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도서  출권수의 종단  분석*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Number of Checked-out Books Using Latent
Growth Model and Growth Mixture Modeling

박 희 진 (Heejin Park)**

박 성 재 (Sungjae Park)***

목  차

1. 서 론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론

4. 분석결과

5. 논의  결론

 록

본 연구의 목 은 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도서  이용의 지표 의 하나인 

출권수의 통계  분석을 해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용하 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4년

부터 2019년까지의 공공도서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846개 도서 을 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출권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감소세는 차 완화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출권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 장서수와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가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혼합모형을 용하여 분석된 

5개의 계층들에서 사서수의 증가는 감소 계층에 비해 증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ngitudinally analyze impact factors on library use. One of library use 

indicators, the number of circulated books was statistically analyzed with latent growth model and growth 

mixture model. Library data from 2014 to 2019 were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nd 846 public libraries were analyzed. As results, the number of circulated books were decreased, but 

it was tempered. Next, with controlling the factor affecting the dependent variable, the size of collection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reading programs provided by public librar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5 classes were identified by applying the growth mixture model, and the number of librarian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rajectory class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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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용자는 도서 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에 한 문제는 도서  연구자에게 주요 연구

과제 의 하나이다. 특히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 의 하나인 도서의 이용은 

출권수라는 지표로 측정이 되고 있다. 출권

수는 2007년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을 통해 도

서 의 통계정보가 체계 으로 수집되기 시작

할 때부터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로 도서  

이용을 나타내는 표 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출권수를 기반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도서  공 의 효과성 

연구(이학 , 이용 , 2019), 교육문화 로그

램 효과(이혜윤, 이지연, 2014), 출권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박성재, 2022)을 분석한 연

구들이 수행되었다. 한 공공도서  통계정보

를 활용하여 일반 인 변화의 추이를 분석한 

연구(김 석, 2021; 이용구, 김선아, 2021)도 수

행되었다. 

이 듯 출권수는 도서  이용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가도서 통

계시스템에 수집된 도서  통계가 가진 종단  

속성을 이용한 분석은 많지 않다. 시계열  분

석을 시도한 이경진(2020)의 연구나 잠재성장

모형을 용한 박성재(2022)의 연구가 있지만 

이들 연구는 각각이 가진 한계 으로 인해 

출권수와 련 변인들의 계를 완 히 규명하

지 못했다. 출권수는 ‘ 출된 책의 수’라는 의

미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지 성장의 척도이자 

문화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출은 근  공공도서 의 

역사를 변하는 요한 도서  활동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윤희윤, 2020). 

이러한 출권수가 갖는 의미와 가치로 국 

도서  운 평가에서 출권수는 요한 평가

항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단 도서 은 

출권수를 높이기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

지만 독서인구의 감소는 도서  출률의 하락

을 가져왔다. 최근의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

육 부, 2021)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

서율은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다. 독서율 하

락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매체의 발달이 거

론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그 탓을 하는 것은 

독서와 출의 의미를 부인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도서 의 가치와 출의 의미를 되새기

는 차원에서 출권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

안에 한 고민은 사서의 책무 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  출권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툴로 개발된 잠재성장모형을 

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박

성재(2022)의 연구의 결과는 2015년 시 에서

의 도서  환경, 를 들면 장서수, 사서수, 자

료구입비 등이 성장궤 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그러나 이들 변수는 고정된 값이 아니

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라는 

에서 이러한 변수의 특징이 분석에 반 될 필

요가 있다. 한 잠재성장모형의 핵심 개념 

의 하나는 분석 상이 되는 사례 각각이 성장

궤 을 갖게 되고 이들 궤 을 바탕으로 체 

사례의 성장궤 이 추정된다. 그 지만 하나의 

성장궤 에는 다양한 성장궤 이 포함되어 있

다는 에서 요 유형을 구분해내는 것은 성

장의 의미를 정확하고 구체 으로 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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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출권수가 갖는 의미를 좀더 면 히 살펴

으로써 출권수와 독서율 하락의 문제를 짚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체 으로 공공도서 의 출권수가 

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도서 이 

있다는 에서 이들 도서 과 감소하는 도서

의 특성을 분석하 다. 통계  분석방법으로 잠

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용하 고 이들 

모형 분석을 해 표 인 통계 분석 도구 

의 하나인 M-Plus7을 사용하 다. 

 

2. 선행연구

2.1 도서  통계 데이터 기반 이용 분석 연구

그동안 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다양한 에서 조사, 분석하여 향후 도서

 이용증진을 한 정책이나 서비스 방안 수

립을 한 의미 있는 시사 을 제시하고자 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공공도서 의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서  

이용요인을 조사, 분석한 연구들을 심으로 

도서  이용을 측정하는 지표와 도서  이용에 

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해 사용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최희곤(2009)은 2008년 한국도서 회의 

한국도서  연감을 토 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서울지역 55개의 공립 공공도서 을 

상으로 도서 의 연간 이용자 수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조사하 다. 도서 의 연간 이용

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크게 5가지의 인 측

면, 장서측면, 산측면, 행사측면, 기타측면으

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선정하 다. 독립변수는 총 12개로 

인 (사서 수, 도서  체직원 수), 장서(장서 

수, 연간 증가 책수), 산(연간 자료구입비 

산, 연간 도서  체 산), 행사(문화 로그

램 실시회수, 도서   독서 련 로그램 실

시회수)와 기타(좌석 수, 도서 연면 , 개

일수, 개 경과년도 등)를 기 으로 이용자 수

와 상 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공공도

서 의 좌석 수가 도서  이용자 수에 가장 큰 

상 계를 보 으며, 건물연면 과 사서 수 

한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좌석 수가 도서 의 

이용자 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나 , 송경진(2014)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  이용이 이용자 개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이용하고 있는 개별 도서 의 서비스 

자원 투입  산출, 거주하고 있는 기   역 

지방자치단체의 크기와 도서  투자와의 향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013년 

국가도서 통계 분석과 함께 18세 이상 일반 

성인 1,000명을 상으로 웹 설문을 통해 성인 

개인의 인구 사회학  특성과 도서  이용 

황을 조사하 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성인들

의 공공도서  방문은 인구가 많은 도시 지

역에 거주하는 독서량이 많은 개인이 일상 으

로 쉽게 근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새로 건립

된 공공도서 이 있을 때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  자원의 확보정도

가 장서나 시설 련 요인보다는 도서  이용

에 있어서 보다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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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2016)는 공공도서 의 산과 도서

 이용과의 계를 악하고자, 부산 역시 공

공도서  31개 을 상으로 국가도서 통계시

스템으로부터 확보한 2013년 통계 데이터를 사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도서  이용에 한 

변수는 연간 도서  방문자수와 연간 출자료

수의 합을 사 상 인구로 나  값과 연간 도

서  방문자수와 연간 출자료수의 합을 도서

회원등록자수로 나  값을 사용하 다. 도서

 이용과의 계에서 산 련 변수 산출을 

해서는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곱한 값의 루트 

값인 총비용지수(Total Funding Indicator, 이

하 TFI) 개념을 사용하 다. 연구 결과, 도서

 총비용지수와 도서  이용 사이에는 향 

계가 있으며, 도서 의 산이 증가할수록 

도서  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진(2020)은 2018년 공공도서  통계데

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도서  방문자 수  자

료실 이용자 수에 미치는 향요인을 log-log 

회귀모형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도서

의 하드웨어  요소라 할 수 있는 책, 자료, 시

설 등보다는 소 트웨어  요소인 문화 로그

램, 이용자 교육, 행사, 산, 회원수, 개 시간, 

건물 스타일과 노후도, 동아리활동 등이 도서

 이용에 향을 끼치고 있음을 악하 다. 

이는 통 인 도서 의 주된 기능이었던 정보

의 장   에서 요하게 생각되었

던 장서수나 좌석수 등의 요소를 넘어 재는 

문화 혹은 평생교육 로그램, 도서  운 , 이

용자활동 등의 차원에서 다양하고 복합 인 요

소들이 도서  이용에 향을 주고 있음을 시

사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도서  이용에 한 

다양한 요인들을 악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상을 특정 지역이나 시 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도서 에서 의사결정과 

정책 마련을 해서는 분석의 상을 보다 확

하고 분석 기간 한 다년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2 종단  분석 연구

종단연구는 동일한 연구 상을 장기간 추  

찰하여 분석하는 연구로 주로 성장․변화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를 측하는 방법으

로 활용된다. 종단연구는 연구 상이나 연구

상이 지닌 특정한 속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악하고, 련 변인과의 연 성을 분석함으로

써 변화에 있어 련 변인이나 인과 계를 규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 상의 속성을 

의도 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어떤 방향으

로, 어떻게 시도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  의사

결정”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19). 따라서 도서  이용에 

한 종단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

는 과정뿐 아니라, 도서  이용을 둘러싼 여러 

측면을 체계 으로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향

후 변화를 망하고 한 처방안을 마련하

는 데 효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  분석을 수행한 최근 

연구들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경진과 송명규(2020)는 2014년부터 2019

년까지 공공도서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공

공도서  이용자 규모에 미치는 향요인을 시

계열 으로 분석하 다. 단계별 방식의 log-log

회귀 방식을 통해 분석하 으며, 각 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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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 회귀계수들과 그 변화 추이를 심으로 

결과를 해석하 다. 회귀분석은 6년 기간의 

자료실 이용자 수와 방문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에 한 시계열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이용자 규모에 있어서 문화  도서 

로그램, 시설 규모 련 요소들이 장서  연

속간행물 등의 자료 요소보다 향력이 크고 

지속 임을 확인하 다. 이는 도서 의 역할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통 인 기능

이었던 일반 도서와 간행물에 한 근 서비

스가 인터넷으로 체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

며, 향후 도서 의 산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구와 김선아(2021)는 2007년부터 2020

년까지 공공도서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우

리나라 공공도서 의 변화 추이와 황을 분석

하 다. 14년간의 공공도서 의 도서  면 , 

좌석 수, 설비  시스템 구축 심으로 연도에 

따른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인구수

와 1인당 GDP 등 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공

도서 은 양 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배 가까이 증가하 으며, 공공도서 의 양  

증가는 1인당 GDP  인구수와 매우 강한 상

계를 보 다. 공공도서 에서 지자체 소속 

탁 운  공공도서 의 비율은 2007년과 비교

하여 2020년에는 18.8%에서 25.1%로 상승하

다. 공공도서 의 부지면  한 도서 마다 

차이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넓어

지는 추세를 보 다. 건물 연면 은 교육청 소

속 도서 이 지자체 소속 도서 보다 더 넓으

며, 시간에 따라  넓어지는 추세를 보 다. 

지자체 소속 도서 의 건축 연면 은 다소 감

소하 다. 모든 도서 에서 도서 의 총 좌석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 열람석과 노인 

 장애인 열람석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 의 시설을 심으

로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 추이를 분석함으로

써,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발  양상을 개

으로 제시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종욱, 강우진, 박 규(2021)의 연구에서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된 도서의 순 가 공공

도서 에서의 평균 출 건수에 미치는 향을 

종단분석 방법의 하나인 패 분석을 통해 조사, 

분석하 다. 문화 빅데이터 랫폼에서 국립

앙도서 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2018년부

터 2019년까지 총 104주 기간의 분석 상 도서 

179권에 하여 공공도서  출 데이터 세트

를 생성하고, 같은 기간의 YES24 웹사이트 주

간 베스트셀러 목록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 다. 

선형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

을 통해, 공공도서  출과 베스트셀러 도서 

순  간 계를 비교, 분석하 으며 고정효과

모형이 분석에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을 기반으로 한 순  데이터 결측

값을 분석한 결과, 47주 미만인 179권의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 가 한 단계 내려가면 공공도서

에서의 해당 도서 평균 출 건수가 유의미

한 수 에서 감소함을 악하 다. 도서의 내

용분류에 따라 베스트셀러 순 가 도서 평균 

출 건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종단분석을 통해 베스트셀러 순 가 

사람들의 도서  출행태에 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여주며, 공공도서 에서 이용자 요구 

악과 장서 개발 정책 수립에 있어, 베스트셀러 

목록 등 사회문화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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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하 다. 

박성재, 한상우, 조세홍(2018)은 도서 의 성

과를 측정하기 해 잠재성장모형을 용하

다. 도서 시스템에 축 된 이용자의 출데이

터는 이용자의 출활동에 한 기록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출양상을 보여주는 데이터이

다. 서울 소재 공공도서  한 곳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의 상으

로 하 다.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값은 4.19, 변화율은 

0.24로 나타나 출률이 지속 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조건모형에서는 여성의 기값이 남성보다 높

았지만 변화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성

장궤 을 4개의 계층으로 나 었을 때 출이 

격히 증가하는 계층에서는 10세 미만의 어린

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격히 감소

하는 계층에서는 10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10세 미만의 등학생들이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되면서 출량이 떨어진 것으

로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잠재성장모형을 

문헌정보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박성재(2022)는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  통계를 이용하

여 출권수의 성장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

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데이터를 이용

하여 출권수의 성장궤 을 잠재성장모형을 

용하여 분석하 다. 출권수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경 의 형태, 장서수, 사서수, 자료

구입비, 독서 로그램수를 사용하 다. 잠재성

장모형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서 의 

출권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성장궤 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로 어린이도서 이, 장서수가 많은 도서 이, 

로그램을 많이 운 하는 도서 이 2015년 출

권수 기값이 높게 나타났다. 변화율에 향

을 미치는 변수는 자료구입비로 출권수의 감

소세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종단  특성을 가진 도서  련 자

료를 분석한 연구에서의 특징은 다양한 통계

인 기법이 용되고 있다는 이다. 이경진과 송

명규(2020)는 log-log 회귀분석을, 이종욱, 강

우진, 박 규(2021)는 고정효과모형을, 박성재, 

한상우, 조세홍(2018)의 연구와 박성재(2022)

의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용하 다. 특히, 

데이터의 종단  성격을 분석하는데 가장 합

한 잠재성장모형이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은 고무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성장모형이 제한 으로 

사용되었고 출권수의 의미를 제 로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도서  출권수 분석연구를 진행하 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제공

하는 공공도서  데이터의 종단  속성을 이용

하여 도서  이용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

서  이용의 요한 지표 의 하나인 출권

수의 변화의 종단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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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공공도서  출권수는 연도

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성장 궤 을 보이

는가?

∙연구문제 2.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

는 출권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가?

- 연구문제 2.1 장서수는 출권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2 자료구입비는 출권수 변화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3 결산은 출권수 변화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4 독서 로그램수는 출권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5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는 

출권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출권수 변화에 따라 잠재계

층을 측하는 향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1 운 주체는 잠재계층 측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2 탁여부는 잠재계층 측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3 어린이도서  여부는 잠재계

층 측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4 정규직 사서수는 잠재계층 

측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3.2 데이터 수집 방법

3.2.1 분석 데이터 세트 구성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이용을 나타내는 지표

로 도서  출권수를 사용하 다. 국내 공공도

서 의 출권수 정보는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에서 획득이 가능한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 의 형태변인, 투입자원 

변인, 로그램 변인에 한 정보를 함께 제공

하고 있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은 2007년부

터 국내 도서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2013년까지의 수집 데이터와 2014년부터의 데

이터 간의 차이가 있다는 에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의 자료를 사용하 다(이경진, 송명

규, 2020). 한 본 연구의 목  의 하나가 도

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

이라는 에서 코로나 팬데믹 인 2019년까지

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해 일부 도서 은 서비스를 단하거나 제한

인 이용만이 가능했다는 에서 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

하고자 하는 이용요인 연구를 제약한다는 에

서 2019년까지의 데이터만을 사용하 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2014년부터 2019

년까지의 공공도서  데이터를 내려받았다. 종

단데이터 구축을 한 단 도서 별 데이터를 

수집해야한다는 에서 도서 별 식별자를 생

성하 다. 2019년 데이터에서 식별자로 사용된 

도서 코드를 도서 명을 기 으로 2014년부

터 2018년 데이터에 연결하 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5개 도서 이 발견되

었고 해당 도서 의 코드에 한 수정작업을 

수행하 다. 

3.2.2 분석 상 도서  선정

2019년에 공공도서 으로 등록된 1,134개 도

서 을 기 으로 연도별 데이터를 수집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잠재성장모형은 기값, 즉 

연구시작 지 의 데이터가 요하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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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개 한 218개 도서 을 제외하

다. 2014년에 개 한 도서 의 경우, 1년 동안의 

도서  이용정보나 산 등이 개 이라는 특수

한 상황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에서 2014년에 

개 한 67개 도서 을 데이터 세트에서 삭제하

다. 한 2014년 출권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도서  1곳과 종속변수의 정규성 제

약을 충족하기 한 이상치 제거 과정에서 2개 

도서 을 제거하 다. 따라서 1,134개 도서  

에서 288개 이 데이터 세트에서 제거되었

고 최종 846개 도서 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3.2.3 분석에 포함된 변수

본 연구에서 도서  이용을 측정하기 한 지

표로 출권수를 사용하 다. 도서 별 출권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변화에 

따라 도서 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 다. 출권수는 최솟값이 0권, 최댓값

이 1,130,485권으로 그 차이가 커서 잠재성장모

형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잠재성장모

형은 데이터의 분산을 이용한 통계  검증이라

는 과 데이터에 동일한 값의 사칙연산을 수행

해도 분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서 출권수

의 1/1,000 값을 사용하 다. 

도서  출권수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기 해서 본 연구는 장서수, 자료구

입비, 결산, 독서 로그램수, 독서 로그램 참여

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장서수와 자료

구입비, 결산은 출권수와 마찬가지로 최솟값

과 최댓값의 차가 크다는 에서 1/10,000값을 

사용하 고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는 1/1,000의 

값을 사용하 다.

출권수의 성장궤 을 변화의 형태에 따라 

유형으로 나 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기 해

서 경 의 형태 변인과 정규직 사서수를 사용하

다. 경 의 형태 변인은 설립주체, 운 방식, 

도서 유형으로 구분된다. 설립주체는 도서  

설립  운 의 주체를 의미하며 수집된 데이터

는 교육청, 지자체, 사립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

립의 경우에는 14개 도서 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구분에 따른 성장궤

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에서 결측

치로 처리하 다. 한 연구기간인 2014-2019년 

사이에 운 주체가 사립에서 지자체로 바  1건

에 해서도 운 주체를 결측치로 처리하 다. 

운 방식은 직 과 탁으로 구분되며 7개 

도서 이 직 에서 탁으로 혹은 탁에서 직

으로 운 방식이 변경되었다. 연구기간 간

에 운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에서 해당 도서

의 운 방식을 결측치로 처리했다. 도서  유

형은 어린이도서 인지 일반도서 인지에 한 

변수로 연구기간 동안에 유형이 변경된 4개의 

도서 을 결측치로 처리하고 분석을 수행했다. 

4. 분석결과

4.1 데이터의 일반  특성

2014-2019년 종단분석을 해 사용된 총 846

개 도서 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운 주체에 

따라 분석했을 때, 교육청 소속 도서 은 228개

이고 지자체는 603개 으로 지자체 도서 이 

체의 71.3%를 차지하 다. 운 방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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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 수( ) %

운 주체

교육청 228 27.0

지자체 603 71.3

사립 14 1.7

결측치 1 0.1

체 846 100.0

운 방식

직 688 81.3

탁 151 17.8

결측치 7 0.7

체 846 100.0

도서 유형

일반 766 90.5

어린이 76 9.0

결측치 4 0.5

체 846 100.0

지역

서울 118 13.9

부산 31 3.7

구 24 2.8

인천 39 4.6

주 17 2.0

23 2.7

울산 13 1.5

경기 191 22.6

강원 47 5.6

충북 37 4.4

충남 53 6.3

북 53 6.3

남 60 7.1

경북 60 7.1

경남 58 6.9

제주 21 2.5

세종 1 0.1

체 846 100.0

<표 1> 분석 상 도서 의 기술통계량 

서는 직  도서 이 688개 으로 체의 81.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탁

도서 은 151개 (17.8%)으로 나타났다. 도서

 유형에 있어서는 일반도서 이 766개 으

로 90.5%를, 어린이도서 이 76개 으로 9%

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 의 지역  분포는 경

기 지역의 도서 이 191개 (22.6%)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울 

118개 (13.9%), 남 60개 (7.1%), 경북 60

개 (7.1%) 순으로 나타났다. 

4.2 변수의 정규성 검정

종단 데이터를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을 수행



5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7권 제1호 2023

하기 한 조건 의 하나는 성장궤 을 추정

하고자 하는 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성장궤 은 

출권수라는 에서 연도별 출권수의 정규

성을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통계량의 

값이 각각 3미만, 10미만일 때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김수 , 2016). 2014년

부터 2019년까지의 출권수의 정규성 검증을 

한 통계량을 측정한 결과, 2014년 출권수의 

왜도 통계량은 7.822, 첨도의 통계량은 118.829

로 나타나 기 을 만족하지 못했다. 출권수

의 빈도분포에서 이상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상

치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규성 검증을 

진행했다. 지나치게 높은 출권수를 보이는 

두 개의 도서 을 제거했을 때 2014년 출권

수가 정규분포 기 을 따르게 되었다. 연도별 

출권수의 정규성 검정을 한 기술통계량의 

최종 결과는 <표 2>와 같다. 

4.3 출권수의 성장모형

4.3.1 모형의 합도 

출권수의 성장궤  분석을 한 잠재성장

모형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합한 모형을 찾

는 것이다. 잠재성장모형은 다양한 모델(무변

화, 선형변화, 비선형변화, 분할변화 등)을 통

해 성장궤 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상 변수의 성장궤 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의 선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는 출권수의 성장궤 을 분석하기 해 무변

화, 선형변화, 비선형변화 모델을 용하 고 

비선형모형으로 2차함수 모형을 용하 다. 모

형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비교를 해 과 자유도(df)를 이

용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무변화 

모형보다 선형변화 모형이, 선형변화 모형보다 

비선형변화 모형이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사 합도 지수를 이용한 합도 검증에서도 

년도 도서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2014 846 145 1,130,485 150,054.956 146,013.642 1.744 4.223

2015 846 348  949,574 139,746.358 135,430.473 1.660 3.445

2016 846 0  810,565 130,037.473 125,801.117 1.625 3.153

2017 844 0  796,728 122,533.854 121,461.268 1.861 4.563

2018 846 0  799,140 119,529.881 117,424.156 1.802 4.273

2019 846 0  859,922 118,045.082 116,993.311 1.905 5.131

<표 2> 출권수의 기술통계량 

모형  df CFI TLI SRMR RMSEA

무변화  1297.650*** 19 0.873 0.900 0.059 0.282

선형변화   258.368*** 16 0.976 0.977 0.018 0.134

비선형변화    58.502*** 12 0.995 0.994 0.010 0.068

*p<0.05, **p<0.01, ***p<0.001

<표 3> 출권수의 잠재성장모형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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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Hu와 Bentler(1999)

가 제안한 CFI와 TLI는 0.8이상, SRMR과 

RMSEA는 0.08이하 기 을 용하 을 때 

한 비선형변화 모형이 가장 합한 모델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함수를 용

한 비선형변화 모형을 연구문제 해결을 한 

분석모형으로 결정했다.

4.3.2 출권수 잠재변인 분석 

가장 합한 모형으로 채택된 이차함수 모형

을 이용하여 출권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출권수의 기값은 150.719로 

나타났다. 선형변화율은 -12.950으로 음의 값

을 갖는다는 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차 변화율이 양의 값으로 

그 감소추세는 차 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들 추정치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들 각각의 분산의 경우에도 

통계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값이 제

시되기는 했지만 분석 상 도서  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출권수의 기값과 선형변

화율의 공분산은 -2,290.726으로 부(-)  계

를 보 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했다. 이는 

출권수의 기값이 높은 도서 은 기값이 낮

은 도서 에 비해 출권수 감소가 더 가 르다

는 것을 의미한다. 기값과 이차변화율의 공분

산은 219.212로 정(+)  계를 나타냈다. 즉, 

기값이 높은 도서 의 이차변화율도 높게 나

타남을 의미하고 감소추세의 선형변화율의 변

화가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감소추세가 빠르게 

꺽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형변화율과 

이차변화율의 공분산은 -116.692로 부(-)  

계를 보 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높은 선형변화율은 낮은 이차변화율로 나

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권수의 성장궤 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해서 장서수, 자료구입비, 결산, 

독서 로그램수,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를 공

변수로 이차함수 모델에 투입했다. 출권수와 

공변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을 반 하여 시간변동 공변수로 설정하 다. 

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출권수의 기값

과 변화율이 계산된다는 에서 변수의 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로 제시된 <표 5>와 

같이, 장서수와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는 모든 

기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했고 양의 계수 값

을 갖는다는 에서 이들 변수의 증가는 출

권수의 변화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구입비의 경우에는 2014년과 

2018년, 2019년에는 통계 으로 유의했지만 다

른 연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

산의 경우에는 2014년과 2015년에만 통계 으

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독서 로그램수는  

기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수
기값 선형변화율 2차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출권수 150.719*** 20313.461*** -12.950*** 928.788*** 1.283*** 17.787***

*p<0.05, **p<0.01, ***p<0.001

<표 4> 출권수의 잠재변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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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공변수 비표 화계수 (B) 표 오차 (S.E.) 표 화계수 (β) p

2014

장서수 5.962 0.418 0.416 0.000

자료구입비 1.394 0.467 0.073 0.003

결산 0.119 0.033 0.080 0.000

독서 로그램수 0.028 0.022 0.020 0.200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 0.214 0.072 0.053 0.003

2015

장서수 5.788 0.369 0.434 0.000

자료구입비 0.676 0.376 0.035 0.072

결산 0.091 0.026 0.068 0.000

독서 로그램수 0.012 0.015 0.009 0.414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 0.255 0.048 0.073 0.000

2016

장서수 5.700 0.325 0.464 0.000

자료구입비 0.441 0.246 0.029 0.073

결산 0.004 0.018 0.004 0.825

독서 로그램수 -0.011 0.017 -0.007 0.537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 0.183 0.053 0.047 0.001

2017

장서수 5.070 0.321 0.435 0.000

자료구입비 0.389 0.248 0.028 0.117

결산 -0.022 0.020 -0.021 0.271

독서 로그램수 0.008 0.010 0.009 0.448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 0.156 0.044 0.052 0.000

2018

장서수 4.531 0.305 0.407 0.000

자료구입비 0.852 0.197 0.061 0.000

결산 0.010 0.012 0.011 0.402

독서 로그램수 -0.019 0.016 -0.011 0.244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 0.091 0.037 0.031 0.014

2019

장서수 4.017 0.308 0.372 0.000

자료구입비 1.177 0.239 0.089 0.000

결산 0.007 0.015 0.008 0.630

독서 로그램수 0.010 0.015 0.007 0.498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 0.129 0.035 0.052 0.000

<표 5> 시간변동 공변수의 계수 

표 화된 계수는 성장궤 에 한 변수들의 

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기 이 된다. 

장서수가 체 기간에 걸쳐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가 다음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4 성장혼합모형

4.4.1 잠재계층 수 결정 

도서  출권수 성장궤 의 기값과 변화

율로 제시된 값은 하나이지만 이 값은 분석 

상 도서 인 846개의 성장궤 을 바탕으로 산

출된 값이다. 한 앞서 제시한 두 잠재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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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에서 개별 도

서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

서  출권수의 변화는 여러 유형으로 나  

수 있고 본 에서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잠

재계층을 분석하 다. 

잠재계층 분석을 해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

형(Growth Mixture Model)을 용하 다. 성

장혼합모형을 용할 때, 국소 최 우도(local 

likelihood maximum)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에서 이를 해결하기 해 임의의 시작

값으로 1,000개의 랜덤 세트를 사용하고 기

단계의 최 화를 한 반복 횟수를 50회로 설

정하 다. 한 기 단계에서 최 우도값으로 

제시된 50개의 기값 세트를 최 화 과정에서 

사용했다. 

최 의 계층 수를 결정하기 해서 정보기

(Information Criteria: IC)과 엔트로피, 모형

비교 검증을 사용하 다. 정보기 으로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BIC(Sample-sized 

Adjusted BIC)를 사용했다. 계층의 수를 연속

으로 증가시켜서 최 의 계층 수를 결정하고

자 할 때, 가장 작은 정보지수 값을 가진 모델이 

선호된다(Geiser, 2019)는 에서 계층 수별 

정보기 을 비교했다. 엔트로피는 분류의 질을 

나타내고 계층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각 계

층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이 계층에 속한 다른 

사례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분류의 질이 좋고 계층으

로 잘 분류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모형비교 검증은 모델 간 비교를 한 합

도 평가 방법으로, 재 계층수의 모델이 계층

수가 하나 은 모델보다 합도가 우수한지를 

통계 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만일 통계 으로 

유의하다면 재 계층수 모델이 계층수가 하나 

은 모델보다 합도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표 6>은 잠재계층수를 2개에서 5개로 하나

씩 늘려갔을 때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 모형 비

교 검증 지수, 분류율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지수와 련하여 값이 작을수록 더 

분류기
잠재계층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53202.105 52930.246 52734.482 52602.642

BIC 53292.174 53039.278 52862.476 52749.598

sBIC 53231.836 52966.237 52776.733 52651.152

분류의 질 Entropy 0.998 0.960 0.957 0.959

모형 

비교검증

VLMR 0.003 0.236 0.621 0.047

BLRT 0.000 0.000 0.000 0.000

분류율

(%)

계층 1 98.582 1.537 7.329 83.924

계층 2 1.418 89.480 1.418 1.537

계층 3 　 8.983 4.019 0.591

계층 4 　 　 87.234 3.664

계층 5 　 　 　 10.284

<표 6> 잠재계층수별 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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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는 에서 모든 지수에서 5개의 잠재

계층 수가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의 질에 있어서 잠재계층을 2개로 하는 것이 가

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의 수가 늘어남

에 따라 엔트로피가 어들었다. 그러나 잠재

계층을 5개로 했을 때 엔트로피의 상승이 나타

났다. 모형 비교 검증의 하나인 VLMR 검증 

결과, 잠재계층을 2개로 했을 때 잠재계층이 없

는 것보다 분류가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의 수를 3개, 4개로 늘릴 때에는 정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를 5개로 늘렸

을 때 4개일 때 보다 높은 정확도로 분류가 되

었다. 붓트스트랩 LR 검증의 결과는 모두 계층

의 수를 늘렸을 때 더 좋은 분류의 정확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율의 경우, 모든 계

층에서 일반 으로 계층별 5% 기 을 충족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

의 계층 수로 5개를 선정하 다. AIC, BIC, sBIC 

정보지수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 고 엔트로피

의 경우 2개의 잠재계층보다 낮은 값을 보 지

만 엔트로피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 계층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반 으로 붓트스트

랩 LR 검증이 VLMR 검증보다 더 정확하다

(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는 

에서 5개 계층이 가장 합한 것으로 단했

다. 무엇보다도 5개를 잠재계층으로 선정한 이

유는 계층의 구분을 통해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

하다는  때문이다(Collins & Lanza, 2010). 

5개의 잠재계층의 구분은 <그림 1>과 같이 

출권수가 상승하는 집단과 하강하는 집단을 비

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계층분류를 보여

주고 있었다.

5개 잠재계층으로 분류했을 때, 각 계층별로 

평균 으로 할당될 확률은 <표 7>과 같다. 표의 

주 각선은 각 사례들이 가장 합한 계층으로 

<그림 1> 5개 잠재계층의 성장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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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5

계층 1 0.983 0.000 0.000 0.003 0.014

계층 2 0.022 0.978 0.000 0.000 0.000

계층 3 0.000 0.000 0.993 0.000 0.007

계층 4 0.049 0.000 0.000 0.947 0.004

계층 5 0.070 0.000 0.000 0.003 0.927

<표 7> 잠재계층 사후 확률 분류표 

분류될 확률로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보통 주 각선 값이 0.8이상이면 

하게 분류된 것이라 할 수 있다(Rost, 2006). 

5개 계층으로 구분했을 때의 분류표 주 각선

은 모두 0.9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

다는 에서 한 계층의 수라 할 수 있다.

4.4.2 계층별 성장궤  분석 

성장궤 의 세부 인 분석을 해 나뉜 5개

의 계층별 성장궤 을 한 추정값은 <표 8>과 

같다. 계층 1에 포함된 도서 은 710개 으로 

체 846개  에서 83.5%를 차지했다. 계층 

1의 기값은 107.449로 다른 계층에 비해 낮

았고 변화율은 -11.73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나 2차변화율이 1.338로 감소추세가 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기값과 변화율

의 감소를 고려하여 계층 1을 ‘ 감소’로 명명

했다. 감소 계층의 잠재변인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했다. 계층 2는 13개 (1.5%)을 포함

하고 있었다. 기값은 595.757로 가장 높았지

만 변화율이 -223.692로 격하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변화율이 29.331로 

이러한 감소세는 차 증가로 바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으로 높은 기값과 감소추세

를 고려하여 계층 2를 ‘고감소’로 명명했다. 계

층 3은 5개 (0.6%)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높

은 수 의 기값을 보이고 변화율이 61.654로 

출권수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계

층 3을 ‘고증가’로 명명했다. 계층 4의 경우는 

31개 (3.7%)을 포함하고 간수 의 기값

에서 시작해서 차 감소하고 감소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4는 ‘ 감소’

로 명명했다. 마지막으로 계층 5의 경우는 87개

(10.3%)을 포함하고 있고 간수 의 기

값을 가지고 있었다. 한 변화율이 4.425로 증

가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2차변화율이 -0.621이

 계층

모수

계층 1

감소

(n=710; 83.5%)

계층 2

고감소

(n=13; 1.5%)

계층 3

고증가

(n=5; 0.6%)

계층 4

감소

(n=31; 3.7%)

계층 5

증가

(n=87; 10.3%)

기값 107.449***  595.757***  495.987***  387.386*** 319.531***

변화율 -11.739*** -223.692***   61.654***  -10.436   4.425

2차변화율   1.338***   29.331***   -4.797   -5.751**  -0.621

*p<0.05, **p<0.01, ***p<0.001

<표 8> 계층별 잠재요인 추정값 



6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7권 제1호 2023

라는 에서 증가가 계속되기 보다는 감소세로 

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층 

5는 ‘ 증가’로 명명했다. 

계층별 도서 의 특징은 <표 9>와 같다. 설

립주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 도서 의 경우

에는 계층별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립도서 의 경우에는 부분 감

소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 방식

에 있어서는 탁도서 과 직 도서 이 유사

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탁도서 은 감소 

계층에, 직 도서 은 증가 계층에서 상

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어린이도서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어린이도서 의 

경우는 감소에서, 일반도서 은 증가에서 

상 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사서수에 있

어서는 고증가 계층에서 평균 사서수가 10.6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소 8.7

명, 증가 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의 측변수 분석 결과인 <표 10>

에서 알 수 있듯이, 경 의 형태 변인 에서 

운 주체가 지자체 소속 도서 일 경우, ‘ 감

소’ 계층에 비해 ‘고감소’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5.807배 높았고 ‘ 증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은 

13.014배, ‘고증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은 12.962

배 높았다. 탁 도서 일 경우, ‘ 감소’ 계층

에 비해 ‘ 증가’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0.21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감소’ 계층에 비해 ‘ 증가’ 

 유형
변수

감소(%) 감소(%) 고감소(%) 증가(%) 고증가(%)

설립 주체

교육청
194

(85.1%)
9

(4.0%)
4

(1.8%)
20

(8.8%)
1

(0.4%)

지자체
501

(83.1%)
22

(3.7%)
9

(1.5%)
67

(11.1%)
4

(0.7%)

사립
14

(100.0%)
0 0 0 0

결측치
1

(100.0%)
0 0 0 0

운  방식

직
576

(83.7%)
20

(2.9%)
11

(1.6%)
78

(11.3%)
3

(0.4%)

탁
127

(84.11%)
11

(7.3%)
2

(1.3%)
9

(6.0%)
2

(1.3%)

결측치
7

(100.0%)
0 0 0 0

어린이도서

어린이
66

(86.84%)
7

(9.2%)
0

3
(4.0%)

0

일반
641

(83.68%)
24

(3.1%)
12

(1.6%)
84

(11.0%)
5

(0.7%)

결측치
3

(75.0%)
0

1
(25.0%)

0 0

사서수 3.5 8.7 7.8 8.3 10.6

<표 9> 계층별 도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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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 속할 가능성 한 0.156배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도서 일 경우, ‘ 감소’ 

계층에 비해 ‘ 감소’로 갈 가능성은 6.973배 높

았다. 한 ‘고감소’ 계층보다는 ‘ 감소’, ‘고증

가’, ‘ 증가’ 계층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다. 이와는 반 로 ‘ 감소’ 계층보다는 ‘ 증

가’, ‘고증가’ 계층으로 갈 가능성과 ‘ 증가’ 계

층보다는 ‘고증가’ 계층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수가 1명 증가할수록 ‘ 감소’ 계층보다

는 ‘ 감소’ 계층으로 갈 가능성은 1.495배 높았

고 ‘고감소’로 갈 가능성은 1.432배 높았다. 

한 ‘ 증가’ 계층으로 갈 가능성은 1.504배, ‘고

증가’ 계층으로 갈 가능성은 1.540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5. 논의  결론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도

서  통계는 종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스

템에 등록된 모든 도서 들이 매년 동일한 통

계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

른 도서 의 변화를 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된

다. 이러한 종단  변화를 분석하는 잠재성장

모형을 용하여 도서  이용의 지표 의 하

나인 출권수의 성장궤 을 분석하 다. 성장

궤 을 추정하는 모형으로 비선형모형 의 하

나인 2차함수 모형이 최 의 모형으로 선정되

었다.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잠재변인  변화

율 변인은 도서 의 출권수 감소 경향성을 나

타냈다. 이러한 감소경향성은 2015년부터 2019

년까지의 출권수의 종단  변화를 분석한 박

성재(2022)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한 독서

량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국민독서실

태조사(문화체육 부, 2021)의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의 선형  감소로 설명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본 연구는 2차함수 모형을 

용하여 밝히고 있다. 감소경향성은 동일하지

만 감소의 추세가 차 어든다는 을 2차변

화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만 연구 말기인 2019년이 되면 

감소세는 둔화하고 있다. 이는 독서량  출

권수 감소에 한 기감을 느낀 도서 들이 

장서수를 늘리거나 다양한 독서 로그램을 열

고 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기 해 노력한 결

과로 보인다. 

도서  성장궤 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수들의 향력을 분석한 결

과, 장서수와 독서 로그램 참여자수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서

수는 투입된 5개 요인 에서 가장 요한 변인

으로 밝 졌다. 물론 장서수가 많은 도서 이 

규모가 크고 인력의 수나 운 하는 로그램의 

수도 많다는 에서 출권수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큰 규모의 도서

은 자료구입비나 결산, 독서 로그램수도 많지

만 이들 변수는 항상 출권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

다는 에서 장서수는 요한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에서 

장서의 양  확   콘텐츠의 다양화에 한 

요구가 가장 컸다(김선애, 권나 , 2020)는 

에서 장서는 도서  출과 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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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변수로 투입된 독서 로그램 참여자

수는 장서수 다음으로 출권수에 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독서는 도서 이 소장

하고 있는 도서를 이용한 심 활동 의 하나

라는 에서 독서 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권

장하는 것은 도서 의 요한 역할 의 하나

이다. 독서 로그램 참여자의 도서 출률이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

는 여러 연구에 의해 밝 졌다(박은정, 2000; 

이경진, 2020; 이혜윤, 이지연, 2014). 단순히 

독서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독서 로그램에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함을 본 연구결과는 제

시하고 있다.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기 한 방

법으로 선행연구는 도서 별 특화서비스 개발

(박미 , 2007), 지역주민들의 요구 악(김홍렬, 

2004; 조찬식, 2008; 황 숙, 김수경, 박미 , 

2008), 문화 로그램 문성 제고(김홍렬, 2004; 

황 숙 외, 2008)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용된 2차함수 모형은 기값

과 변화율, 2차변화율이라는 잠재변인을 추정

하여 도서  출권수의 성장궤 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상인 846개 도서 의 개별 성장궤

의 평균을 통해 산출된 값이라는 에서 평

균과 다른 성장궤 을 보이는 도서 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혼

합모형을 용하여 하나의 성장궤 으로 나타

나지만 다른 성장궤 을 보이는 계층을 분석하

다. 계층의 특성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5계

층으로 구분했고 계층별 기값과 변화 방향에 

따라 감소, 감소, 고감소, 증가, 고증가로 

명명하 다. 이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연구기간인 6년 동안 성장궤 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들인 운 주체, 탁여부, 어린이도서

여부, 정규직 사서수를 선정했다. 

분석결과, 가장 많은 도서 이 포함된 감

소 계층에서 증가나 고증가 계층과 같은 증

가추세를 보이는 계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

은 도서 은 지자체 도서 으로 나타났다. 실

제로 지자체 도서 이 증가 계층과 고증가 

계층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 의 경

우에는 고감소나 고증가, 증가로 갈 가능성

은 낮았고 감소에서 감소로 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도서 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에서 기값을 상 으로 높일 

수 있는 계층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감소세

를 증가세로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

린이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는 어린이도서 은 시  심으

로 양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어린이도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한 연구는 많지 않

은 것이 재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장윤 (2010)은 공공어린이도서 의 황을 조

사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해 문성을 갖춘 

사서와 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앞서 독

서 로그램 활성화에 제안했던 것과 같이 지역 

사회의 요구조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홍

진, 2008).

계층에 향을 미치는 요인  사서수의 증

가는 출권수 감소 계층에서 증가 계층으로 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수를 1

명 증가시킬수록 감소 계층에서 증가 계층

으로 갈 가능성은 1.504배, 고증가 계층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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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1.54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수의 증가가 출권수의 증가를 이끄는 

요 요인 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력의 요성과 련하여 최희곤(2008)은 사

서수와 이용자수 사이의 정  상 계를 분

석해냈고 권나 과 송경진(2014)은 공공도서

 이용률 향상을 해 인 자원 확보를 제안

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 의 하나인 박성재

(2022)의 연구에서는 사서수가 출권수 성장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서수와 출권수의 향 계에 한 

보다 체계 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출권수의 시간

 변화를 통계 으로 분석하 다. 한 출

권수 성장궤  변화를 유형화하고 유형 분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분석을 

해 사용된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데이터가 가

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출권수에 향을 미

치는 다른 요인들, 를 들면 도서  근성 등

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 지만 일부 도서  

장에서 용할 수 있는 정책  시사 을 제시

하고 있다는 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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