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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  사서의 문직성에 한 공공도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 간의 인식 차이 

 실태를 랜딩  랜드 커뮤니 이션 에서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문직으로서의 공공도서  사서 각각의 랜드에 

해 공공도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 간의 랜드 커뮤니 이션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랜드 커뮤니 이션의 개선을 해 도서  이용 상자를 상으로 한 공공도서   사서의 

직업윤리, 사회  사명감, 개인  신념 특성 보유와 련된 외부 랜딩과 사서를 상으로 한 문직으로

서의 사서  업무 몰입도, 문성 특성 보유와 련된 내부 랜딩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and difference in that regard between librarians and library users in terms of 

branding and brand communication. To achieve this goal, a series of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of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and library 

users. The results showed that brand communication between public librarians and library 

users is inactivated for each element. Therefore, they need external branding that relates 

to the public libraries and librarians characteristics in professionalism for library users 

and internal branding that relates to librarian’s professionalism and the expertise of 

librarians so as to improve brand communication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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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서는 도서  이용자와 그들이 요구하는 정

보를 연결하는 간 안내자로서, 다양하고 문

인 질의응답을 기반으로 정보서비스를 수행한

다. 이러한 역할은 한국 표  직업 분류(KSCO)

에서 사서가 포함된 분류의 범주가 ‘ 문가 

 련 종사자’인 것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

서는 문직  성격을 가진다(통계청, 2007). 

그러나 일반 시민은 사서에 해 업무의 단순성, 

소극  태도, 문지식  자격의 불필요성 등

의 부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이제환, 

2003a), 사서조차도 문직의 바탕이 되는 지

식의 독 성 혹은 배타성 수 이 약하다고 여

기는 등(이 희, 2008), 사회 으로 문직으

로서의 사서는 타 문직종에 비해 그 인식 정

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이제환, 2003b).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도서  사서의 문직 인식에 

한 지속 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

서 문직성의 개발  강화에 한 주장이 이

어지고 있다(이 희, 2008).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으로 문직으로서의 

도서  사서에 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

의 인식을 악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

가 있다. 도서  사서 문직성의 강화는  실

태에 한 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도서

 이용 상자가 지닌 도서  사서 문직 인

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직으로서의 공공

도서  사서에 해 공공도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의 인식 차이를 랜딩  랜드 

커뮤니 이션 에서 악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이는 사서  이용자의 사서의 문직

에 한 인식의 수   그 차이를 랜딩의 

에서 해석하고 그 함의를 악함을 의미한다. 

공공도서 은 부분의 일반 이 가장 쉽게 

근할 수 있고, 다양한 이용자를 상으로 하

는 지식정보기 이기 때문에 공공도서  사서

로 상을 한정하 다. 더불어 문직으로서의 

공공도서  사서에 한 도서  이용자의 인식 

형성에 도서  이용경험  행태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은 문직으로서의 공공도서  사서에 한 사

회 반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문직으로서의 공공도서  사서에 한 공

공도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 간의 인식 

차이를 다룬 연구는 이 에 찾아보기 어려우며, 

랜딩  랜드 커뮤니 이션의 개념을 용

한 련 연구 한 드물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서  련 역할

에 따라 구분된 공공도서  사서  도서  이

용 상자의 공공도서  사서에 한 문직 인

식 황을 밝히며, 랜딩  랜드 커뮤니

이션 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

구 질문을 설정하 다.

RQ1. 도서  이용이 공공도서  사서 문

직 인식에 향을 미치는가?

RQ2. 공공도서   공공도서  사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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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특성 인식이 공공도서  사서 문

직 인식에 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상인 도서  이용 상자와 공공

도서  사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Morrill, 

2007; Matthews, 2007; 김하야나, 김기 , 2014).

도서  이용 상자는 ‘도서  외부 구성원이

자 도서 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

다. 도서  이용경험에 따라 ‘ 재 도서 을 이

용하고 있는 사람’인 도서  이용자, ‘과거에 도

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최근 1년 동안 이

용하지 않은 사람’인 도서  이용 단자, ‘도서

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인 도서  비이

용자로 구분된다. 이 때 이용은 도서  자원에 

한 이용으로 자료의 이용, 방문 등을 포함한

다. 공공도서  사서는 ‘ 련 교육을 이수한 후, 

공공도서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 사서’로 

정의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전문직과 전문직성

2.1.1 문직

문직의 개념은 사회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기반으로 하며, 한마디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한국표 직업분류에 따르면, 문직은 일반직

(Occupation)과는 다른, 문성을 가진 직업

으로 분류되며(통계청, 2014), 체계 인 학문

 지식  기술, 독특한 직업조직  윤리, 조

직문화, 사회 사지향성, 사회  권한  지 , 

직업자율성 등을 가지는 직업으로 통용되어 있

다( 병재, 안계춘, 박종연, 1995). 즉, 문직

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을 해 높은 학문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한 문 인 교육  훈

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기 한 차와 과정

이 요구되는, 일반 직업과는 구분되는 직업’으

로 사회 , 집단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서 ‘

문가’와 구별된다(한국도서 회, 2011).

이러한 문직에 ‘도서  사서’가 해당되는

가에 한 이슈는 지속 으로 논의되어 왔다. 

학계에서 주장하는 사서직의 본질은 지식정보 

수집  리, 도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

족시키기 한 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 

있다. 따라서 사서는 지식정보서비스와 련된 

학문  지식체계를 갖추고, 련 문교육의 

이수  자격의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

한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서의 업무는 타 

직종의 업무에 해 배타 이고 독 인 성격

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도서  장의 사서는 

이론  체계가 정보서비스와 련된 타 직종과

는 배타 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 교육제도 한 체계 이지 않은 교육과정

과 합리 이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도서  정보

문가로서의 신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이제환, 2003a; 이 희, 2008).

문직으로서의 사서에 한 국외연구는 사

서의 문직성 규명에 이 맞추어져 있다

(Montagna, 1977; Prins & Gier, 1992). 한편, 

국내연구는 문직의 이론  근을 심으로 한 

사서직의 문직 논의 제기와 문제   안연구

가 부분이었다(구본 , 2002; 이제환, 2003b; 

김헌식, 2006; 김기 , 2008; 이 희, 2008).

본 연구에서는 사서가 문직으로 기능한다

는 것을 가정하며, 문직으로서의 사서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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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  속성에 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분

석하여 와 같은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1.2 문직성

문직이 가지는 특성  속성인 문직성은 

직업 차원의 수 을 가진다. 이 지 에서 문

직성의 기 이며, 개인으로서의 문가가 가지

는 문성(Expertise)과 차이가 있다. 문직

성은 문화 과정을 거치는 직업에서 발견되는 

직업의 문 정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개

인의 문 정도를 지칭하는 문성과는 다른 

의미의 용어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문직성과 

그 요인에 해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병재, 안계춘, 박종연, 1995).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직의 특

성요인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문직성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

기 한 고도의 문지식, 사정신  윤리강

령, 자격제도 등의 속성을 가지는 문직의 특

성’으로 정의된다.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신념, 

문성, 직업윤리, 업무몰입도, 사회 사명감 등

을 하 구성요인으로 활용하 다.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의 각 개념  정의는 <표 2>와 

같다.

한편, 문직성에 한 국외연구는 주로 각 

직종의 문직성, 문직 특성의 구성요인과 

문직성의 계, 문직성 증진을 한 방안 

연구자¹

주요 련변수

문

지식

문

기술

사회

향력

사회

가치

직업

윤리

소명

의식
자율성

자격

제도

조직

단체

교육

/훈련
수입 기타

[a] ○

[b] ○ ○ ○
문 권

조직문화

[c] ○ ○ ○

[d] ○ ○ ○ ○ ○ ○

[e] ○ ○ ○ ○
문 권

조직문화

[f] ○ ○ ○ ○ ○ 높은 사회계층

[g] ○ ○ ○ ○

[h] ○ ○ ○ 서비스개발

[i] ○ ○ ○ ○ ○ ○

[j] ○ ○ ○ ○

[k] ○ ○ ○ ○ ○ ○ ○
문 권

신뢰감

[l] ○ ○ ○ ○ ○

[m] ○ ○ ○ ○ ○ ○ ○ ○ ○

¹ [a] Carr-Saunders, Wilson(1933) [b] Greenwood(1957) [c] Wilensky(1964) [d] Pavalko(1971)

[e] Ritzer(1972) [f] Rose(1974) [g] Richard(1975) [h] Friedlander, Apte(1980) 

[i] Linsay, Linsay(1987) [j] Trull, Cater(1993) [k] 병재등(1995) [l] 신 경(2001) [m] 이홍직(2007)

<표 1> 문직성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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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요인 내용

개인  신념 업무에 한 개인  소명의식

문성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문지식의 함양  자격제도 확충

직업윤리 업무 수행과 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행동규범체계

업무몰입도 업무에 한 열정  헌신

사회  사명감 사회발 의 기여  이타  동기에 의한 공공의 이익 추구

<표 2>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요인

등을 다루고 있다(Abdolreza et al., 2014; Bill 

& Arthur, 2014). 국내에서는 각 직종에서 나타

나는 문직 특성요인에 한 연구와 문직성 

확보에 한 연구가 발표되었다(김혜린, 1993; 

한용희 외, 2010). 부분 각 문직성 요인의 강

화에 따른 문직성 확립을 심으로 논의한다.

사서 문직성에 한 국내연구는 주로 사서 

문직성에 한 황 악과 이를 고취시키기 

한 문직 특성 강화  제고방안이 부분이

다(남태우, 1988; 이덕희, 1995; 김용근, 2002; 

이제환, 2003b; 오지은, 정연경, 2013). 본 연구

는 ‘ 랜딩’의 에서 사서와 이용자의 문

직 인식 차이를 상으로 한다는 에서 이

의 문직  문직성에 한 인식 연구와 차

별화된다.

2.2 도서관 이용행태

이용행태(Use Behavior)는 개인이 특정 상

황에서 특정 상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행동의 패턴  양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동기, 목 , 빈도, 시간, 의존도 등이 포함

된다. 

한편, 도서 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용자

가 각기 다른 목 을 가지고 방문하는 지식정

보기 이다. 따라서 각 이용자마다 다양한 도

서  이용행태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이용자

의 정보  도서  이용행태와 련하여 국내

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  이용행태에 한 국외연구는 1920년  

이후 지속 으로 발표되고 있다(강윤정, 2006). 

도서  이용자의 치에 따른 정보요구에 한 

분석 등이 있었다(Massey, 1976; Hiller, 2002).

도서  이용행태를 다루는 국내연구는 1940

년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 으며(한복희, 

2003), 공공도서 을 비롯하여 학도서 , 학교

도서  이용행태 등과 연 된 효율 이고 효과

인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김지 , 2001; 이

창환, 2010; 유은비, 2014).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이용행태를 ‘도서  이용자가 도서 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행동의 양상’

으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한 하 구성

요인을 주 이용 도서 종, 도서  이용빈도, 도

서  이용목 , 도서  서비스 이용경험 등으

로 설정하 다.

2.3 공공도서관 인식

특정 상에 한 인식(Perception)은 이에 

한 이미지(Image)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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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자신의 주 에서 할 수 있는 타

인, 개념 등에 해 형성된 이미지는 특정 상

에 해 가지고 있는 신념, 태도, 인상의 총합으

로 정의된다(Barich & Kotler, 1991; 박 , 

2008). 이와 같이 특정 상에 한 이미지는 

그에 한 개인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마다 공공

도서 에 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공공도서  

인식이 형성됨을 가정한다.

공공도서 에 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사

회 내에서의 공공도서 이라는 존재의 지속성

과도 연 된다. 일반 시민이 공공도서 을 

정 으로 수용하고 인식되었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명확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도서 에 한 

인식을 다루는 연구는 부분 공공도서  역할

과 공공도서  서비스에 한 사서  이용자의 

인식을 살피는데 을 두고 있다(Rosa, 2005; 

Basil et al., 2010; 윤희윤, 2010; 김기 , 오해

연, 2014).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인식을 ‘공공도서 에 한 개인의 

생각  느낌’으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한 하 구성요인을 공공도서 에 한 감성, 

사회 필요성, 혜택, 만족도 등으로 설정하 다

(<표 3> 참조).

측정요인 내용

감성 호감  친 감, 유용성 등의 개인  느낌

사회

필요성
사회 필요성  존재 가치

혜택 지식정보자원의 개발, 리, 제공

만족도 도서  서비스와 련된 만족감

<표 3> 공공도서  인식 요인

2.4 브랜딩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랜드(Brand)는 제품/서비스와 구별하여 

고객에게 인식되도록 만든 상징을 의미하며

(Ghodeswar, 2008), 경쟁시장에서 특정 제품/

서비스가 특정 조직에 속해있음을 알리는 수단

이다(박흥식, 최승범, 2009). 이러한 랜드를 

인식하는데 요한 두 차원은 랜드정체성과 

랜드이미지이다.

랜드정체성은 다른 랜드와의 구별을 

한 요소로서, 핵심요소와 확장요소로 구성된다. 

핵심요소는 제품/서비스의 특성, 기능 등을 포

함하며, 확장요소는 랜드의 특성, 성격 등을 

포함한다(Ghodeswar, 2008). 반면, 랜드이

미지는 고객의 기억에 반 된 랜드에 한 

의미 있는 인식을 의미하며(이은 , 2000), 제

품에 한 평가를 한 것이기보다는 고객의 

가치 에 향을 다(권해경, 김문 , 2013). 

즉, 랜드정체성에 의해 구별된 특정 랜드

를 가치 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랜드이미

지이며, 이러한 달과정에서 ‘ 랜드 커뮤니

이션’이 작용한다.

랜드 커뮤니 이션은 랜드를 강화하기 

해 다양한 커뮤니 이션 수단을 이용하는 행

로, 랜드에 한 주요 메시지를 외부 고객

에게 직 , 간 으로 상기시키기 한 모

든 수단으로 정의된다(손 진, 2012).

문헌정보학분야에 랜드가 용된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며, 공공도서 과 학

도서 을 심으로 한 랜드 강화를 한 

안 제시  랜드이미지 측정과 구성요인을 

악한 연구가 있다(오경묵, 2011; 박상근 외, 

2013; 박상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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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랜딩(Branding)은 기업/제품의 

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품/서비스

에 더 높은 수 의 감성  의미를 부여함으로

써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Bergstrom et al., 2002; 김정희, 2013). 즉, 고

객에게 해당 랜드의 제품/서비스 품질을 차

별 으로 인식하고 우호  감정이나 연상을 

진시키는 노력이 랜딩이다(Davies & Chun, 

2002).

랜딩은 외부 랜딩과 내부 랜딩으로 구

분된다. 기 랜딩 연구는 주로 조직 외부의 

고객을 상으로 한 외부 랜딩에 이 맞추

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조직구성

원을 상으로 한 내부 랜딩에 주목하기 시작

하 다. 랜드를 고객에게 실제 달하는 조

직구성원에게 랜드의 실체를 이해시키는 것

이 요해졌기 때문이다(Keller, 2003; Barlow 

& Stewart, 2004).

랜딩의 개념을 용한 국내 도서  련 

연구는 주로 도서 의 공간  홍보, 운 을 

심으로 한다(홍성옥, 2010; 하 은, 2013; 한

종엽, 2013). 본 연구는 랜딩을 사서 문직

에 한 인식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기

존의 연구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

각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사서 문직을 상으로 한 인

식의 차이를 랜딩  랜드 커뮤니 이션의 

에서 바라보고, 문직으로서의 공공도서

 사서에 한 외부 랜딩과 내부 랜딩을 

포함한 랜딩  랜드 커뮤니 이션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이에 한 

본 연구의 연구질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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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1. 도서  이용이 공공도서  사서 문

직 인식에 향을 미치는가?

 가설1-1. 공공도서  사서는 도서  이용

상자에 비해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가설1-2. 도서  이용자, 도서  이용 단

자, 도서  비이용자 순서에 따

라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이다.

 가설1-3. 주 이용 도서 종에 따라 공공도

서  사서 문직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4. 도서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공공

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가설1-5. 도서  이용목 에 따라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1-6. 도서  서비스 이용경험이 많을수

록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이다.

RQ2. 공공도서   공공도서  사서 문

직 특성 인식이 공공도서  사서 문

직 인식에 향을 미치는가?

 가설2-1. 공공도서  사서는 도서  이용

상자에 비해 공공도서  인식

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이다.

 가설2-2. 공공도서  사서는 도서  이용

상자에 비해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이 정 으로 형

성되어 있을 것이다.

 가설2-3. 공공도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가설2-4.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에 

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공공

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질문  가설을 검토하기 

한 연구 차는 <그림 2>와 같다. 설문조사는 공

공도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를 상으

로 실시하며, 이를 비교분석한 통계  검증

차를 거친다.

<그림 2> 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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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도구

3.2.1 설문문항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은 도서  이용경험, 도서  

이용행태, 공공도서  인식,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

식, 인구통계학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설문 내용은 <표 4>와 같다.

3.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한 표본추출방법은 단

표본추출법  임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 다.

구성된 설문문항의 검토를 해 2015년 3월 

9일에 공공도서  사서 2명, 도서  이용자 3

명, 도서  비이용자 3명 등 총 8명에게 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모호한 표

을 수정하고, 문용어의 설명을 덧붙 으며, 

선택지를 세분화하 다.

설문조사는 도서  이용자, 도서  이용 단

자, 도서  비이용자, 공공도서  사서 등의 네 

집단을 상으로 삼았다. 설문조사의 시행은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지면  온

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380

부를 배포하 고,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설문 응답지 13부를 제외한 367부를 분석 상

으로 하 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한 통계  분석도구는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 으며, 모든 통

계  처리는 유의수  95%에서 유의성을 확인

하 다.

3.4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공공도서  인식 척도와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하여 먼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에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으며, 의미부여를 한 

회  방식은 직교  비직교회 방식을 모두 

검토하 다. 그 결과,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척도의 요인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가정

되므로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척도에 

측정항목 문항 수 출처

도서  이용경험 1

도서  이용행태
주 이용 종, 작년방문빈도, 이용목 , 서비스 이용

경험
13 김하야나, 김기 (2014)

공공도서  인식 감성, 사회 필요성, 혜택, 만족도 12
박 (2008)

김하야나, 김기 (2014)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

개인 신념. 문성, 직업윤리, 업무몰입도, 사회

사명감
17

이덕희(1995)

김혜선(1994)

한용희 등(2010)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문직으로서의 인정 1

인구통계학  사항 9

<표 4> 조사도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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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추출은 비직교회 방식  직 오블

리민 결과를, 공공도서  인식 척도에 한 요

인추출은 직교회 방식  베리맥스 결과를 채

택하 다.

공공도서  인식의 요인분석을 해 우선 

KMO와 Barlett의 검정 결과를 확인하 다. KMO 

Score는 .91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한 

Approximated (66)=2725.48, p<.001로 .001

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여 공공도서  인식 척

도에서의 4요인 추출은 한 것으로 나타났

다. 추출된 4요인  3개 요인은 고유값이 1.0 

이하이지만, 상  1개 요인만으로 설명된 총 분

산의 비율이 55.95%로 낮은 수 이었기에 4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하 다. 

추출된 공공도서  인식 요인은 감성, 사회

필요성, 혜택, 만족도 요인으로 개념화하 다

(<표 5> 참조).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의 요인분석

을 해 우선 KMO와 Barlett의 검정 결과를 확

인하 다. KMO Score는 .942,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에 한 Approximated (91)=2996.34, 

p<.001로 .001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여 공공

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 척도에서의 5요

인 추출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5요

인  3개 요인은 고유값이 1.0 이하이지만 상

 2개 요인만으로 설명된 총 분산의 비율이 

61%로 낮은 수 이었기에 5개 요인을 추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하 다. 추출된 공공

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 

요인은 개인 신념, 문성, 직업윤리, 업무몰

입도, 사회 사명감 요인으로 개념화하 다(<표 

6> 참조). 문성 요인 2문항과 사회 사명감 요

인 1문항은 요인 반에 복되는 모습을 보

으므로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항목
요인분석 신뢰도

감성 사회 필요성 혜택 만족도 Cronbach’s 

호감도 .790 .358 .148 .146

.861
개인 요성 .789 .287 .213 .166

유용성 .672 .200 .184 .218

친 감 .581 .344 .253 .413

사회 필요성1 .330 .803 .132 .164

.865존재가치 .209 .788 .211 .259

사회 필요성2 .435 .704 .221 .165

정보의평등제공 .047 .454 .780 .098

.777한정보제공 .464 -.036 .691 .229

삶의 질 .518 .320 .607 .167

이용시간만족도 .194 .229 .114 .892
.737

서비스만족도 .469 .259 .348 .586

Eigen-value 6.71 0.93 0.79 0.73

분산설명(%) 55.95 7.75 6.60 6.04 설명된 총 분산: 76.35(%)

<표 5> 공공도서  인식 척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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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분석 신뢰도

개인 신념 문성 직업윤리 업무몰입도 사회 사명감 Cronbach's 

자율성 .918 .067 .117 .059 .058

.809업무신념 .511 -.105 -.071 -.376 .066

직업신념 .434 -.385 -.040 -.060 .211

교육 -.035 -.851 .133 -.028 -.028

.871
문지식습득 -.021 -.836 .008 .006 .049

자격취득 -.048 -.821 .001 .037 .151

체계  이론 .328 -.630 -.054 -.168 -.138

자발성 .012 .156 .044 -.888 .102

.797열정 -.052 -.147 -.002 -.849 -.025

사 .151 -.291 .172 -.418 .019

평등성 .006 .008 .037 -.002 .936

.807사회기여 .178 -.277 -.108 -.144 .455

개인정보보호 .100 -.122 .119 -.330 .451

직업윤리 .045 -.043 .950 -.019 .009 -

Eigen-value 7.45 1.10 0.87 0.68 0.65

분산설명(%) 23.23 7.87 6.20 4.82 4.64 설명된 총 분산: 76.76(%)

<표 6>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 척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4.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설문 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7>과 같다.

체 응답자 367명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

성이 각각 38.1%(140명), 61.9%(227명)로 나

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는 31.1%(114명)로 30

가 가장 많았다. 도서  이용자는 설문 체 

응답자의 31.1%(114명)의 비율을 차지하 으

며, 도서  이용 단자는 9.8%(36명), 도서  

비이용자는 30.0%(110명), 공공도서  사서는 

29.2%(107명)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도서 을 더 이용하는 경향

이 있었으며(여성 57.9%, 남성 42.1%), 연령

가 낮아질수록 도서 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가설의 검증

4.2.1 도서  이용에 따른 문직 인식

본 에서는 RQ1을 검토하기 하여 각 가

설에 한 통계  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하 다. 

각 검증에서 등분산(Homogeneity of Variance) 

가정은 특별한 언 이 없으면 성립된 것이고, 

Levene's test 결과가 등분산에 배되었을 때

에는 자유도가 조정되었다.

가설1-1을 검증하기 해 도서  련 역할

에 따라 공공도서  사서 집단(N=107)과 도

서  이용 상자 집단(N=260)으로 구분하

고,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의 차이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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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도서  이용 상자
공공도서  

사서
총합도서  

이용자

도서  

이용 단자

도서  

비이용자

성별
남성 48(42.1) 17(47.2) 56(50.9) 19(17.8) 140(38.1)

여성 66(57.9) 19(52.8) 54(49.1) 88(82.2) 227(61.9)

연령

20-29세 58(50.9) 11(30.6) 13(11.8) 19(17.8) 101(27.5)

30-39세 27(23.7) 13(36.1) 14(12.7) 60(56.1) 114(31.1)

40-49세 23(20.2) 10(27.8) 22(20.0) 17(15.9) 72(19.6)

50-59세 6(5.3) 1(2.8) 45(40.9) 11(10.3) 63(17.2)

60세 이상 - 1(2.8) 16(14.5) - 17(4.6)

직업

공공도서  사서 - - - 107(100.0) 107(29.2)

사무 리직 40(35.1) 13(36.1) 36(32.7) - 89(24.3)

문직 16(14.0) 1(2.8) 4(3.6) - 21(5.7)

기술직 6(5.3) 3(8.3) 8(7.3) - 17(4.6)

사업/자 업 3(2.6) 1(2.8) 16(14.5) - 20(5.4)

업/서비스직 5(4.4) 8(22.2) 10(9.1) - 23(6.3)

생산직 - 1(2.8) 5(4.5) - 6(1.6)

주부 5(4.4) 3(8.3) 19(17.3) - 27(7.4)

학생 31(27.2) 3(8.3) 2(1.8) - 36(9.8)

무직 5(4.4) 3(8.3) 8(7.3) - 15(4.4)

기타 3(2.6) - 2(1.8) - 5(1.4)

총합 114(100.0) 36(100.0) 110(100.0) 107(100.0) 367(100.0)

<표 7> 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단 : 명(%)

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 다(<표 8> 참조). 

그 결과, t(172.781)=3.030, p<.01로 유의하 다

(채택). 즉, 도서  이용 상자 집단(M=3.00)

은 공공도서  사서 집단(M=2.65)에 비해 공

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이었다.

가설1-2를 검증하기 해 도서  이용경험에 

따라 도서  이용자 집단, 이용 단자 집단, 비

이용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서 문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추가로 

공공도서  사서, 이용자, 이용 단자, 비이용자 

등 4개 집단 간 사서 문직 인식의 차이를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표 9> 참조). 

그 결과, F(3, 363)=3.956, p<.01로 유의하

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사서와 이용자, 사

서와 비이용자 간의 사서 문직 인식 차이는 

.05 수 에서 유의하 다. 이는 가설1-1과 련

하여 도서  련 역할이 사서 문직 인식 에 

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가설1-3, 1-4, 1-5, 1-6을 검증하기 하여 

도서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도서  이용자 

집단과 도서  이용 단자 집단을 포함하여 도

서  이용경험집단(N=150)을 구성하 다.

먼 , 가설1-3을 검증하기 해 공공도서  

이용집단과 학도서  이용집단의 차이를 확

인하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1-4를 한 

도서 을 이용 횟수와 사서 문직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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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  련 역할 N 평균 표 편차 t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2.65 1.047
3.030**

도서  이용 상자 260 3.00 .894

** p<.01

<표 8> 도서  련 역할에 따른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구분 도서  련 역할  이용경험 N 평균 표 편차 F Scheffe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공공도서  사서(a) 107 2.65 1.047

3.956**
a<b

a<d

도서  이용자(b) 114 3.02 .931

도서  이용 단자(c) 36 2.83 .910

도서  비이용자(d) 110 3.05 .850

** p<.01

<표 9> 도서  련 역할  이용경험에 따른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계를 분석하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1-5

를 검증하기 해 각 도서  이용목  유무에 

따른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차이 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1-6 한 도서  서비스 

이용경험과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의 

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 이용 도서 종, 도서  이용빈도, 

도서  이용목 , 도서  서비스 이용경험은 공

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형성에 향력이 없

다고 단된다.

4.2.2 공공도서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에 따른 문직 인식

본 에서는 RQ2를 검토하기 해 각 가설

에 한 통계  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하 다.

가설2-1을 검증하기 해 공공도서  사서

와 이용 상자의 공공도서  인식 차이를 요인

수를 이용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t(254.146)=-10.857, p<.001로 유의하

다(<표 10> 참조; (채택). 즉, 공공도서  사서

집단(M=.71)은 이용 상자집단(M=-.29)에 

비해 공공도서 에 한 인식이 정 이며, 

도서  련 역할은 공공도서  인식에 향력

을 가진다고 단된다.

추가 으로 공공도서  사서집단과 도서  

이용 상자집단 간 공공도서  인식의 하 구성

요인에 한 인식 차이를 요인 수를 이용한 독

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 다(<표 11> 참조).

구분 도서  련 역할 N 평균 표 편차 t

공공도서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71 .73

-10.857***
도서  이용 상자 260 -.29 .95

*** p<.001

<표 10> 도서  련 역할에 따른 공공도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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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  련 역할 N 평균 표 편차 t

감성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39 .84

-4.924***
도서  이용 상자 260 .16 1.02

사회 필요성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41 .72

-6.129***
도서  이용 상자 260 -.17 1.05

혜택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08 .86

-1.029
도서  이용 상자 260 -.03 1.05

만족도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55 .80

-7.951***
도서  이용 상자 260 -.23 .99

*** p<.001

<표 11> 도서  련 역할에 따른 공공도서  인식 하 구성요인 인식

감성에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t(365)= 

-4.924, p<.001로 유의하 다. 공공도서  사서집

단(M=.39)은 도서  이용 상자집단(M=-.16)에 

비해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 필요

성에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t(282.272)= 

-6.129, p<.001로 유의하 다. 공공도서  사서집

단(M=.41)은 도서  이용 상자집단(M=-.17)

에 비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t(242.106)= 

-7.951, p<.001로 유의하 다. 공공도서  사서

집단(M=.55)이 도서  이용 상자집단(M= 

-.23)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혜택에 

한 인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공도서

 사서는 도서  이용 상자보다 공공도서  

련 혜택을 제외한 공공도서  반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단된다.

가설2-2를 검증하기 해 공공도서  사서

와 도서  이용 상자의 사서가 문직 특성에 

한 인식 차이를 요인 수를 이용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 다(<표 12> 참조). 그 결

과, t(246.567)=-12.747, p<.001로 유의하 다

(채택). 즉, 공공도서  사서집단(M=.81)은 도

서  이용 상자집단(M=-.33)에 비해 사서가 

문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정 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서  련 역할은 공

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에 한 인식에 향

력이 있다고 단된다.

추가 으로 공공도서  사서집단과 도서  

이용 상자집단 간의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의 하 구성요인에 해 인식 차이를 요인

수를 이용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

다(<표 13> 참조).

업무몰입도에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

구분 도서  련 역할 N 평균 표 편차 t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81 .72
-12.747***

도서  이용 상자 260 -.33 .91

*** p<.001

<표 12> 도서  련 역할에 따른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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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  련 역할 N 평균 표 편차 t

업무몰입도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58 .90

7.725***
도서  이용 상자 260 .24 .94

문성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75 .68

-12.123***
도서  이용 상자 260 .31 .95

직업윤리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43 1.9

-4.841***
도서  이용 상자 260 -.18 .3

사회 사명감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52 .94

-6.708***
도서  이용 상자 260 -.21 .95

개인 신념 인식
공공도서  사서 107 .55 .94

-7.179***
도서  이용 상자 260 -.23 .94

*** p<.001

<표 13> 도서  련 역할에 따른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하 구성요인 인식

과, t(365)=7.725, p<.001로 유의하 다. 도서

 이용 상자집단(M=.24)은 공공도서  사

서집단(M=-.58)에 비해 정 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문성에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t(272.365)=12.123, p<.001로 유의하

다. 도서  이용 상자집단(M=.31)이 공공도

서  사서집단(M=-.75)에 비해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직업윤리에 한 인식 차

이를 분석한 결과, t(152.582)=-4.841, p<.001

로 유의하 다. 공공도서  사서집단(M=.43, 

도서  이용 상자집단(M=-.18)에 비해 인

식이 정 이었다. 사회 사명감에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t(365)=-6.708, p<.001

로 유의하 다. 공공도서  사서집단(M=.52)은 

도서  이용 상자집단(M=-.21)에 비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 신념에 한 인

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t(365)=-7.179, p<.001

로 유의하 다. 공공도서  사서집단(M=.55)

은 도서  이용 상자집단(M=-.23)에 비해 인

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와 같은 분석 결과는 업무몰입도, 문성 

특성에 한 도서  이용 상자의 인식은 공공

도서  사서의 인식보다 정 인 것으로 드러

났으며, 직업윤리, 사회 사명감, 개인 신념 

특성에 한 공공도서  사서의 인식은 도서  

이용 상자의 인식보다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다.

한편, 가설2-3을 검증하기 해 공공도서  

인식과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의 계를 

요인 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F(4, 362)=10.594, p<.001로 유

의하 다(=.105; 채택). 이에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 2.902 + .188(감성) - .061(사회 필요성) 

+ .221(혜택)+ .084(만족도)

가설2-4를 검증하기 해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에 한 인식과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의 계를 요인 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F(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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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7, p<.001로 유의하 다(=.175; 채택). 

이에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

= 2.902 + .011(업무몰입도) - .066( 문성) 

- .140(직업윤리) - .245(사회 사명감) 

+ .176(개인 신념)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공공도서   공공

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이 정 일수록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

성됨을 의미한다.

4.3 논의

본 연구는 랜딩  랜드 커뮤니 이션 

에서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을 악

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공공도

서  사서  도서  이용 상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연구가설은 통계

으로 검증되었다(<표 14> 참조).

가설검증 결과,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 

간의 공공도서   문직 특성, 사서 문직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공공도서 과 

사서 문직 특성에 해서는 사서가 도서  

이용 상자보다 정 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

었다. 사서는 공공도서 의 감성, 사회 필요

성, 만족도와 공공도서  사서직의 직업윤리, 

사회 사명감, 개인 신념 등의 문직 특성 

보유에 해 도서  이용 상자보다 정 으

로 인식하 다. 그러나 업무몰입도  문성 

특성과 문직으로서의 사서에 해서는 도서

구분 가설 검증결과

연구질문1

가설1-1. 공공도서  사서는 도서  이용 상자에 비해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1-2. 도서  이용자, 도서  이용 단자, 도서  비이용자 순서에 따라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미채택

가설1-3. 주 이용 도서 종에 따라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미채택

가설1-4. 도서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미채택

가설1-5. 도서  이용목 에 따라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미채택

가설1-6. 도서  서비스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미채택

연구질문2

가설2-1. 공공도서  사서는 도서  이용 상자에 비해 공공도서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2. 공공도서  사서는 도서  이용 상자에 비해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3. 공공도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

어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4.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에 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이 정 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채택

<표 14>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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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상자가 공공도서  사서보다 정

인 인식을 보 다. 즉, 도서  외부고객인 도서

 이용 상자의 공공도서   사서의 문직 

특성이라는 랜드에 한 인식은 반 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사서를 업무몰입도  

문성을 기반으로 한 직종으로 여기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문직으로서의 사서에 한 공공도서  사서

와 도서  이용 상자 간의 인식 차이가 드러

났다. 즉, 각 랜드정체성에 한 두 집단 간의 

랜드 커뮤니 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각각의 랜드

이미지 구축을 기반으로 랜드 커뮤니 이션

의 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도서

 이용 상자에게는 공공도서   사서의 직

업윤리, 사회 사명감, 개인 신념과 같은 랜

드정체성을 외부 랜딩을 통해 고취시킬 필요

가 있다. 더불어 문직으로서의 사서  업무

몰입도, 문성에 한 랜드정체성  이미

지를 수립한 후, 문직으로서의 사서에 한 

이해 증진을 한 공공도서  사서 상의 내

부 랜딩 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랜딩을 기반으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 간의 랜드 커뮤니 이션이 활발

해진다면, 사회 반 인 공공도서   사서 

련 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서  이용 상자의 사서 문직 인식 수 은 

공공도서  사서보다 정 이었으나, 평균 수

치(M=3.00)는 높은 수 이 아니었으므로 도

서  이용 상자의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

식의 향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문직으로서의 사서에 한 랜딩은 사회 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도서  이용 상자는 공공도서 과 

련한 감성(SD=1.02), 사회 필요성(SD=1.05), 

혜택(SD=1.05)에 해, 공공도서  사서는 

사서의 직업윤리 특성(SD=1.9), 문직 인식

(SD=1.05)에 해 상 으로 집단 내 인식

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요인에 한 

통일된 랜딩이 되어있지 않다고 단된다. 

따라서 공공도서 의 사회 필요성과 혜택, 사

서의 직업윤리 특성 등에 한 랜딩을 통해 

정 이고 통일된 인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도서  이용경험자들의 도서  이용행

태는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을 형성하는 

데 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 번째는 문직으로서의 사서를 인식하기 

한 도서  이용행 의 범 가 모호하다는 것

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 이용 도서 종, 도서  

이용빈도, 도서  이용목 , 도서  서비스 이

용경험 등이 ‘ 문직으로서의 공공도서  사서'

라는 랜드를 강화하기 한 수단으로 작용되

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따라 랜드 

커뮤니 이션의 수단으로 어떠한 도서  이용

행태가 의미 있는 행 인지 악할 필요가 있

다. 더불어 주로 도서  공간을 사용하는 공부

집단의 사서 문직 인식 수 (M=3.08)이 사

서와의 만남이 수반되는 문제해결집단의 수

(M=2.60)보다 높았다는 분석결과와 련하

여 고려해야 한다. 즉, 사서와의 면 경험이 공

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에 정 인 향력

을 가지지 않는다면, 도서 을 이용하는 과정 

에 사서가 개입하지 않는 부분을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을 한 도서  이용 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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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로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도서  이용 상자가 자신의 도서

 이용행태를 통해 문직으로서의 사서를 인

식하기 어렵다면, 과연 무엇으로 사서 문직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한 것이다. 이

러한 고민은 사서직무  사회 으로 사서직이 

문직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측면을 발굴

하는 것과 연 되어 보인다.

결과 으로 본 연구는 사회 반 으로 공공

도서  사서 문직 인식을 고취시키기 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 간의 랜드 커뮤니

이션 수단과 각 집단에 한 랜딩 략의 

수립  시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  사서직이 문직종

에 소속되어 있음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도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 간의 사서 문

직 인식의 차이  실태 악을 목 으로 하

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

에 해 공공도서  사서와 도서  이용 상자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

하기 한 공공도서   사서 문직 특성에 

한 두 집단 간의 랜드 커뮤니 이션이 필

요해 보인다. 한,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

식에 해서도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드러

났으나, 인식의 평균이 모두 높지는 않았다. 때

문에 문직으로서의 사서에 한 랜드 커뮤

니 이션 이 에, 두 집단을 상으로 한 랜

드정체성  랜드이미지의 확립이 필요해 보

인다. 특히, 공공도서  사서를 상으로 한 

문직으로서의 사서 련 내부 랜딩이 필요하

다. 이는 사서가 도서  이용 상자보다 사서

의 문성 특성 보유에 한 인식 수 이 낮았

던 분석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수도권 지역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넓은 지역에서 공공도서  사서 

문직 인식의 황을 악하고, 지역별, 시군

구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 

문직으로서의 사서에 한 인식을 해 어떠

한 도서  이용행태  사서 직무를 주목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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