공도

서 에 용하려면 먼  이용자에게 달할 ‘장

소로서 공공도서 ’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이

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이 들 에 일부를 공공도서 의 장소성

인 공론장과 제3의 장소의 개념  특징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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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하버마스가 제안한 공론장이란, 

의 공  의견으로서 여론(public opinion)이 형

성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그곳의 참여자들은 

이성 인 사유와 토론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유

롭고 평등한 조건에서 공공성(publicness)의 

원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한다(하상

복, 2016). 이러한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공공도

서 의 장소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마을포

럼, 작은포럼, 낭독회, 화제 등을 개최하거나 

세미나룸 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된다. 공론장에서는 나이, 학력, 직업과 상

없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에 해 응답받는 경험을 

한다. 한 공론장은 결론을 내거나 찬반을 나

지 않고 다른 생각과 경험에서 감을 얻는 

곳이며 비  성찰과 소통을 통해 각자 자리

에서  다른 질문을 떠올리고  다른 길을 찾

아가는 상상력이 되는 곳이다(박 숙, 2016). 

이 게 공공도서 의 공론장은 타 유 시설들

과는 달리, 공  담론을 형성하고 주민들이 민

주성을 경험할 수 있는 평등한 장소이다. 따라

서 이용자들에게 달할 공공도서 의 고유하

고 차별화된 이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Oldenburg(1999)가 제안한 제3의 장

소(the third place)는 사람들에게 스트 스의 

경감이나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쉼터 그 이상

의 의미가 있으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의 

가치 즉,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경험

과 계에 심을 두는 것이 제3의 장소에 한 

온당한 평가라고 했다. 그리고 훌륭한 제3의 장

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첫째, 제3의 장소는 립의 입장을 취하는 

립지 (neutral ground)이다. 둘째, 제3의 장

소는 모두에게 문을 열고 민주성을 경험할 수 

있는 평등한 장소(a leveling place)이다. 셋째, 

제3의 장소에서는 화가 주요 활동이다. 넷째, 

제3의 장소는 방문자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며 근하기 쉬워야 한다. 다섯째, 제3의 

장소에는 고정 고객(the regulars)이 있다. 여

섯째,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의 일상이 스며있는 

이목이 집 되지 않는 구조(a low profile)이

다. 일곱째, 제3의 장소의 분 기는 장난스럽다

(playful). 여덟째, 제3의 장소는  하나의 가

정(a home away from home)이다. 이것은 가

정처럼 편안하고 때로는 제3의 장소가 가정보

다 더 가정 같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Oldenburg의 제3의 장소가 지닌 8가지 

특징에 하여 Fisher et al.(2007)는 시애틀 공

공도서 을 상으로 그리고 Chen과 Ke(2017)

는 만 Singang 도서 을 상으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 고 그 결과로 ‘ 립지 ’, ‘평등

한 장소’, ‘  하나의 가정’ 등의 특징을 가진다

고 하 다. 이 게 연구자들은 제3의 장소라는 

개념을 공공도서 의 공간과 분 기에 해 기

술하거나 지역사회 속에서 공공도서 의 요성

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다(Berndtson, 2013). 

그리고 이정호(2011, 23)는 “공공도서 이 연

령, 경제수  등과 상 없이 지역공동체의 구

성원들을 환 하며, 지역사회의 주민을 비공식

으로 모이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에서 공공도서 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제3의 장소의 형이다”라고 하

다. 따라서 공공도서 은 ‘ 립지 ’, ‘평등한 

장소’, ‘  하나의 가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3

의 장소이다. 이와 같이 공론장과 제3의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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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도서 의 특성은 이용자들에게 달할 

공공도서 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이 이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상술한 장소성으로 

인해 공공도서 에 한 정 인 장소이미지

가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첫째, 공공

도서 의 장소성은 공공도서 에서 사회  신

뢰를 형성시키거나 견고하게 한다. 여기에서 사

회  신뢰(social trust)는 그 상 측면에서 

인신뢰와 제도신뢰를 포 하며(박병진, 2007),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보편 인 양식과 규범

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주 인 기

를 의미한다(최재국, 조 숙, 문국경, 2022). 

이와 련하여,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 은 정

의와 공정을 진하는 장소이며(Williamson, 

2000), 제3의 장소로서 공공도서 은 립지

이며 모두에게 문을 열어 사람들이 민주성을 

경험할 수 있는 평등한 장소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한  하나의 가정이다. 여기에서 공정성

과 호혜성은 사회  신뢰에 향을 주는 요소이

며(이우진, 하솔잎, 2016), 민주주의의 의사결

정과정, 부패에 한 공정한 처벌 등 사회의 민

주성과 공정성도 신뢰에 큰 향을 다(You, 

2012). 따라서 공론장과 제3의 장소로서 공공

도서 의 특성인 공정성, 민주성과 개방성은 

공공도서 에서 형성되는 사회  신뢰에 큰 

향을  수 있다. 한편, Johnson(2012)은 공공

도서 의 직원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도서 과 그 직원에 한 신뢰가 형성된다

고 하 다. 이뿐만 아니라, 장우권, 박성우, 여

진원(2014)은 도서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와 사서 간의 는 이용자 간의 상호 교류가 도

서 에 한 신뢰를 견고하게 만든다고 하 다. 

둘째, 이러한 공공도서 의 장소성은 공공도

서 에 한 신뢰성 형성에 기반이 되지만, 이

용자들에게 공공도서 이 안 한 장소라는 느

낌을 다. 설문조사에서 공공도서 은 부분

의 이용자와 비이용자에게 높은 수 의 신뢰가 

형성된 안 한 장소라는 느낌을 다는 결과가 

나왔다(Cox, 2000). 이 게 공공도서 의 안

성은 신뢰성 형성에 기반이 되지만, 야간 운

과 임산부,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회약자도 함께 이용하는 장소라는 공

공도서  운 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안 성

을 기능 면에서 이용자들에게 형성된 공공도서

이 안 하다는 장소이미지로도 볼 수 있다. 

셋째, 공공도서 의 장소성은 이용자들로 하

여  도서 에 하여 호혜성(이타성)을 느끼

게 한다. Oldenburg의 제3의 장소로서  하나

의 가정인 공공도서 은 주민들의 안식처이고 

배려와 편안함, 친 함, 그리고 서로에 한 지

지와 심에서 따뜻함을 주는 공간이다(Fisher 

et al., 2007; Chen & Ke, 2017). 따라서 도서

과 이용자 사이에 호혜성이 형성된다. 여기

서 호혜성이란 개인  는 사회  차원에서 

서로 호의를 베풀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정

도를 말한다(Wasko & Faraj, 2005). 그러므

로 제3의 장소로서 공공도서 의 특성인  하

나의 가정은 이용자가 도서 에 하여 호의를 

갖게 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라는 호혜성(이타성)을 느끼게 한다.

상기 문헌연구를 종합해보면, 공론장과 제3

의 장소 등과 같은 공공도서 의 장소성으로 

인해 도서 에서 형성된 사회  신뢰, 안 한 

느낌과 호혜성이 느껴지는 장소이미지는 향후 

공공도서 을 장소 랜딩할 때 공공도서 에 

한 좋은 평 을 형성시키는데 용할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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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랜드이미지로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각각 도서 신뢰성, 도서 안 성, 도서

호혜성으로 정의하 다.

이외에도 장소 랜딩을 공공도서 에 용

할 때 이용자에게 달할 ‘장소로서 공공도서

’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이 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  본연의 활동으로는 주민들에게 정

보서비스와 독서․문화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이고, 타 유 시설과 비교했을 때 공공도서

이 갖는 차별화된 이 으로 공공도서 의 사회

공헌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 공공도서 은 사

회약자 는 소외계층의 개인들을 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랜 통과 역사가 있다. 

이러한 사회  포용(social inclusion)에 하여 

Fourie(2007)는 지역사회 속에서 개인 간의 경

쟁이나 사회조건의 향상을 목 으로, 모든 환

경에서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한 모든 노력과 정책이라고 언 하 다.

이 게 지역사회 속에서 공공도서 이 기본역

할과 사회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이를 도서  경

활동에 반 하면 공유가치(Creating Shared 

Value, CSV)로 사회공헌가치라는 새로운 가치

가 창출되어 공공도서 의 장소가치가 확장되고 

상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공헌가치는 

하버드  경 학과 Michael Eugene Porter 교

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2011)에서 발표한 

공유가치의 개념을 공공도서  경 활동에 반

하여 창출된 것이다. 여기에서 공유가치란, 

기업이 본업인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도 고려할 때 단순한 사회공헌에 그치지 

않고 사회가치와 경제수익의 산출이 동시에 이

루어지도록 계획하는 행 를 말한다(Porter & 

Kramer, 2011). 즉, 기업의 사업기회와 지역사

회의 요구를 결합시켜 사업부문에서 창출된 가

치를 말한다(Jin & Lee, 2019). 이를 통해 운

상 시 지 효과와 공공도서 에 한 정

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2.2 공공도서 의 장소 랜딩

2002년 Simon Anholt가 처음으로 도입한 

장소 랜딩은 장소가 가진 여러 가치들 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가치를 주제로 설정하여 구

체화하고 상징화시켜 장소의 자산가치를 높이

는 것이다(Boisen, Terlouw, & Gorp, 2011). 

이 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장소 랜딩이

라는 개념의 이해를 돕기 해 먼  사 에 수

록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소

랜딩은 장소에 랜딩의 개념을 용한 것으

로, 어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가치를 핵심가치로 설정해 

그것을 다양한 요소로 구체화하고 상징화해 장

소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장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장소

랜딩 활동에는 국가, 도시 등을 하나의 상품으

로 인식해 가치를 상승시키고 나아가 그 지역

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략  로그램 등도 

포함되는데, 장소 랜딩을 통해 호의 이고 

정 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방문자 수 증   

해당 지역에 한 구 마  효과가 증진될 

수 있는 장 이 있다”(한국PR기업 회, 2020, 

130-131). 이처럼 장소 랜딩은 일종의 마  

략이자 홍보를 한 커뮤니 이션 수단의 측

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궁극 인 목 은 장소에 

한 사람들의 인식과 연상에 향을 주어 사람

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장소에 한 좋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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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Boisen et al., 2018). 

이 게 시간이 갈수록 장소 랜딩이 더 요

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장소 그 자체의 물리공간이 아니라 ‘장소

에 한 인식과 느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

주 일상 인 부분일지라도 ‘어떠한 곳에 가서 

무엇을 했다’가 더 의미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이다. 따라서 장소에 한 좋은 

인식과 가치를 만들고 고유한 그곳만의 정체성

으로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박상훈, 장

동련, 2009). 이런 과정을 통해 특정 장소에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 인 감성과 에 지

를 상징 으로 인식시키며 머물고 싶은 곳, 한

번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

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장소 랜딩의 요

한 이다(박민정, 2015).

한편, 2000년  들어서면서 랜딩은  세

계 으로 도서 의 주요 략이슈로 나타났다. 

다양한 도서 들이 이용자에게 달되길 바라

는 비 을 지원하고 발 시키기 하여 랜드 

정체성을 만들었다(Walton, 2008). 하지만 도

서 의 랜드 정체성이 곧 도서 의 랜드인 

것은 아니며 랜드가 되기 한 시작 인 것

이다. 공공도서 의 랜드는 효과 인 랜딩

을 통해 도서  이용자의 마음속에서 형성된다. 

즉, 공공도서 에 한 좋은 이미지와 가치에 

향을 미치는 공공도서 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기에서 창출된 새로운 랜드이미

지를 통해 도서  이용자가 정 인 감성과 

에 지를 느끼게 되어 가보고 싶은 곳(장소), 

머물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었을 

때 비로소 도서 의 랜드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 도서 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다면 공공도서 을 왜 장소로 랜딩 

해야 하는가? 첫째, 장소는 마 과 랜드 

형성의 략요소인 ‘체험(경험)과 감성’을 실

행해 옮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용자가 공공도서 을 기 이라기보다 자신의 

일상과 함께 하는 곳 즉, ‘책 빌리러 가는 곳’, 

‘책보며 쉴 수 있는 곳’, ‘이웃과 문화생활을 즐

길 수 있는 곳’ 등과 같은 장소로 이해한 부분

이 이용자와 사서 간의 그리고 이용자 간의 유

감 형성에 효과 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

도서 은 지역 내의 타 유 시설들과 차별화된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론장과 

제3의 장소 등과 같은 공공도서 의 장소성으

로 인해 공공도서 에서 형성되는 사회  신뢰

와 호혜성(이타성) 그리고 안 한 느낌이 장

소이미지로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공공도서

에 한 좋은 평 이 담겨있기 때문에 요하

다. 이외에도 공공도서 에서 이용자들은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도서 (장소)에서의 활동 그 

자체에서도 충족감을 느끼며, 공공도서 의 사

회공헌활동에 참여하여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간다. 따라서 이런 장소

로서 공공도서 의 차별화된 이 에 기반한 장

소 랜딩은 공공도서 이 같은 지역사회에 속

해 있는 타 유 시설들에 한 경쟁력을 확보

하고, 도서 에 한 정 인 이미지와 가치

를 지역사회에 홍보하는데 효과 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2.1 장소이미지와 장소가치 

장소이미지란 사람들이 장소에 해 가지고 있

는 믿음, 견해와 인상의 총합이며(Kotler, Ha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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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 1993), 장소가치에 하여 이주호(2009)

는 상 장소의 장소성이 지닌 향력 정도 

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한 

것으로, 어떤 장소를 방문하여 얻는 경험에 

한 편익인 체험가치로 장소가치를 측정하 다. 

이러한 장소이미지는 차별화 략이자 마

의 경쟁 략으로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Kapferer, 2008) 장소이미지에 한 선행연구

를 참고하 으며, 장소에 한 인지 ․정서  

이미지 연구, 기능 ․심리  이미지 연구, 기

능 ․정서  이미지 연구, 장소성에서 도출된 

장소이미지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장소

성에서 도출된 장소이미지 연구모형과 기능

․정서  이미지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를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에 으로 반

하 다.

 

2.2.2 장소이미지의 후 효과

상품의 랜드이미지에 한 후 효과(halo 

effect) 연구는 많지만 장소이미지에 한 후

효과를 특별히 언 한 문헌은 많지 않다. 이주

호(2009)는 장소이미지에 하여 자연발생

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 커뮤니 이션이

나 시각 커뮤니 이션에 의해 많은 향을 받

으며, 이러한 장소이미지는 목 지를 실체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

다고 하 다. 연구결과, 이런 후 효과로 장소

이미지는 체험가치에 유의한 향을 주며 체험

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재방문의도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장소이미지가 장소가치에 후 효과를 미칠 것

이라고 가정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다.

3. 연구설계 

3.1 변수의 구성  정의

3.1.1 장소이미지

 문헌연구를 통해 장소이미지는 사회문화

이고 평 인 특징을 갖는다는 이 발견되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장소이미지는 ‘2.1 장소

로서 공공도서 의 특성’에 기인되어 형성되는 

장소이미지요인인 공공도서 에서 형성되는 사

회  신뢰, 호혜성(이타성)과 안 한 느낌에서 

도출하 으며 각각 도서 신뢰성, 도서 호혜

성과 도서 안 성으로 정의하고 독립변수로 

설정하 다. 각각의 독립변수들에 한 조작  

정의는 <표 1>과 같다.

3.1.2 장소가치

장소가치는 상 장소의 장소성이 지닌 향

력 정도 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한 것으로, 어떤 장소를 방문하여 얻는 경험

에 한 편익인 체험가치로 측정하 다(이주

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소가치는 공

공도서 의 장소성이 미치는 향력으로, 이용

자가 공공도서 을 방문하여 획득한 경험에 

한 편익인 체험가치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장소 랜딩의 핵심가치 선정을 해 공공도서

에서의 체험을 좀 더 세분하여 체험가치, 서

비스가치와 사회공헌가치로 구분하여 설정하

다. 여기에서 체험가치는 도서 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의 체험을 제외하고 

도서 을 방문함으로써 얻어지는 체험편익에 

한 것이고, 서비스가치는 장소가 도서 이라

는 특성을 반 한 가치이며 일반 으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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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조작  정의 출처

독립변수
(장소
이미지
요인)

도서
신뢰성

공론장과 제3의 장소로서 공공도서 의 특성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  신뢰로, 이용자가 사서나 다른 이용자 
그리고 도서 (기 이나 제도)에 해 느끼는 신뢰감의 
정도 

Oldenburg, 1999; You, 2012; Fisher et 
al., 2007; Williamson, 2000; 이우진, 하솔
잎, 2016; 장우권, 박성우, 여진원, 2014; 
박병진, 2007

도서
호혜성

제3의 장소로서 공공도서 의 특성으로 인해 형성된 
공공도서 에 한 이용자의 우호 인 감정으로, 이용
자가 가없이 공공도서 에서 리는 다양한 혜택과 
편안함 그리고 우호 인 분 기의 정도

Oldenburg, 1999; Sahlins, 1972; Wasko 
& Faraj, 2005; 최종렬, 2004; 굴잔, 2021

도서
안 성

공공도서 의 장소성으로 인해 형성된 기능 측면에서 
안 한 장소라는 믿음이며, 도서 의 치안, 시설설비와 
공간이 안 하다는 그리고 실수 없이 도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용자들의 믿음정도

Shuman, 2002; Cox, 2000; 최상복, 2004; 
홍 진, 강미희, 2010; 노 희, 곽우정, 김
동석, 2020

<표 1> 독립변수들에 한 조작  정의

이용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 하는 어

떤 이익이나 혜택으로, 거래를 통해 생기는 편

익(benefits)과 비용(costs)의 개념을 용한 것

이다(이학식, 김 , 1999). 

그리고 사회공헌가치는 Porter와 Kramer 

(2011)가 제안한 기업의 공유가치(CSV) 창출

을 한 사회가치경 에서 착안한 것으로, 공

공도서 이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회  포용을 

실천하며 사회참여 인 성격을 지닌 공공도서

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민들이 체험함

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선한 향력이 형성

되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를 한 사회  포용을 실천하기 해 

‘장애인 인식개선 로그램’, 독서아웃리치, 지

 소외계층을 한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 

등의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하며, ‘옥상정원’, ‘텀블러 만들어 사용하

기’,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등의 친환경 시설과 

활동으로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공헌가치는 공공도서 의 사회가치 에 

재능기부(자원 사활동), 친환경 활동 등의 사

회참여와 사회  포용에 강조 을 둔다. 본 연

구에서는 문헌연구에 기 하여 장소가치인 체

험가치, 서비스가치와 사회공헌가치를 매개변

수로 설정하 으며 매개변수에 한 조작  정

의는 <표 2>와 같다.

구분 변수명 조작  정의 출처

매개변수

(장소가치)

체험가치
공공도서 을 방문함으로써 얻어지는 체험(경험) 

편익에 한 반응수 의 정도
Schmitt, 1999; 이주호, 2009

서비스가치

공공도서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경험편

익에 한 반응수 ( 를 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등의 인식정도)

Abend & McClure, 1999; Crips, 2013; 

표순희, 2008

사회공헌

가치

공공도서 의 사회공헌활동 체험을 통해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선한 향력의 정도
Porter & Kramer, 2011; Mulgan, 2010

<표 2> 매개변수들에 한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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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방문만족도와 충성도

방문만족도는 어떤 장소를 방문하여 직  경

험을 한 후에 그 장소에 한 정 인 반응으

로서 만족하는 정도이다(Wang & Maxwell, 

2010). 다수의 국내문헌에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도서 의 이용자 만

족도를 제시하 다(이성신, 2013). 충성도에 

하여 김선애(2008)는 도서 을 재이용할 의

도로 정의하 고, 이것을 재이용․재방문의도, 

도서  이용에 한 개인의 요성 평가, 구

추천 의도로 세분하 다. 그리고 이성신(2013)

은 공공도서  서비스를 지속 이고 반복 으

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도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재이용의도는 지속 인 도서  이

용행 를 측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Banwet 

& Datta, 2010). 매개변수인 방문만족도와 종

속변수인 충성도에 한 조작  정의는 <표 3>

과 같다.

3.2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장소이미지요인, 장소가치, 방문만족도와 그 

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

을 설정하 다(<그림 1> 참조).

∙가설 1[H1]. 장소이미지요인(도서 신뢰

성, 도서 호혜성, 도서 안 성)은 장소가

구분 변수명 조작  정의 출처

매개변수 방문만족도

공공도서  방문  가졌던 기 와 방문 후 비교를 

바탕으로 축 된 이용자의 도서  방문활동 반에 

한 정 인 반응으로서 만족정도

Oliver, 1993; 이 희, 2008; 이성신, 2013; 

이주호, 2009

종속변수 충성도

공공도서  방문자들의 지속  방문의사 여부, 도서

 방문횟수의 증가의사와 재방문의도가 있는지, 구

추천할 의도 등에 한 단정도

Banwet & Datta, 2010; 이성신, 2013; 

김선애, 2008

<표 3>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한 조작  정의

* H4 = [H4-1+H3], [H4-2+H3], [H4-3+H3], H5 = H1+H2, H6 = H1+H4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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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체험가치, 서비스가치, 사회공헌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H2]. 장소가치(체험가치, 서비스가

치, 사회공헌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H3]. 방문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H4]. 장소가치(체험가치, 서비스

가치, 사회공헌가치)와 충성도의 계에서 

방문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4-1+H3], [H4-2+H3], [H4-3+H3]. 

∙가설 5[H5]. 장소이미지요인(도서 신뢰

성, 도서 호혜성, 도서 안 성)과 충성도

의 계에서 장소가치(체험가치, 서비스가

치, 사회공헌가치)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H1+H2]. 

∙가설 6[H6]. 장소이미지요인(도서 신뢰

성, 도서 호혜성, 도서 안 성)과 충성도

의 계에서 장소가치(체험가치, 서비스가

치, 사회공헌가치)와 방문만족도의 이 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다[H1+H4].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의 가설을 세분하여 

체 연구가설을 구성하 다.

4. 분석결과

4.1 데이터 수집결과  조사 상의 특성

조사 상 이용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성별, 결혼유무, 연령별, 최종학

력별, 직업별, 이용기간별, 방문목 별, 방문회

수별, 연간독서량별과 가계소득별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표 4> 참조).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55 17.1

여성 266 82.9

결혼유무
기혼 246 76.6

미혼 75 23.4

연령별

20 42 13.1

30 44 13.7

40 152 47.4

50 62 19.3

60  이상 21 6.5

최종학력

졸 0 0

졸 0 0

고졸 42 13.1

졸 228 71.0

학원 이상 51 15.9

<표 4> 인구통계학  특성
 [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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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측정  데이터 신뢰도 검증

공통요인들의 추출과 신뢰도 검증을 해 탐

색  요인분석을 Varimax 직교 회 방식에 의

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으로 실시했다. 분석결과로 도서 신뢰성, 도서

호혜성, 도서 안 성, 체험가치, 서비스가치, 

사회공헌가치, 방문만족도와 충성도가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요인 재치는 .40미만이면 각 

요인을 설명하는 해당 항목의 설명력이 부족한 

구분 빈도 백분율(%)

직업

회사원 70 21.8

문직 56 17.4

공무원 13 4.0

기술직 7 2.2

자 업 18 5.6

학생 31 9.7

가정주부 113 35.2

무직 13 4.0

이용기간

1년 미만 28 8.7

1∼3년 67 20.9

4∼8년 72 22.4

9∼15년 101 31.5

16년 이상 53 16.5

방문목

여가선용 51 15.9

자료 출 220 68.5

문화 로그램과 행사참여 8 2.5

동아리활동 12 3.7

개인학습 30 9.3

방문횟수

거의 매일 8 2.5

일주일에 2∼3회 59 18.4

일주일에 1회 77 24.0

한달에 2∼3회 115 35.8

한달에 1회 46 14.3

1년에 3∼4회 10 3.1

1년에 1∼2회 6 1.9

연간독서량

1∼2권 24 7.5

3∼5권 39 12.1

6∼9권 49 15.3

10∼15권 76 23.7

16권 이상 133 41.4

가계소득수

상 권 48 15.0

권 230 71.7

하 권 4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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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단하여 이러한 변수는 제거하는데(이

주호, 2009), 본 연구에서는 모두 .49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도 .50이상 되어야 

하며 이것은 해당 항목의 설명력이 50% 이상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명성, 2015). 분석결과, 

공통성도 모두 .59 이상으로 모든 질문이 설명력

을 가졌다. 한편, Kaiser-Meyer-Olkin(KMO) 

검정은 변수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며 이때 KMO값

은 최소 .50이상이어야 설명력이 있다고 본다

(Kaiser, 1974). 본 요인분석에서 KMO값은 

.963이므로 기 치(.50)보다 매우 높아 설명력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으로 자료들의 상 행렬이 요인

분석에 한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검정의 

가설은 수집된 자료의 상 행렬이 단 행렬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의수 이 α=.05인 경

우 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을 한 자료로 

합하다고 볼 수 있다(Bartlett, 1950). 본 연

구에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p <.001) 한 

요인분석에 합함을 보여 다. 

요인 수의 결정에 흔히 고려되는 고유값(eigen 

value)은 변인들의 총분산 에 요인이 설명하

는 분산의 크기이며 1을 넘을 때 하나의 요인으

로 단하는데(Kaiser, 1960), 이것은 Kaiser 

규칙으로 알려져 있다. 본 분석에서 각 요인의 

고유값 합계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하

고자 하는 8가지 요인이 모두 정한 것으로 

악되었다. 분산 치( 분산비율)의 경우, 

Merenda(1997)는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은 비

율보다는 요인으로 설명된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설명

된 총분산의 치를 통해 체 8가지 요인이 

74.696% 만큼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Cronbach’s α 값은 .60이 

넘어야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 인 것으로 

여겨진다(남궁근, 2010). 본 연구에서 각 요인

별 Cronbach’s α>.697이므로 각 요인들의 내  

일 성이 높아 신뢰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4.3 구성요인 간의 구조  인과 계 분석

4.3.1 측정모형의 합도 검증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 χ2는 1128.769, 자유

도(df)는 532, 그리고 p값은 .000이다. 그리고 측

정모형은 합도 지수 평가에서 χ2/df=2.122, 

RMR=.027, TLI=.924, CFI=.932, RMSEA= 

.059로 측정되었다. 심 섭(2013)은 합도 선

택에 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χ2

값은 자유도, 유의확률과 함께 보고하고 다음

으로 RMSEA, SRMR, CFI 그리고 NNFI와 

같은 합도 지수를 하나 이상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반면에 GFI와 AGFI는 

표본의 크기가 모수의 수에 민감한 지표이므로 

선택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 합도는 합지수

로 χ2/df, RMR과 RMSEA를, 증분 합지수로 

TLI와 CFI를 보고하여 단하 고 <표 5>와 

같이 각 합지수가 기 값을 충족하고 있어 측

정모형이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2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1) 개념타당성  집 타당성 분석

<표 6>과 같이 모든 측정변수의 표 화된 요

인 재치는 .50 이상으로 요인 재치의 기 을 

충족하 고, C.R.값도 모두 |1.96|이상으로 통



 공공도서 의 장소 랜딩을 한 장소이미지요인에 한 연구  143

구분 p x2
/df RMR TLI CFI RMSEA

기 .05 이상 3 이하 .05 이하 .90 이상 .90 이상 .08 이하

측정모형 .000 2.122 .027 .924 .932 .059

<표 5>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합도 검증

잠재요인
표 화 

Estimate

비표 화 

Estimate
S.E. C.R. p

개념

신뢰도
AVE

R3 ← 도서 신뢰성 0.651 1

.848 .650R2 ← 도서 신뢰성 0.741 1.147 0.107 10.740 .000

R1 ← 도서 신뢰성 0.733 1.184 0.111 10.656 .000

RE2 ← 도서 호혜성 0.788 1
.741 .590

RE1 ← 도서 호혜성 0.687 1.013 0.088 11.495 .000

SE3 ← 도서 안 성 0.813 1

.915 .782SE2 ← 도서 안 성 0.797 1.063 0.070 15.245 .000

SE1 ← 도서 안 성 0.823 0.911 0.058 15.791 .000

E5 ← 체험가치 0.738 1

.909 .667

E4 ← 체험가치 0.785 1.313 0.094 13.985 .000

E3 ← 체험가치 0.849 1.417 0.093 15.201 .000

E2 ← 체험가치 0.822 1.487 0.101 14.700 .000

E1 ← 체험가치 0.681 1.231 0.102 12.019 .000

S7 ← 서비스가치 0.608 1

.964 .793

S6 ← 서비스가치 0.809 1.497 0.129 11.644 .000

S5 ← 서비스가치 0.863 1.687 0.139 12.151 .000

S4 ← 서비스가치 0.807 1.470 0.126 11.626 .000

S3 ← 서비스가치 0.874 1.598 0.130 12.254 .000

S2 ← 서비스가치 0.868 1.624 0.133 12.196 .000

S1 ← 서비스가치 0.827 1.567 0.133 11.813 .000

SC5 ← 사회공헌가치 0.818 1

.922 .705

SC4 ← 사회공헌가치 0.661 0.789 0.062 12.747 .000

SC3 ← 사회공헌가치 0.848 1.049 0.059 17.853 .000

SC2 ← 사회공헌가치 0.861 1.052 0.058 18.251 .000

SC1 ← 사회공헌가치 0.809 0.945 0.057 16.687 .000

V5 ← 방문만족도 0.715 1

.945 .777

V4 ← 방문만족도 0.848 1.137 0.076 14.916 .000

V3 ← 방문만족도 0.863 1.151 0.076 15.182 .000

V2 ← 방문만족도 0.907 1.323 0.083 15.957 .000

V1 ← 방문만족도 0.877 1.242 0.081 15.422 .000

L5 ← 충성도 0.748 1

.982 .915

L4 ← 충성도 0.856 1.066 0.067 15.861 .000

L3 ← 충성도 0.809 1.142 0.077 14.884 .000

L2 ← 충성도 0.853 1.175 0.074 15.806 .000

L1 ← 충성도 0.827 0.864  0.057  15.258 .000

<표 6> 측정모형의 개념타당성  집 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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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념타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집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AVE와 C.R.값을 도출한 결과, 

모두 분산추출지수가 .50이상이고, 개념신뢰도

가 .70이상이므로 집 타당도도 확보되었다. 따

라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변수의 일치성

이 확인되었다.

(2) 별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에 한 별타당성은 두 

요인 사이에서 구한 평균 분산추출지수(AVE)

가 각 요인의 상 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

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는 별타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7). 다음 <표 7>

에서와 같이 각 요인 사이에서 구한 평균 분산

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 계수의 제곱 즉, 결

정계수(r2)보다 크므로 요인 사이에는 별타당

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4.3.3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 결과 

(1)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연구모형의 8개 잠

재변수들 간의 유의성을 경로별 회귀계수로 <그

림 2>와 같이 검증하 다.

　
도서

신뢰성

도서

호혜성

도서

안 성
체험 가치

서비스

가치

사회

공헌 가치

방문

만족도
충성도

도서 신뢰성  0.650* 　 　 　 　 　 　 　

도서 호혜성 0.319  0.590* 　 　 　 　 　 　

도서 안 성 0.272 0.244  0.782* 　 　 　 　 　

체험가치 0.346 0.416 0.293  0.667* 　 　 　 　

서비스가치 0.446 0.298 0.407 0.534  0.793* 　 　 　

사회공헌가치 0.335 0.323 0.393 0.434 0.479  0.705* 　 　

방문만족도 0.398 0.246 0.416 0.411 0.619 0.391  0.777* 　

충성도 0.347 0.314 0.312 0.430 0.554 0.444 0.546 0.915*

* = AVE

<표 7> 측정모형의 상 행렬과 분산추출지수

*숫자는 C.R.값(기각비), → 은 유의  계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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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한 통계  유의성을 

단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러한 통계  

유의성의 단기 으로, 매개변수가 없는 가설

인 연구가설 1～연구가설 3은 C.R.값을 그리고 

매개변수가 있는 가설인 연구가설 4～연구가

설 6는 간 효과를 용하 다.

구분 연구가설 C.R.(p) 결과

H1 장소이미지는 장소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1 도서 신뢰성은 체험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373(p >.05) 기각

H1.2 도서 신뢰성은 서비스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638(p <.001) 채택

H1.3 도서 신뢰성은 사회공헌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502(p <.05) 채택

H1.4 도서 호혜성은 체험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572(p <.001) 채택

H1.5 도서 호혜성은 서비스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976(p >.05) 기각

H1.6 도서 호혜성은 사회공헌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073(p <.01) 채택

H1.7 도서 안 성은 체험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819(p >.05) 기각

H1.8 도서 안 성은 서비스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584(p <.001) 채택

H1.9 도서 안 성은 사회공헌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567(p <.001) 채택

H2 장소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1 체험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643(p >.05) 기각

H2.2 서비스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893(p >.05) 기각

H2.3 사회공헌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451(p <.001) 채택

H3 방문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5.033(p <.001) 채택

구분 연구가설 간 효과(p) 결과

H4 장소가치와 충성도의 계에서 방문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4.1 체험가치는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075(p >.05) 기각

H4.2 서비스가치는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62(p <.05) 채택

H4.3 사회공헌가치는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053(p >.05) 기각

H5 장소이미지와 충성도의 계에서 장소가치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5.1 도서 신뢰성은 체험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91(p >.05) 기각

H5.2 도서 신뢰성은 서비스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21(p <.05) 채택

H5.3 도서 신뢰성은 사회공헌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03(p <.05) 채택

H5.4 도서 호혜성은 체험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24(p <.05) 채택

H5.5 도서 호혜성은 서비스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079(p >.05) 기각

H5.6 도서 호혜성은 사회공헌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97(p <.05) 채택

H5.7 도서 안 성은 체험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089(p >.05) 기각

H5.8 도서 안 성은 서비스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60(p <.05) 채택

H5.9 도서 안 성은 사회공헌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76(p <.05) 채택

H6 장소이미지와 충성도의 계에서 장소가치와 방문만족도의 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6.1
도서 신뢰성은 체험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25(p >.05) 기각

<표 8>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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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장소이미지는 장소가치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장소가

치에 직  향을 미치는 장소이미지요인으로 

도서 신뢰성, 도서 호혜성과 도서 안 정이 

모두 검증되었다. 다만, 도서 신뢰성과 도서

안 성은 서비스가치와 사회공헌가치에, 도서

호혜성은 체험가치와 사회공헌가치에 유의하

다. 그러나 도서 신뢰성과 도서 안 성은 

체험가치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체험가치는 도

서 에서 여가를 즐기며 만족감과 충족감 그리

고 일상에서의 해방감을 느끼는 장소로서 도서

에서 이용자가 얻는 편익이다. 이런 편익에는 

이용자의 주 과 감성이 단에 우세하게 작용

하므로, 이용자가 도서 , 사서와 다른 이용자

들에 해 가지고 있는 신뢰감(도서 신뢰성)

이나 도서 의 공간과 시설이 안 하다는 믿음

(도서 안 성)과 같은 인지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소이미지에는 유의한 향을 받지 않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감성요소인 도서

에서 느껴지는 편안하고 우호 인 감정(도서

호혜성)이 도서 에서의 체험을 통해 얻는 

편익수 에 한 이용자의 인식에 유의한 향

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체험가치

는 세 가지의 장소이미지 에 가장 감성 인 

이미지요인(도서 호혜성)에 향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도서 호혜성은 서비스가

치에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나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

이라는 도서 에 한 이용자의 인상(도서 호

혜성)은 도서  서비스가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기계발과 성장에 도움을 주며 도서 자료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이익 등에 한 

이용자의 인식(서비스가치)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

가치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감성 인 성격

이 강한 도서 호혜성보다 도서 , 사서와 다른 

이용자에 한 신뢰감 는 이용하기에 안 한 

시설과 공간이라는 인지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구분 연구가설 C.R.(p) 결과

H6.2
도서 신뢰성은 서비스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30(p <.05) 채택

H6.3
도서 신뢰성은 사회공헌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22(p <.05) 채택

H6.4
도서 호혜성은 체험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81(p <.05) 채택

H6.5
도서 호혜성은 서비스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067(p >.05) 기각

H6.6
도서 호혜성은 사회공헌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유의한 충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182(p <.05) 채택

H6.7
도서 안 성은 체험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15(p >.05) 기각

H6.8
도서 안 성은 서비스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73(p <.05) 채택

H6.9
도서 안 성은 사회공헌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87(p <.05)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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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이미지에 유의한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가설 2. ‘장소가치는 충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장소가치 

에 사회공헌가치만 충성도에 직 으로 유의

하 고, 체험가치와 서비스가치는 그 지 않았

다. 왜냐하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의 향으로 도서 이 임시휴 하거나 도서

에서의 활동과 서비스의 제약에 지 않은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공헌가치는 

충성도에 직 으로 유의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설의 검증결과에서 일반성

인,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에 한 사회  포용, 

지구살리기 등의 환경문제과 유기동물 보호, 

자원재생 등의 사회문제해결에 동참하고자 하

는 모습으로 지역공동체에 한 시민들의 큰 

심과 시민의식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 한 

COVID-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더욱 강화되어 공공도서 의 충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구가설 3. ‘방문만족도는 충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기도 했지만 

연구가설 4.2 ‘서비스가치는 방문만족도를 매개

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채

택을 통해서도 이용자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 

최종목 은 만족을 얻기 함에 있다는 것을 뒷

받침해 주는 내용이 된다.

넷째, 연구가설 4. ‘장소가치와 충성도의 계

에 있어 방문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서비스가치와 충성도의 계에 

있어서만 방문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왜

냐하면 COVID-19 발생으로 도서 에서 체험

을 한 공간이나 활동을 한동안 제한한 도서

이 많았기 때문에 체험가치와 충성도의 계

에 있어 방문만족도가 정 인 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상된다. 반면에, 서비스가치와 

충성도의 계에서는 방문만족도의 매개효과

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 비교하면 

COVID-19로 공공도서 의 서비스환경에 제

약이 컸지만 출 약제, Drive Through 도서 

출서비스, 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의 확 , 

도서 의 유튜  채 을 통한 북축제나 문화

로그램의 진행 등의 정보매체의 다양화 그리고 

멀티미어와 인터넷통신망을 이용하여 열악하

게나마 도서  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서비스가치와 충성도의 계에 있

어, 서비스가치는 충성도에 직 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방문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있었

다. 반면에 사회공헌가치와 충성도의 계에 있

어 사회공헌가치는 충성도에 직 으로 유의

했으나 방문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의 경우, 도서  서

비스를 이용하면서 얻는 편익에 이용자들이 만

족해야 도서 에 재방문하거나 구 추천 의사

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

서 이 이용자의 욕구와 생활양식을 배려하는 

등의 이용자의 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

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

도 하며 도서  서비스 자체가 훌륭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기 와 감성에 

합하지 않다면 재방문이나 구 추천 의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사회공헌가치는 충성도에 직 으

로 유의하 으나 방문만족도를 매개로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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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게 공공도서

에서의 사회공헌활동에 한 인식의 향력은 

객 성이 강한 요소이므로, 이용자들의 주 과 

감성이 강하게 반 된 요소인 방문만족도에 

향을 주지 않았으며, 재방문의사나 구 추천 의

사로 직  이어진 것을 통해 이용자들의 시민의

식의 성장과 공동체의식의 강화를 엿볼 수 있었

다.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기상황이 공동

체의식을 보다 더욱 강화시켰을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사회공헌가치는 공공도서 에 

하여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시 의 요구로 사료된다. 끊임없이 발 하

는 사회에서 공공도서 의 사명 한 과거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 으로서 사회공

헌도라는 시 의 요구를 통해 공공도서 의 장

소가치가 확장  상승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가설 5. ‘장소이미지와 충성도의 

계에 있어 장소가치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

다’를 검증한 결과, 5.1 ‘도서 신뢰성은 체험가

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5.5 

‘도서 호혜성은 서비스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5.7 ‘도서 안 성은 체험

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이 

3개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도서 신뢰성과 

충성도의 계에서 그리고 도서 안 성과 충성

도의 계에서 체험가치의 매개효과가 없었고 

도서 호혜성과 충성도의 계에서 서비스가치

의 매개효과가 없었다. 체험가치는 이용자의 감

성이 반 되어 있는 가치이므로 도서 신뢰성과 

도서 안 성이 충성도에 향을 미침에 있어, 

체험가치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했으나 

그 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앞서 여러번 언 하

지만, 도서 (장소)에서 체험가치의 향력은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서 에서의 체

험과 활동의 오랜 제약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충

성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도서 호혜성과 충성도의 유의성을 검

증함에 있어 서비스가치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서비스가치는 이용자가 도서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얻는 편익이다. 이러한 편익을 단할 

때에는 이용자의 이성이 우세하게 작용하므로 

이용자의 주 과 감성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장

소이미지요인인 도서 호혜성이 충성도에 유

의하는데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가설 6. ‘장소이미지와 충성도의 

계에 있어 장소가치와 방문만족도의 이 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연구가

설 6.1 ‘도서 신뢰성은 체험가치와 방문만족도

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 6.5 ‘도서 호혜성은 서비스가치와 방문만

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6.7 ‘도서 안 성은 체험가치와 방문만

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이 3개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도서 신

뢰성과 충성도의 계 그리고 도서 안 성과 

충성도의 계에 있어 체험가치와 방문만족도

의 이 매개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도서 호혜

성과 충성도의 계에서 서비스가치와 방문만

족도의 이 매개효과도 없었다. 상기의 검증결

과는 방문만족도가 매개변수로 추가된 것을 제

외하면 연구가설 5의 검증결과와 같다. 따라서 

방문만족도가 이 매개변수로서 가설채택에 미

치는 특별한 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곱째, 공공도서 의 장소 랜딩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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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이미지의 후 효과는 다음과 같다. 연

구가설 2. ‘장소가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장소가치 에 사

회공헌가치만 직 으로 유의하 고, 체험가

치와 서비스가치는 충성도에 직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가설 5. ‘장소이미지

와 충성도의 계에서 장소가치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채택 결과에 근거하여, 도서

호혜성이 체험가치를 매개로 할 경우에는 충

성도에 유의하 고 도서 신뢰성도 서비스가

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하 다. 도서 안

성 한 서비스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하

다. 이를 통해 도서 호혜성이 체험가치에, 

도서 신뢰성과 도서 안 성은 서비스가치에 

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3.4 장소이미지 향력의 크기 분석

자 이 선택한 핵심가치(장소가치)에 가장 

합한 장소이미지요인을 별하기 하여 장

소이미지요인이 충성도에 미치는 향력의 크

기를 분석하 다. 표 화 총효과는 여러 독립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특

정 독립변수의 향력이 가장 크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이학식, 임지훈, 2013). 

이처럼 공공도서 의 장소이미지요인이 충성

도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는 표 화 총효과로 

비교할 수 있으며 <표 9>에 언 된 효과들은 모

두 표 화 효과이다.

<표 9>에서 충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장소이미지요인은 도서 신뢰성으로 총효과의 

크기는 .430(p <.05)이다. 이 도서 신뢰성은 서

비스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향

을 미칠 때 가장 큰 향력을 가진다. 가장 작은 

향력을 가지는 장소이미지는 도서 호혜성으

로 총효과는 .182(p <.05)로 사회공헌가치를 매

개로 충성도에 향을 미칠 때 나타난다. 하지만 

도서 호혜성이 체험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향을 미칠 때 도서 호혜성의 총효과는 .424(p 

<.05)로 두 번째로 큰 향력을 가진다. 이 게 

충성도에 향을 주는 장소이미지요인의 향력

의 크기는 어떤 장소가치에 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 <표 8>의 연구가설 5. ‘장소

이미지요인은 장소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6. ‘장소이미지요인

은 장소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채택 결과가 동일하

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이 매개변수로서 방문

만족도는 가설채택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그

러나 <표 9>에서 같은 장소이미지요인인 경우, 

총효과를 기 으로 이 매개변수로 방문만족도

를 설정한 가설과 그 지 않은 가설의 총효과가 

상이하므로 장소이미지요인의 향력의 크기에

는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를 들면, 

도서 신뢰성이 서비스가치와 방문만족도를 매

개로 충성도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는 .430(p 

<.05)이나 도서 신뢰성이 서비스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는 .421(p <.05)

이므로 방문만족도가 향력의 크기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장소 랜딩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공공도서 의 장소 랜딩 략이나 모형에 

용할 기 자료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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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총효과 순

도서 신뢰성 → 서비스가치 → 방문만족도 → 충성도 .000 .430* .430*  1

도서 호혜성 → 체험가치 → 충성도 .000 .424* .424*  2

도서 신뢰성 → 서비스가치 → 충성도 .000 .421* .421*  3

도서 호혜성 → 체험가치 → 방문만족도 → 충성도 .000 .381* .381*  4

도서 안 성 → 사회공헌가치 → 방문만족도 → 충성도 .000 .287* .287*  5

도서 안 성 → 사회공헌가치 → 충성도 .000 .276* .276*  6

도서 안 성 → 서비스가치 → 방문만족도 → 충성도 .000 .273* .273*  7

도서 안 성 → 서비스가치 → 충성도 .000 .260* .260*  8

도서 신뢰성 → 사회공헌가치 → 방문만족도 → 충성도 .000 .222* .222*  9

도서 신뢰성 → 사회공헌가치 → 충성도 .000 .203* .203*  10

도서 호혜성 → 사회공헌가치 → 충성도 .000 .197* .197*  11

도서 호혜성 → 사회공헌가치 → 방문만족도 → 충성도 .000 .182* .182*  12

<표 9> 장소이미지와 충성도 계의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첫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로 연구

가설 34개  21개가 채택되었고 도서 신뢰

성, 도서 호혜성과 도서 안정성이 모두 이용

자 충성도에 유의하 다. 이를 통하여 공론장, 

제3의 장소 등과 같은 공공도서 의 장소성에

서 도출된 장소이미지요인이 모두 장소 랜딩

에 유용하며 공공도서 의 새로운 랜드이미

지의 창출에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리고 서비스가치는 충성도에 직  유의하지 않

았으나 방문만족도를 매개로는 유의하 다. 여

기에서 공공도서 이 이용자의 욕구와 생활양

식을 배려하는 등의 이용자의 기 와 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  략을 도입할 필요성

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반면에 사회공헌가치는 

충성도에 직  유의하 으나 방문만족도를 매

개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

서 이용자들이 체험한 사회공헌활동의 향력

은 이용자의 주 과 감성인 방문만족도를 넘어

서 도서  재방문이나 구 추천 의사에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시민

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성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공공도서 에 제기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시 의 요구로 사료되며 

지역사회에 훌륭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기 으로서 사회공헌도도 

요해져 공공도서 의 장소가치의 역이 확장 

 상승하게 된 것이다. 

공공도서 은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에게 주어

진 장벽을 허무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공

동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장소로서 사회  포용

을 실천하고 있다. 한 각종 환경문제와 유기동

물 보호, 자원재생 등의 사회문제해결에 동참하

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에 한 시민들의 큰 심

이 시 의 요구이자 지역사회의 요구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도서  서비스에 반 하

여 공유가치(CSV)로 사회공헌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

구를 통해 공공도서 의 사회공헌가치는 도서

의 서비스가치 이외에도 공공도서 을 장소 랜

딩할 때 이용자들에게 달할 차별화된 이 으

로 합함이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공도서 에 한 정 인 이미지와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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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고 방문활성화를 한 마  효과와 운

상 시 지 효과의 획득이 가능하므로 공유가

치창출을 한 사회가치경 을 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험가치는 장소이미지와 충성도의 

계에 있어서 유의한 매개변수 으나 충성도에

는 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체험

가치는 방문만족도를 매개로도 충성도에 유의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연구의 제약 으로 2019

년 11월에 시작된 COVID-19로 인하여 공공도

서 의 개방성이 매우 낮은 시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With 

COVID-19 시 가 시작되어 한동안 지속될 것

으로 상되는바, 본 연구의 제약 이 당분간

은 공공도서  이용환경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셋째, 연구가설의 검증내용을 바탕으로 충성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공공도서  장소이

미지요인의 후 효과를 제시하 고, 공공도서

의 장소 랜딩에 용할 수 있는 장소이미지

요인과 자 의 핵심가치로 선정한 장소가치에 

가장 합한 장소이미지요인의 선택을 제안하

다. 먼  공공도서 의 장소 랜딩에 유의한 

장소이미지요인의 후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

공도서 의 장소가치 에 사회공헌가치는 충

성도에 직 으로 유의하 으나, 체험가치와 

서비스가치는 그 지 않았다. 하지만 도서 호

혜성이 체험가치를 매개할 경우에는 충성도에 

유의하 고 도서 신뢰성도 서비스가치를 매

개로 충성도에 유의했다. 도서 안 성 한 

서비스가치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하 다. 이

를 통해 도서 호혜성이 체험가치에, 도서 신

뢰성과 도서 안 성은 서비스가치에 후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후 효과를 통해 

공공도서 의 장소 랜딩에 용하는데 유의

한 장소이미지요인으로 도서 신뢰성, 도서

호혜성과 도서 안 성이 모두 해당된다는 것

이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장소 랜딩 략이나 

모형에 용하고자 할 때, 자 의 핵심가치를 

서비스가치로 선정한 경우라면 장소이미지요

인으로 도서 신뢰성과 도서 안 성을 강조

하고, 자 의 핵심가치를 체험가치로 선정한 

경우라면 장소이미지요인으로 도서 호혜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한편, 공공도서 의 핵심가치는 자 의 운  

철학과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도서

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종합할 수도 있다. 상술

한 세 가지의 공공도서 의 장소가치 에 어

느 가치를 핵심가치로 선정하더라도 공공도서

의 홍보  마 은 공공도서 의 고유한 

역인 책을 비롯한 정보의 이용과 문화생활을 

진하는 활동에 기 함에는 변함이 없다. 

를 들어, 핵심가치로 사회공헌가치를 선정한 

경우라면 시민참여와 환경을 다룬 책자를 소개

하거나 강연한 후에 련한 체험 로그램을 진

행하며 캠페인으로 이어가는 것을 로 들 수 

있다. 한 사회공헌가치를 핵심가치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 가지의 장소이미지가 모두 충성도

에 향을 주므로 만약 이 에 도서 안 성과 

도서 호혜성을 선택한다면, 치안과 사회약자

들도 이용하기에 안 하며,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 우호 이고 편안한 장소로서 공공도서

의 이미지와 사회문제해결에 동참하며 사회  

포용을 실천하는 사회공헌가치를 토 로 자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정체성에서 랜드이

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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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장소이미지가 장소가치에 향을 주

어 이용자의 충성도에 유의한 요인임이 검증되

었다. 이것은 공공도서 도 장소 랜딩을 활용

한 홍보  마 에 유용한 상(장소)이며 

향후에 공공도서 도 자신의 랜드를 창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랜드 경 이 가능하다는 

을 시사한다. 한 장소 랜딩은 장소와 

련 있는 여러 이해 계를 반 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이라는 기 의 

성격을 반 하여 이용자를 심으로 장소이미

지요인을 분석하 다. 

이외에도 선행연구들 에 기능 ․정서  

장소이미지에 한 연구인 이주호(2009)의 연

구에서 장소이미지가 체험가치와 방문만족을 

매개로 재방문의도에 유의함이 검증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장소이미지요인이 도서 호혜성인 

경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장소성

에서 도출된 장소이미지연구인 이윤구와 김홍

순(2013)의 연구에서 청계천의 장소이미지요

인 5가지 에 4가지 요인이 만족도를 매개로 

유의하 다. 따라서 장소이미지요인이 행동의

도에 유의하려면 방문객의 만족요소가 필수

임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도 만

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 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장소이미지요인이 장소가치와 방문만

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유의함을 검증함에 있

어 방문만족도가 이 매개변수로서 가설검증

에 미치는 향은 없었고 향력의 크기에만 

반 된다는 것 그리고 장소가치를 매개로 했을 

때 장소이미지요인이 충성도에 유의함이 발견

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달리 장소이미지요

인이 충성도(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에 만족

도가 필수 인 요소는 아니며 장소가치를 매개

로 했을 때 유의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

는 공공도서 은 지와 달리 기 으로서 뚜

렷한 장소가치(장소의 방문경험을 통해 얻는 

편익 는 향력)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후속연구로, 공공도서 에서 장소 랜

딩을 홍보와 마  략으로 수행하면 첫째, 

공공도서 에 한 호의가 담긴 이미지와 가치

를 홍보할 수 있다. 둘째, 이를 통하여 방문자 

수와 재방문의사, 구 추천 의사의 증가 등의 

공공도서  방문의 활성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 마  효과로 이용자 충

성도의 향상 그리고 잠재  이용자를 실제 이

용자로 환시키는 이용자 유치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셋째, 공공도서 에 한 정 인 평

(명성)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높은 인지

도와 충성도로 형성된 랜드 워를 가지며 수

 높은 랜드로 성장하고 리더십을 확보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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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내용(인구통계학  설문항 제외)

설문주제 설문항 번호 설문내용

도서 신뢰성

1 이 도서 에 방문하면 심리  안정감을 느낌

2 이 도서 의 사서에 한 신뢰감을 느낌

3 이 도서 에서 만난 주민에 한 신뢰감을 느낌

도서 호혜성
4 이 도서 에서는 이웃이나 친구도 만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음

5 이 도서 은 안락한 공간으로 주민들의 휴식처라는 인상을 

도서 안 성

6 이 도서 의 시설과 공간은 안 하다는 인상을 

7 이 도서 은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안 하다고 느껴짐

8 이 도서 은 치안 리가 잘 되어있다는 인상을 

체험가치

9 체험을 한 장소로 이 도서 을 선호함

10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이 도서 에서의 활동 그 자체를 즐김

11 이 도서 의 방문경험은 나에게 즐거움과 충족감을 

12 이 도서  방문은 일상생활에서의 해방감을 느끼게 함

13 이 도서 은 여가활동을 해 시간을 투자해 방문할 가치가 있음

서비스가치

14 이 도서  서비스의 경험은 유익함

15 이 도서 의 서비스는 자기계발과 성장에 유익함

16 이 도서  서비스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용할 가치가 있음

17 이 도서  서비스로 내가 원하는 정보(자료)를 얻음

18 이 도서  서비스는 나의 정보이용을 고취시킴

19 이 도서  서비스는 나의 독서문화생활을 고취시킴

20 이 도서  서비스는 무료이므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됨

사회공헌가치

21 이 도서 은 소외계층  사회지향 캠페인을 실천함

22 이 도서 은 재능기부와 같은 사회공헌인 라가 있음

23 이 도서 은 자원 사활동 등 주민의 사회참여와 가치실 을 도움

24 이 도서 의 공간과 활동은 친환경의 성격을 띰

25 이 도서 은 학교  문화단체와의 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함

방문만족도

26 이 도서 을 방문한 것에 해 반 으로 만족함

27 이 도서 을 방문한 것에 한 기 가 충족됨

28 이 도서 을 방문한 목 이 달성됨

29 이 도서 을 방문한 것에 해 좋은 감정을 가짐

30 이 도서  방문 후에 나쁜 감정이 들지 않음

충성도

31 지속 으로 이 도서 을 방문할 생각임

32 이 도서 을 더 자주 방문할 생각임

33 이 도서 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할 생각임

34 다른 주민들에게 이 도서 의 방문을 권할 의사가 있음

35 체험 못해 본 도서  서비스와 장소를 이 도서 에서 이용할 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