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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생태학  근으로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의 향을  수 있는 변인을 설정하고, 한국아동 

패  8차년도(2015) 자료를 활용하여 상 분석, 다 회귀분석, 계  회귀분석,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도서 에 간 수 의 이용만족도를 보 고, 도서  편리성,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도, 지역 공공시설 편리성, 

거주지역 유형, 자녀 독서시간, 양육정책 지원의 도움 정도의 순으로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 인 맥락에서 도서  이용만족도를 살펴 으로써 도서  내부 요인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양육정책이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가 도서  정책 수립에 실천  함의를 제공하기를 

기 한다. 

ABSTRACT
Drawing on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 the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the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library satisfaction for mothers of early school-age children. The study used the eighth wave(2015)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conducted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searchers selected ecological variables 

for each ecological system based on previous studies. Results showed that mothers had moderate satisfaction 

with librar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braries was affected by library accessibility,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type of residence, children’s reading time, and supportiveness of parenting policy. The 

study showed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family, community, and policies could affect library satisfaction 

along with internal factors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study suggested a possible practical implication 

for library policy.

키워드: 도서  이용만족도, 생태학  근, 학령 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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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많은 부모는 자녀의 독서습  형성과 도서  

이용을 돕기 해 자녀와 함께 도서 을 방문

한다. 부모와 자녀는 도서 에서 함께 책을 고

르고, 읽고, 화하며 정 인 계를 형성하

고, 도서 에서 다양한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독서습 과 독서능력을 함양한다. 특히 독서가 

학습의 주요한 방식이 되고 아동의 읽기능력이 

성장하는 등학교 입학 시기에 부모와 자녀

의 도서  방문빈도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독서를 통해서 학문  자신감을 가지고 읽기 

소양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숙, 2008). 

따라서 도서  방문빈도가 높아지는 학령 기 

아동과 부모의 요구도를 이해하고 악하는 것

은 도서  주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면에서 필요하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의 도서  이용만족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도서  정책과 정보서비스를 계획한다면 도서

의 서비스와 운  수 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를 인식하여 학령 기 어머

니들의 도서  이용만족도 측변인을 다양한 

에서 분석하 다.

도서  이용만족이란 도서 에서 제공하는 

도서, 서비스, 시설 등에 한 실망감이나 만족

감을 뜻한다. 도서  이용만족은 단순히 도서

의 내부 시설인 장서나 사서의 서비스 등에 

국한되지 않고, 도서  주변시설(원종 , 안건

, 2010), 문화 로그램(신선아, 2021), 실내 

공간구성(장아리, 손여림, 황연숙, 2008)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개인 인 학습공간이었던 도서 은 자

녀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가족이용자 심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도서 의 역은 책 읽는 

공간에서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휴식을 즐기는 

역까지 넓어졌다(남태우, 류반디, 2012). 실

제로 기존 도서  만족도에는 시설이나 장서, 

사서의 문성과 같은 내부 요인이 크게 작용

했지만, 재는 주변 시설(박형 , 선민, 정주

철, 2018)이나 가족친화 인 환경(이지원, 유기

윤, 김지 , 2019) 한 도서  이용만족에 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도서  이용만족

도를 다각도로 효과 으로 악하기 해서는 

도서  내부  외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

석해야 하지만 이용자와 도서  외․내부 요소

를 모두 고려하며 진행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도서  이용만족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인을 살펴보기 해 생태학  근을 취할 수 

있다. 생태학  근은 아동발달을 설명하기 

한 모형으로 시작하 으며 미시체계, 간체게, 

외체계, 거시체계 등의 다양한 환경  상호작용

의 향을 받아 아동이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생

태학  모형은 아동의 박물  인식(Zapri, 2007), 

청소년 인터넷 독(류진아, 김 웅, 2004), 코

로나-19와 가족생활(Zhuang et al., 2021) 등 

범 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용되었으

며, 차 다양한 연령 로 확 되고 있다. 생태

학  근은 인간생활의 역동성과 복잡한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인 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미시체계)부터 문화 ․사회  환경(거

시체계)까지 개인의 주변환경이 개인의 발달과 

생활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 연구할 수 있도

록 도와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태학  근

을 기반으로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서  이용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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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회문화  원인을 설명하고 실천  

해석을 이끌어내고자 하 다. 

어머니는 자녀의 독서와 도서  이용습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박진숙, 2011; Harisanty 

& Anna, 2020).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도서

에 처음 방문하여 책을 고르고 읽으면서 독서

에 흥미를 느끼고 차 도서  이용에 익숙해

진다. 도서 은 아동이 부모와 책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이므로, 아동을 동반하는 어머니

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설, 자료, 로그램 등

을 도서 에서 제공한다면 어머니와 아동의 독

서 경험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도서 의 아동 이용자인 유아부터 등학

생은 나이에 따라 발달  차이가 있어 이에 따

른 특성과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등학교 입학은 아동이 처음으로 사회구

성원으로서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시

으로 어머니와 아동 모두에게 인생 환 이

다. 어머니들은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

여받음으로써 아동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을 

이 받아 경험한다(김창복, 이신 , 2013). 한 

등학교에 입학하면 독서의 패러다임이 변화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이경민, 2007), 아

동은 이 시기에 부모와 함께 도서  방문빈도

가 높아지며(김진숙, 2008), 이후 차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서 을 방문하는 것으로 도서  

이용습 이 변화된다(이경민, 2007). 따라서 

등학교 입학 시기인 학령 기 어머니들의 도

서  이용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에 향을 미치

는 측변인을 확인하는 것은 아동의 장기  

도서  이용습 과 독서습 을 악하는 데 매

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 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생태학

 변인들을 탐색하여 상  향력을 밝힘으

로써 사회문화 인 맥락에서 도서  이용만족

도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한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

모와 아동 이용자들을 한 다양한 도서  정책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단계의 생태학  변인군(개인체계, 미

시체계, 간체게, 외체계, 거시체계)에서 어머니

의 도서  이용만족도 측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한 생태

학  변인들의 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한 생

태학  측변인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이론  배경 

도서  이용만족도란 도서  이용자들이 도

서 에 하여 정 인 감정이나 태도를 보이

는 정도를 의미한다(차성종, 2011). 선행문헌

에서는 도서  이용자를 고객이라는 에서 

분석한 연구가 다수이며 이러한 측변에서 도

서  이용만족도 조사와 리는 도서  고객

리라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도서  이용만족

도 수 은 도서 의 정보제공과 분리되어 분석 

가능한데 도서  이용만족도는 도서 의 정보

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도서 의 주변 시설, 기

능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상호 계에 따라 형

성되기 때문이다(조찬식, 김원식, 2012).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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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개인의 변인뿐만 아

니라 도서  주변의 환경  변인 등으로 고려

하기 하여 생태학  근을 기반으로 선행연

구를 검토하 다. 

우선 도서  이용만족도가 사회인구학  집

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연구는 

다소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부 선행연

구에서 사회경제 으로 취약한 지역의 도서

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기 을 넘어 사회교육

기 으로서 지역시민의 필요한 교육․문화 지

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chmidt 

& Hamilton, 2017). 이는 도서 의 기능이 이

용자의 사회인구학  요인에 향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도서  이용만족도는 

도서 을 이용자의 개인  사회인구학  특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학

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도서  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Gordon, Moore, & 

Gordon, 2003; Sin & Kim, 2008) 인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수 , 소득 

수 이 모두 도서  이용만족도와 련이 없었

다(Yadav, 2018).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분

석해보면 장아리, 손여림, 황연숙(2008)의 연

구결과에서 도서  이용만족도는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표순희, 고 만, 심원

식(2011)의 연구에서는 도서  이용가치에 이

용자의 성별, 수입, 연령, 수입과 같은 사회인구

학  요인이 향을 주는 것을 밝 졌다. 도서

 이용만족도는 개인 수 의 변인에서도 향

을 받는 것으로 측되는데 개인의 심리  변

인이 실제로 도서  같은 공공시설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진 연구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Grzeskowiak, Sirgy, & Widgy, 2003).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스트 스, 행복감과 같

은 감정들은 주변의 시설과 사물을 인식하고 

받아드리는 데 향을  수 있으며, 이에 도서

 이용만족에 한 인식에도 향을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시체계란 개인이 속한 독특한 물

리 , 물질 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

하는 활동, 역할 혹은 인 계를 뜻한다(류진

아, 김 웅, 2004).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도

서  이용만족도에 직 인 향을  수 있

는 환경을 미시체계 측변인으로 정의 내렸으

며 이에 자녀의 독서환경과 도서  환경이 

한 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련된 선

행연구를 검토하 다. 권나 과 송경진(2014)

은 성인이용자의 도서  만족도 측변인을 연

구하 는데, 미시체계 측변인으로 분류되는 

독서량과 도서 까지의 거리, 도서  설립년도, 

도서  로그램 등이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보경(2002)의 

진행한 어린이도서  어머니의 도서  요구도 

분석에서는 아동 담 사서의 유무, 거리 편리

성, 아동 심 도서  시설 등이 도서  만족도 

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도서 의 물리  근

성과 독서 련 서비스는 선행연구에서 꾸 히 

도서  이용만족의 원인으로 확인되었다(김선

애, 권나 , 2020; 신선아, 2021; 장덕 , 2020; 

정유경 외, 2021). 

간체계는 미시체계 변인 간의 상호 계로 

구성된 변인을 지칭한다. 어머니의 도서  이

용만족도에 향을  수 있는 어머니-자녀, 어

머니-도서 , 자녀-도서  계 등이 미시체계 

변인에 해당할 것이다. 도서 에서 극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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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북스타트 로그램과 같이 맞춤

형 도서  서비스는 아동의 독서습  형성과 

가정의 도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실제로 어머니-자녀의 정 인 계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 보고되었다(이혜정, 김은심, 

유지안, 2016). 질 높은 도서  독서 로그램은 

이용자의 도서  만족도와 연결되기에 어머니-

자녀 계가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측된다. 부모들은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고 자

녀의 도서  이용을 생활화하기 해서 도서

을 방문으로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진숙, 2008) 

이러한 도서  이용목 이 충족되었을 때 도서

 이용만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어머

니의 도서  이용만족은 자녀와 어머니의 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도서 에 느끼는 자녀와

의 상호작용 충족 정도에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동의 읽기 능력은 사회경제

학  변인보다 가정 내에서의 문해환경이나 부모

의 아동에 한 독서 심도에 향을 받는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지만(구용 , 2006; 

조 옥, 2004; Kastler, Roser, & Hoffman, 

1989) 읽기 능력의 측요인은 가정 내에서의 

문해환경  부모-자녀 계와 도서  이용빈

도와의 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부모

-자녀와의 계가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수

록 도서  방문빈도와 이용만족도가 높은 경향

이 있었다(김명순, 1999). 선행연구를 종합하

여 분석하면 부모-자녀 계와 문해 능력 간의 

계에 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이

러한 연구들 사이에서 도서 이 변수로 투입되

는 경우는 미미하 다. 본 연구는 도서  이용

만족도에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의 계가 미

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에서 기존 선

행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은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외체계는 개인과 직 으로 상호작용하지

는 않으나 간 으로 향을 주고받는 큰 환

경을 뜻하는데 주로 지역사회 변인이 이에 해

당한다. 실제로 도서  이용만족에는 이용자의 

주변환경이나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꾸 히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

하 을 때 지역사회 환경이 도서  만족도에 

주는 정  향력은 일 성 있게 보고되었는

데 지역 공공시설 근성이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안 하다고 느낄수록 도

서  이용만족도가 높았다. 박형 , 선민과 

정주철(2018)의 연구에서는 도서  부모 이용

자들은 근린공원, 철역과 같은 지역 공공시

설이 편리하고 할수록 도서  이용만족도

가 높았는데 도서  주변의 외․내  요인이 

통합 으로 고려되어 도서  이용만족 수 에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선행연구

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Schmidt과 Hamilton(2017)의 연구에서는 부

모가 지역 공공시설에 갖는 만족도와 안정감이 

도서  이용빈도과 한 련이 있었기 때문

이다. 심리 으로 지역환경에 안정감을 느끼는 

부모일수록 자녀와 함께 도서 에 방문하는 횟

수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 공공시

설의 반 인 만족도를 연구한 Grzeskowiak 

et al.(2003)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는데 거

주 유형,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 환경 등의 지역 

공공시설 이용에 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언 된 지역 공공시설 편리성, 지역사회 안

정성, 거주 유형 등의 지역사회 변인을 외체계

로 규정하고 도서  이용만족도 간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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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살펴보아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거시체계는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수 있는 사회 반 인 철학이나 신념

을 의미할 수 있다. 도서  이용만족도에는 사회

가 도서 에 가지고 있는 기  심리, 사회  지

원 체계에 한 어머니의 신념 등이 포함될 것

으로 측된다. 선행연구를 종합 으로 검토해 

본 결과 어머니의 도서  만족도는 어머니의 

사회  지원, 지역사회 정책, 양육 정책 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zeskowiak et al., 

2003; Schmidt & Hamilton, 2017).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  8차년도(2015) 

자료를 사용하 다. 한국아동패 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추 ․조

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

발달 특징과 변화추이, 부모의 양육특징과 요

구,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향에 한 총

인 자료를 국가 수 에서 제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한국아동패  연구진이 아동과 아동 주

변 양육자, 교사 등을 상으로 온라인과 면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한국아동패  

8차년도 자료는 등학교 1학년 아동과 아동의 

양육자를 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

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8차년도 원자료

에서 연구변인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연구변

인  한 변인에서라도 결측치가 나오면 그 응답

자를 연구에서 제외하 으며 이와 같은 수집 방

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학교 1학년 아동 

어머니 561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 다.

3.2 측정변인

3.2.1 종속변인: 도서  이용만족도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어머니에게 도서 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문하 다. 질문은 5 으로 구성

된 Likert 척도(매우 만족하지 않음[1 ]∼매

우 만족함[5 ])로 수가 높을수록 도서  이

용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생태학  변인군  측정변인

종속변인 모 도서  이용만족도 

사회인구학  변인 연령, 최종학력, 취업 여부, 주  사회경제  치, 지역 규모 

개인체계 모 행복감, 모 일상  스트 스, 모 삶의 이용만족도

미시체계 자녀 독서 시간, 자녀 언어 수 , 도서  거리상 근편리성

간체계 
모-자녀 상호작용, 모 양육스트 스, 모 온정  양육행동, 모 통제  양육행동, 모 자녀 감독, 
모 학교생활 심 정도

외체계 
지역사회시설 거리상 근편리성, 지역사회시설 이용만족도, 양육환경 성
거주지역 유형: 주택, 거주지역 유형: 아 트

거시체계 모 사회  지원, 양육정책의 도움 정도 

<표 1> 본 연구의 측정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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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어머니 개인 변인 

선행연구를 토 로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

족도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선택한 측요인은 

어머니의 행복감, 일상  스트 스, 삶의 만족

도다. 

(1) 행복감

어머니의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 

(1999)의 척도를 사용하 다. 문항은 7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총 4문항으로 수가 높

을수록 높은 수 의 행복감을 의미한다. 본 연

구는 여러 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문항

묶음을 사용하 으며 척도의 체 Cronbach’s 

α계수는 .897이다. 

(2) 일상  스트 스

어머니의 일상  스트 스는 어머니의 평소 

스트 스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평가하

다. 총 4  Likert 척도(  스트 스 받지 않

음[1 ]∼스트 스를 많이 받음[4 ])로 측정

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일상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 

수 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평가하 다 총 5  

Likert 척도(  만족하지 못함[1 ]∼매우 

만족함[5 ])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2.3 미시체계 변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 미시체계 변인은 자녀 독

서시간, 자녀 언어능력, 도서  근편리성이었

다. 선택된 변인들은 어머니, 자녀, 그리고 도서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써 어머

니의 도서  이용만족도를 측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1) 자녀 독서시간

자녀의 독서시간을 측정하기 해서 응답자

의 자녀가 일주일 동안 책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 다. 아동의 주 , 주말 독서시

간을 측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본 연구에 사

용하 다.

(2) 자녀 언어능력

자녀의 언어능력은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 설

문지 문항의 국어능력 문항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학업 수행 능력 설문지는 이은해 외(2008)

가 개발한 원척도를 한국아동패  연구진이 교

과과정을 심으로 수정 개편하 다. 아동의 담

임교사가 아동의 평소 국어능력 수 을 평가하

으며 총 4문항으로 아동의 읽기, 말하기, 쓰

기에 한 능력을 측정하 다. 수화 방식은 

5  Likert척도(하  20% 이내[1 ]∼상  20% 

이내[5 ])로 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능

력이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문항 묶음을 사용하 으며 체 문항의 신

뢰도는 .941이다. 

(3) 도서  근편리성

도서  근편리성은 어머니에게 도서 이 

거리상 얼마나 근하기에 편리한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평가하 다. 5  Likert 척도(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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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함[1 ]∼매우 편리함[5 ])로 수가 높을

수록 근 편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2.4 간체계 변인

선행연구를 토 로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

족도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 간

체계 변인은 모-자녀 상호작용, 모 양육스트

스, 양육행동(온정 , 통제 ), 자녀 감독, 어머

니의 학교생활 심 정도이다. 간체계 변인

은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수 있는 둘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가정

함으로 모-자녀 계를 심으로 변인을 선택

하 다. 

(1) 모-자녀 상호작용

학령 기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악하기 하여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의  일상  상호작용 문

항 에서 한국아동패  연구진이 국내 사정에 

맞게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 다. 문항의 내용

을 살펴보면‘아이에게 책을 읽어 다.’ 등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빈도에 따라 4  범  안에서 응답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자녀와 상호작용 수 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

용의 문항묶음을 사용하 으며, 체문항의 신

뢰도 계수는 .840로 나타났다. 

(2) 양육스트 스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측정하기 하여 

김기 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 스 척도에

서  ‘부모역할 수행에 한 부담감  디스트

스’를 발췌하여 한국아동패  연구진이 비

조사를 통해 문항을 확정한 11문항으로 평가하

다. 문항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한 부

담감과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문항묶음을 사용하 으며 5  Likert 척도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 ])이

다. 체 Cronbach’s α 계수는 .898이다.

(3) 양육행동(온정 , 통제 )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해서 조복

희, 이진숙, 이흥숙 그리고 권희경(1999)이 제

작한 문항을 바탕으로 한국아동패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온정  양육행동은 6문항으로 자녀에 한 

심, 의사소통, 양육의 즐거움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

 양육태도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제  

양육행동도 6문항으로 어머니의 규칙과 기 에 

자녀가 따르도록 지도․훈육하고, 성숙한 행동

을 요구하며, 부 한 행동을 제한하는 양육

방식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평

균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통제  양육태도 수

이 높은음을 의미한다. 양육행동은 문항묶음으

로 측정하 으며 5  Likert 척도(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이다. 온정  양

육행동의 신뢰도는 .873으로 나왔으며 통제  

양육행도의 신뢰도는 .763로 나왔다. 

(4) 자녀 감독

어머니의 자녀 감독은 허묘연(2004)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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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김미숙 외(2013)의 척

도로 평가하 다. 자녀 감독 문항은- 5  Likert 

척도(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

])로 총 4문항이며 ‘내 아이가 어디에서 구

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문항의 평

균값을 사용하는 문항묶음을 사용하 다. 총 5

 만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한 모니터링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의 체 내 합치도 Cronbach’s α 계수는 .805

이다.

 

(5) 자녀 학교생활 심도 

어머니의 학교생활 심도는 아동의 담임교

사에게 어머니의 학교생활 심 정도를 물어보

는 질문으로 평가하 다. 총 5  Likert 척도(

 심 없음[1 ]∼매우 심이 많음[5 ])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학교생활 심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3.2.5 외체계 변인

본 연구에서 외체계로 가정된 변인은 지역 

공공시설 근편리성,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

도, 양육환경 성, 거주지역 유형이다. 이 변

인들은 지역사회  양육환경과 련된 변인으

로 외체계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

족도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1) 지역 공공시설 근편리성

지역 공공시설 거리상 근 편리성은 어머니

에게 도서 을 제외한 기타 지역 공공시설(놀

이터, 공원, 체육시설, 의료기 , 공공복지시설 

등)이 거리상 근하기에 얼마나 편리한지 물

어보는 질문으로 평가하 다. 5  Likert 척도

(매우 불편함[1 ]∼매우 편리함[5 ])로 

수가 높을수록 근 편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묶음을 사용하 으며 체 

문항의 내 합치도 Cronbach’s α계수는 .907

이다. 

(2)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도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도는 어머니에게 도

서 을 제외한 기타 지역 공공시설(놀이터, 공

원, 체육시설, 의료기 , 공공복지시설 등)에 얼

마나 만족하는지 질문하여 평가하 다. 질문은 

5 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매우 만족하지 않음

[1 ]∼매우 만족함[5 ])로 수가 높을수록 

이용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묶음을 사용하 으며 체 문항의 내 합

치도 Cronbach’s α계수는 .913이다. 

(3) 양육환경 성

양육환경 안정성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환경 으로 얼마나 안 한지 물어보는 문항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등이 있다. 5  Likert 척도(  그

지 않음[1 ]∼매우 그러함[5 ])로 수가 

높을수록 양육환경이 안정한다고 느끼는 정도

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묶음을 사용하 으며 문항의 신뢰도 계수

는 .703이다.

(4) 거주지역 유형

거주지역 유형은 어머니가 재 거주하는 동

네의 지역 유형으로 평가하 다. 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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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차지하는 주택지역과 아 트지역을 더

미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3.2.6 거시체계 변인

마지막으로, 사회  분 기와 신념 등을 포

함하는 거시체계 변인으로 어머니의 사회  지

원 정도와 양육정책의 도움 정도 변인을 사용

하 다. 

(1) 사회  지원

어머니의 사회  지원 정도를 측정하기 해

서 이재림과 옥선화(2001)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 숙(1998)의 사회  지원 척도를 

기 로 한국아동패  연구진인 자체 제작한 척도

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총 13문항, 5  Likert 

척도(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5 ])

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느

끼는 사회  지원 수 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

에서는 문항묶음을 사용하 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943이다.

 

(2) 양육정책의 도움 정도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정책의 도움 정도는 육

아 지원 정책이 우리 사회 반의 출산  양육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향을 미쳤는지 질문하

다. 본 문항은 5  Likert 척도(  향을 

미치지 않음[1 ]∼매우 향을 미침[5 ])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양육 정책의 도

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먼 , 각 변인의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를 실시하

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해 신

뢰도를 측정하 다. 주요 변인에 한 다 공

선성 확인을 한 상 분석 한 실시하 다.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생태학  변인

의 향을 알아보기 해 다 선형회귀분석을 

하 다. 다음으로 생태학  변인군의 상  

향력을 규명하고자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최종 으로 생태학  변인  가

장 향력 있는 측변인을 알아보고자 계

 회귀분석 결과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

인만을 선정하여 단계  다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본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표 2>

와 같다. 먼  연령은 30 (66.5%), 40 (32.3%)

가 다수 으며 학력은 학교 졸업(33.3%), 

문  졸업(31.7%), 고등학교 졸업(30.7%) 

순으로 많았다. 취업 여부는 취업 상태가 263명

(46.9%), 미취업 상태가 296명(53.1%)으로 고

른 분포를 보 다. 주  사회경제  치는 

다수 연구참여자가 간 단계(55.7%)라고 

답하 으며 다음으로 약간 낮은 치(33.0%)

라고 답하 다. 지역규모는 도시(44.2%), 

소도시(36.5%), 읍/면(19.3%) 순으로 많았

으며 거주 지역은 상 으로 고르게 분포되

었다. 



 학령 기 아동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생태학  변인 탐색  243

구분 분류 빈도(N) 비율(%)

연령

20 4 0.7

30 373 66.5

40  181 32.3

50  3 0.4

학력

고등학교 이하 2 0.4

고등학교 졸업 170 30.7

문  졸업 178 31.7

학교 졸업 187 33.3

학원 졸업 24 4.3

취업 여부 
취업 263 46.9

미취업 298 53.1

주  사회경제  치

1~2 22 3.9

3~4 185 33.0

5~6 312 55.7

7~8 40 7.1

9~10 2 0.4

지역 규모

읍/면 108 19.3

소도시 205 36.5

도시 248 44.2

거주 지역 

서울권 59 10.5

경인권 147 26.2

/충청/강원권 85 15.2

구/경북권 84 15.0

부산/울산/경남권 73 13.0

주/ 라권 113 20.1

<표 2>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  배경 
(N = 561)

4.2 주요 변인의 특성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주요 변인들의 평

균을 살펴보면 종속변인인 도서  이용만족도

는 간 정도로 나타났다(M=3.48, SD=1.05). 

다음으로 개인변인을 살펴보면 행복감(M=5.23, 

SD=1.03)과 삶의 만족도(M=3.52, SD=.74)는 

높은 수 을 보 으며 일상  스트 스(M=2.95, 

SD=.60) 한 높은 평균 를 유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시변인인 자녀의 주간 독서시간

을 평균 1.54 시간이었으며(SD=1.04), 언어 수

은 4  이상으로 높은 수 이었고(SD=.96) 

도서  거리상 근편리성은 간 수 이었다

(M=3.47, SD=1.12). 간변인은 자녀 감독

(M=4.84, SD=.34)과 자녀 학교생활 심 정

도(M=4.08, SD=.86)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 

수인 2~3 로 나타났다. 외변인 한 모

두 평균 수 인 3 로 분포하 다. 다만, 거

주 지역 유형은 더미변인으로 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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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종속변인

모 도서  이용만족도 1.00 5.00 3.48 1.05 -0.55 -0.06

개인체계 

모 행복감 2.00 7.00 5.23 1.03 -0.24 -0.46

모 일상  스트 스 1.00 4.00 2.95 0.60 -0.13 0.22

모 삶의 이용만족도 1.00 5.00 3.52 0.74 -0.76 0.52

미시체계 

자녀 독서 시간 0 8.00 1.54 1.04 1.31 3.92

자녀 언어 수 1.00 5.00 4.13 0.96 -1.05 0.49

도서  거리상 근편리성 1.00 5.00 3.47 1.12 -0.49 -0.43

간체계 

모-자녀 상호작용 1.10 4.00 2.18 0.50 0.47 0.16

모 양육스트 스 1.00 4.82 2.41 0.67 0.26 0.27

모 온정  양육행동 1.00 5.00 3.68 0.57 -0.48 1.43

모 통제  양육행동 1.00 5.00 3.58 0.52 -0.39 1.81

모 자녀 감독 3.00 5.00 4.84 0.34 -2.48 6.46

모 학교생활 심 정도 1.00 5.00 4.08 0.86 -0.93 0.86

외체계 

지역사회시설 거리상 근편리성 1.00 5.00 3.05 0.82 -0.08 -0.18

지역사회시설 이용만족도 1.00 5.00 3.08 0.76 -0.15 0.05

양육환경 성 1.13 4.63 3.11 0.51 -0.01 0.10

거주지역 유형: 주택 0.00 1.00 0.17 0.38 1.73 1.01

거주지역 유형: 아 트 0.00 1.00 0.75 0.44 -1.13 -0.73

거시체계 

모 사회  지원 2.15 5.00 3.92 0.54 -0.10 -.017

양육 정책 지원 도움 정도 1.00 5.00 3.56 .90 -0.42 -0.13

<표 3>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N=561)

않는다. 마지막으로 거시변인인 사회  지원과 

양육 정책 지원 도움 정도도 모두 3 로 나타

났다. 왜도는 ±3 미만으로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 으며, 첨도 한 ±10미만으로 정규분

포성 가정을 충족하 다.

4.3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와 측변인 

간의 상 계 

다 회귀분석의 선행분석으로서 어머니의 도

서  이용만족도와 측변인 간의 계를 악

하고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하여 Pearson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변인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들 간의 상

계수가 모두 .80 이하로 나타났으며 VIF가 10 

미만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먼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와 행복감, 일

상  스트 스, 삶의 만족도는 약간 상 계를 보

다. 행복감(r=.15, p<.01)과 삶의 만족도(r=.16, 

p<.01)는 정 인 상 이 있었으며, 일상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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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r=-.12, p<.01)는 부  상 이 있었다. 

다음으로 미시체계 변인 에서는 자녀 독서 

시간(r=.12, p<.01)과 도서  거리상 근편리

성(r=.77, p<.01)이 정  상 을 보 다. 자녀

의 독서시간이 높을수록, 도서 의 거리상 

근이 편리할수록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체계 변인 

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r=.17, p<.01)

는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와 부  계를 

보 지만, 모-자녀 상호작용(r=.10, p<.05), 온

정  양육태도(r=.14, p<.01), 자녀 감독(r=.07, 

p<.1)은 정  계를 보 다. 즉,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가 낮을수록, 자녀와 상호작용이 높

을수록, 온정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생활 감독 수 이 높을수록 도서  이용만족도

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체계 변인인 지역 공공시설 거리상 근 

편리성(r=.53, p<.01),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

족도(r=.60, p<.01), 양육환경 성(r=.29, 

p<.01) 모두 정  상 계를 보 다. 거주지역 

유형인 주택(r=-.08, p<.1)과 아 트(r=.11, 

p<.01) 한 상 을 보 다. 즉, 어머니가 주택

에 거주할수록 도서  이용만족도는 낮아지며, 

아 트에 거주할수록 도서  이용만족도가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변인에서는 어

머니의 사회  지원이(r=-.04, p<.05) 상 을 보

다. 어머니의 사회  지원이 많을수록 도서  

이용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측변인에 

한 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4.4.1 사회인구학  변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의 측변인을 알아보기 하여 사회인구학  

변인으로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 다. 앞서 독립변인 간

의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연구변인 간의 상

계수가 .80 이하이며 VIF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오차항의 

모형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B 표 오차 β

사회

인구 변인

(상수) 1.802 .503

연령  .006 .012  .023***

최종학력  .136 .051  .117

취업 여부 -.034 .088 -.016***

주  사회경제  치  .067 .035  .083*

지역 규모  .191 .058  .137***

종속변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adj.   .042

F 5.938***

Durbin-Watson 2.024

p*＜0.1, p**＜0.05, p***＜0.01

<표 4> 사회인구학  측변인과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다 선형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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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확인하기 해 실시한 Durbin-Watson 

통계량 한 2.024로 2에 근 하여 오차항은 독

립 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 설명력은 4.2%로 나타

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다

(F=5.938, p<.01).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를 측하는 사회인구학  변인은 어머니의 연

령(β=.006, p<.01), 취업 여부(β=-.016, p<.01), 

주  사회경제  치(β=.083, p<.1), 지역 

규모(β=.137,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업일수록, 주

 사회경제  치가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

수록 도서  이용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4.2 개인 변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개인 변인을 알아보기 하여 어머니의 행복

감, 일상  스트 스, 삶의 만족도로 다 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

다. 다 공선성과 오차항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설명력은 2.4%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

었다(F=5.634, p<.01). 개인 변인 수 에서는 삶

의 만족도(β=.080, p<.1)만의 도서  이용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4.4.3 미시체계 변인

다음으로 미시체계 변인인 자녀 독서시간, 

자녀 언어 수 , 도서  근편리성을 투입하

여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는 <표 6>과 같다. 다 공선성과 오차항의 독립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

과, 모형 설명력은 58.7%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다(F=266.661, 

p<.01). 미시체계 변인 수 에서는 자녀 독서 시

간(β=.049, p<.1)과 도서  거리상 근편리

성(β=.760, p<.01)이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4.4.4 간체계 변인

간체계 변인인 모-자녀 상호작용, 양육스

트 스, 온정  양육행동, 통제  양육행동, 자

녀 감독, 학교생활 심 정도로 다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모형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B 표 오차 β

개인

변인

(상수) 2.939 .457

행복감  .057 .061   .055

일상  스트 스 -.088 .085  -.050

삶의 만족도  .142 .080   .099*

종속변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adj.   .024

F 5.634***

Durbin-Watson 2.038

p*＜0.1, p**＜0.05, p***＜0.01

<표 5> 개인변인과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다 선형회귀분석



 학령 기 아동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생태학  변인 탐색  247

모형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B 표 오차 β

미시

변인

(상수) .791 .153

자녀 독서시간 .049 .028  .049*

자녀 언어능력 .031 .031  .028

도서  근편리성 .715 .026  .760***

종속변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adj.     .587

F 266.661***

Durbin-Watson   2.075

p*＜0.1, p**＜0.05, p***＜0.01

<표 6> 미시체계 변인과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다 선형회귀분석

모형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B 표 오차 β

간

변인

(상수) 2.795 .788

모-자녀 상호작용  .075 .102  .035

모 양육스트 스 -.202 .077 -.129***

모 온정  양육행동  .103 .100  .056

모 통제  양육행동 -.027 .089 -.014

모 자녀 감독  .163 .132  .052

모 학교생활 심 정도 -.017 .052 -.014

종속변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adj.    .027 

F  3.543***

Durbin-Watson  2.028

p*＜0.1, p**＜0.05, p***＜0.01

<표 7> 간체계 변인과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다 선형회귀분석

다 공선성과 오차항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2.7%이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다(F=3.543, 

p<.01). 간체계 변인에서는 양육스트 스(β

=-.129, p<.01)가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4.5 외체계 변인

지역사회 변인인 외체계 변인으로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 구체 인 결과는 <표 8>

에 제시하 다. 다 공선성과 오차항의 독립성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

명력은 36.3%이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다(F=64.928, p<.01). 외체계 변인에

서는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도(β=.534, p<.01)

와 거주지역 유형(아 트)(β=.127, p<.05)이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

으로 악되었다. 지역 공공시설에 만족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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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B 표 오차 β

외

변인

(상수) .555 .251

지역 공공시설 근편리성 .048 .085  .037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도 .736 .089  .534***

양육환경 성 .079 .079  .038

거주지역 유형(주택) .228 .153  .082

거주지역 유형(아 트) .308 .136  .127**

종속변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adj.    .363

F 64.928***

Durbin-Watson  1.973

p*＜0.1, p**＜0.05, p***＜0.01

<표 8> 외체계 변인과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다 선형회귀분석

아 트에 거주할수록 도서  이용만족도가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4.4.6 거시체계 변인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변인인 어머니의 사회  

지원과 양육정책 지원의 도움 정도를 투입하여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

은 1.0%이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

었다(F=3.864, p<.05). 구체 인 결과는 <표 9>

와 같다. 어머니의 사회  지원(β=.108, p<.05)

만 유의한 정  향을 보 다. 즉, 어머니가 사

회  지원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도서  이용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4.5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측변인에 

한 계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측

변인을 악하기 하여 생태학  모델을 기반

으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계  

회귀분석의 구체 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

다. 

모형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B 표 오차 β

거시

변인

(상수) 2.834 .370

사회  지원  .212 .083  .108**

양육정책 지원의 도움 정도 -.053 .049 -.045

종속변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adj.   .010

F 3.864**

Durbin-Watson 2.015

p*＜0.1, p**＜0.05, p***＜0.01

<표 9> 거시체계 변인과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다 선형회귀분석



 학령 기 아동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생태학  변인 탐색  249



25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7권 제1호 2023

사회인구학  변인들로 구성된 모형 1에서

는 어머니의 최종학력(β=.117, p<.01)과 주

 사회경제  치(β=.083, p<.05), 지역 규

모(β=.137, p<.01)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2%로 악되었다. 

모형 1에 의하면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높을수

록, 주  사회경제  치가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도서  이용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는 어머니 개인 변인이 추

가 으로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설명력은 1.9% 

증가하 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6%로 악되

었다. 모형 2에서는 어머니의 최종학력(β=.100, 

p<.05)과 지역 규모(β=.138, p<.01)가 유의한 

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미시체계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8.9%으로 모형2보다 52.8% 

증가하 다. 지역 규모(β=.047, p<.1), 어머니

의 삶의 만족도(β=.071, p<.1), 도서  근편

리성(β=.748, p<.001)이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 수 에서는 지역 규모

가 클수록,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도서  물리  근성이 높을수록 도서  이용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형 4에서는 간체계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8.6%이다. 모 행복감(β=.000, 

p<.1), 도서  근편리성(β=.746, p<.01)이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5에서는 지역사회 변인인 외체계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64.8%으로 모형 

4보다 설명력이 6.4% 증가하 다. 모형 5에서는 

자녀의 독서시간(β=.065, p<.1), 도서  근

편리성(β=.706, p<.01), 지역 공공시설 근편

리성(β=-.374, p<.01),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

족도(β=.484, p<.01), 주택 거주 여부(β=.072, 

p<.1), 아 트 거주 여부(β=.091, p<.05)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6에서는 거시체계 변인을 투

입한 결과 설명력은 65.1%가 되었으며 0.3% 증

가하 다. 생태학  변인들을 종합 으로 살펴

본 결과 어머니 연령(β=.044, p<.1), 자녀 독서

시간(β=.073, p<.01), 도서  편리성(β=.706, 

p<.01), 지역 공공시설 편리성(β=-.381, p<.01),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도(β=.490, p<.01), 거

주지역 유형(아 트)(β=.085, p<.1), 양육정책 

도움 정도(β=-.050, p<.1)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 공공시설 근편리성과 양

육정책 도움 정도는 부  상 을 보 으며, 나머

지 변인에서는 정  상 을 보 다. 

4.6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측변인에 

한 단계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한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단계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계  회귀분석을 통

해 향이 미치는 것으로 악된 어머니 연령, 

자녀 독서시간, 도서  편리성, 지역 공공시설 

거리상 근편리성,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도, 

거주지역 유형(아 트), 양육 정책 도움 정도

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  다회귀분석을 

용하 다.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 다. 

모형은 65.4%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으로 도

서  근편리성(β=.708, p<.01), 지역 공공시

설 이용만족도(β=.486, p<.01), 지역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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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B 표 오차 β

연구

변인

(상수)  .603 .156

도서  거리상 근 편리성  .666 .031  .708***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도  .670 .066  .486***

지역 공공시설 거리상 근편리성 -.451 .066 -.351***

자녀 독서 시간  .069 .026  .068***

양육 정책 지원의 도움 정도 -.064 .030 -.054**

종속변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adj.     .654

F 212.592***

Durbin-Watson   2.017

p*＜0.1, p**＜0.05, p***＜0.01

<표 11>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 측변인 단계  회귀분석

근편리성(β=-.351, p<.01), 자녀 독서시간

(β=.068, p<.01), 양육 정책 지원의 도움 정도

(β=-.054, p<.05) 순으로 어머니의 도서  이

용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

되었다. 아 트 거주 여부와 어머니의 연령은 

최종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도서

이 가까워 방문하기 편리할수록, 지역 공공

시설에 한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독서시간이 길수록 1학년 아동 어머니들의 도

서  이용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만, 

도서 을 제외한 다른 지역사회 시설 근이 

편리하고, 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육정책이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도서  이용만족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변화를 겪는 

학령 기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를 측

하는 변인을 찾고자 하 으며, 도서  이용만

족을 둘러싼 복잡하고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고

자 생태학  근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를 끌어

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주는 사회인구학  변인은 연령, 취업 여부, 주

 사회경제  지 , 지역 규모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미취업인 경우, 주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도서  이용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어머니의 개인 변인으로는 삶의 만족

도가 높을수록 도서  이용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도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확인한 국

내․외 선행연구(장아리, 손여림, 황연숙, 2008; 

표순희, 고 만, 심원식, 2011; Gordon, Moore, 

& Gordon, 2003; Sin & Kim, 2008)와 맥락

과 부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

이 높을수록 이용만족도가 높았지만, 일부 선

행문헌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 이 부분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순희 외,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  이용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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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용자를 상으로 홍보와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실천  함의

를 제안한다면 도서 에서 다양한 연령 가 즐

길 수 있고 직장-육아를 병행하는 어머니와 

소득층을 한 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한다면 

반  도서  이용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

인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하여 작은 도서

과 이동식 도서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다양한 이용자의 도서  만족도를 상승시킬 것

으로 본다.

둘째, 도서  이용만족도를 측하는 미시체

계 변인으로는 자녀의 독서시간과 도서 의 

근편리성이었다. 독서시간이 도서  이용만족

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

려졌지만(권나 , 송경진, 2014), 본 연구에서 

밝 낸 자녀의 독서시간이 어머니의 도서  이

용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새로운 연구결과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독서와 도서 이 상호 

하게 엮여 있다는 암묵  사실을 실증 으로 보

여  결과이다. 이에 도서 의 반 인 만족도 

상승을 해서는 학부모와 아동 이용자의 독서 

습 을 형성하고, 독서환경에 향을 주는 도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단순

히 도서  정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반

인 책 련 문화를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해서는 책이 생산(출 )되고 축 (도서

)되며 소비되는(독서) 다양한 활동 들이 긴

하게 연결되어 책 련 문화가 성장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정윤희, 2019). 다음으로 도서

의 물리  근성이 도서  이용만족도를 높

이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는

데(김선애, 권나연, 2020; 신선아, 2021; 장덕

, 2020; 정유경, 박성희, 권선 , 김보일, 구정

화, 2021), 이번 연구에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

다. 따라서 도서 의 이용만족을 해서는 작은 

도서 처럼 근성이 편리한 도서 을 설립하

고 상호 차 서비스와 같은 근성을 높이는 도

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극 인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셋째, 간체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높을수록 

불안감과 우울감도 높으며, 자녀에게 보이는 양

육행동이 부정 이기 때문에(김근혜, 2019; 조

다은, 2022)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와 부정  양

육행동이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도서 에 한 

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에서는 양육스트 스 외에는 다른 부모-자녀 

련 변인은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

을 주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추후 연구

를 통해 면 하게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체계에서는 지역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와 아 트 거주가 어머니의 도서  이용

만족도 측변인으로 악되었다. 지역 공공시

설 이용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놀이터, 공원, 체

육시설과 같은 생활 착형 공공시설이 조성되

어 있어 지역 시민들이 이용에 만족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수  높은 공공시설이 구축된 지

역에서는 다른 시설과 더불어 도서  운  

리 수  한 높을 것으로 측되어 이 둘 간의 

정 인 계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결과는 지역 공공시설이 편리하고 도서 에 

가까울수록 도서  만족도가 높았던 박형 과 

연구진(201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도서  정책은 지역사회 정책 차원에서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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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을 시사한다. 한 아 트의 거주하는 어

머니가 그 지 않은 어머니보다 도서  만족도

가 높았는데, 아 트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은 단

지 내에 설립된 작은도서 와 같이 도서  근

성이 상 으로 용이하며(김진성, 성진욱, 양

유 , 2018), 아 트의 양육 환경이 그 지 않은 

거주지역보다 안 하고 쾌 한 것(이다은, 서원

석, 2021)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거시체계 변인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  지원이었다. 선행연구에서 개인이 느끼

는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고 

삶에 해 만족스러운 경향을 보여 도서  서비

스도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본다(박 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임효 , 김경신, 2001).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  지지나 양

육 정책 등도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의 

측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새로운 

결과이다. 이에 도서  정책이나 로그램을 

계획․운  할 때 어머니가 충분히 사회  지

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머니 이용자들

이 즐겁게 도서 에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의 생태학  변

인군의 상  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시체계 변인들이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

도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 으며 다음으로 

외체계 변인군, 사회인구학  변인군, 개인 변

인군, 간체계 변인군이었으며 외체계 변인이 

가장 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미시체계 변인들은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

도에 가장 인 한 수 의 환경으로 직 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

는 도서 과 자녀 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하

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도

서 이 물리  근성을 포함한 내부 요인의 개

선과 함께 아동의 독서 환경과 독서 습 이 

정 으로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어

머니의 도서  이용만족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외체계 

변인이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에 향을 주

었다. 외체계란 개인이 직 으로 향을 받지 

않으나 간 으로 향을 주고받는 큰 환경을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서  주변 시설과 

근편리성 그리고 이용자의 주거 유형을 외체계 

변인으로 분류하 다. 실제로 도서 처럼 공공

시설은 주변의 시설과 함께 발 하기 때문에 주

변 공공시설과 함께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세워

야 하며 이용자의 주거지 환경 한 도시계획 

일부라고 볼 수 있다(원종 , 안건 , 2010; 이

지원, 유기윤, 김지 , 2019). 

어머니의 도서  만족도에 향력을 시사한 

변인들을 종합 으로 정리하면, 도서  근편

리성,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족도, 지역 공공시

설 근편리성, 자녀 독서시간, 양육정책 지원

의 도움 정도이다. 이  지역 공공시설 이용만

족도와 양육정책의 지원 정도는 다 회귀분석

에서는 향력이 악되지 않았지만, 사회문화

 에서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내기 어려웠던 

변인들을 찾아내어 도서  인근 지역 가족 구

성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측요인을 발견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지역 공공시설 

근 편리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

족도는 낮았다. 어머니들이 도서 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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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원, 문화시설 등의 도서  체시설

을 찾아 이용하는 것으로 악되어 도서 의 

만족도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

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질  근을 통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

로 국가나 사회의 양육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도서  이용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악되었다. 이러한 배경 

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양

육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북스타트 책지원 등 다른 양육서비스를 이용한 

가능성이 커 상  도서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측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변인 군의 

측요인을 선정하 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객

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주 을 최 한 배제

하고자 하 으나 연구변인의 선정 과정에서 연

구자의 주  단이 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생태학  연구에 최 인 

다양한 도구변수를 가지고 있는 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하지만 페 데이터의 특

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단일 리커트 

문항을 측변인으로 선택하 으며 수치형 변

수로 가정하고 분석하 다. 회귀분석에서의 단

일 리커트 문항 척도는 수치형 변수인지 범주

형 변수인지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Carifio 

& Perla, 2007),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생태학

 연구에서 수치형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참

고하여 활용하 다(류진아, 김 웅, 2004; Zapri, 

2007; Zhuang et al., 2021). 나아가 패 데이

터의 설문지는 도서  이용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설계된 설문지가 아닌 한계로 인하여 도

서  이용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 을 때 가

장 한 변인은 ‘도서  근편이성’이었다. 

한, 본 패 자료는 2015년에 조사되었는데, 

그 이후로 도서  3백여 개가 증설되었으므로, 

최근에는 도서  이용만족도의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측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어머니

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지만, 재 아버

지와 조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이 주 양육자

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

세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양육자의 이용만

족을 조사하는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 연구로서 어머니의 도서  이용만

족도 요인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에서 발견한 측요인을 질 연구방법으로 깊

이 있게 고찰한다면 본 연구결과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설명한 제한 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도서  이용자의 만족과 련하여 오랫동

안 학술 ․실무 으로 요시되어온 도서

의 내부요인에 반해 상 으로 평가되어왔

던 도서 의 외부요인이 도서  이용만족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도서  이

용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 으로 

악하여 도서 의 이용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 으며, 도서 의 필요성이 두되

는 사회에서 도서  정책수립에 실천  함의를 

제공하고 발  가능성 있는 도서  운 방안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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