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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외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학생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을 학교도서관 이용상황에 적용하여 학생의 플로우 경험이 학교도서관 이용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플로우를 매개변수로 그리고 플로우에. , ,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학교도서관 이용형태 학생의 학습유형을, , , 
선정하여 이들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293
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는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이 이용유형에, . 
영향을 미치고 이용유형은 학생의 학습유형에 그리고 학생의 학습유형은 플로우를 거쳐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 
미치는 구조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플로우 경험을 확대하고. ,
도서관 이용기술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그 방안을 사서교사의 구체적 역할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다, .

키워드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플로우 사서교사: , , , , 

ABSTRACT

The domestic and foreign standards of school libraries suggest that school library should be run to give useful
and pleasant experiences to students. This study applies Csikszentmihalyi’s ‘flow theory’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flow experience and their satisfaction about school libraries use. The variables selected in this
study are students’ satisfaction, flow experience, library skill, challenge of library use, types of library use and
students’ learning styles. The research model is designed by using these 6 variables in this study. The data are
collected from 293 students and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ntire casual relationships show that library skills influence in types of library use, types of library use affect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students’ learning styles influence in satisfaction through flow. To improve students’
satisfaction about school library use, this study proposes effective ways related to teacher librarians’ role
performances to expand students’ flow experience and increase their library skills.

Keywords: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service, Satisfaction of library service, Flow, Teacher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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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계속해서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그동안 도서관은 자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방안. , 

으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행태를 관찰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요구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 

위한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만. 

족스러운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게 된다.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비스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

요가 있고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 

겠지만 이용자의 외적 이용형태와 표현된 요구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즐거움을 느

끼고 색다른 경험을 느끼게 되는 감정 심리상태 동기 등과 같은 내적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 ,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널리 알려진 논어 구절 중에 ‘ , 知之者不如好之者 好之者不如樂之者’란 말이 있다. 

이는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만 못하다’라는 뜻이다 이를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시키면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아는 수. 

준을 넘어 좋아하는 수준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면 가히 최고의 도서, 

관과 사서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논어 구절처럼 인간이 어떤 활동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칙센트미하이(Mihaly 

는Csikszentmihalyi) 플로우 라 정의하고 어떤 상태에서  (flow) (Csikszentmihalyi 1975a), 

플로우를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이후 플로우 이론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 

여러 분야에서 대상자의 감정과 행위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플로우 경험이 대상자의 , 

의사결정과 행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을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상황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 

플로우 경험이 도서관 이용만족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을 통해 플로우 ,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 , 

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학생의 학습유형을 플로우의 영향요인으, ,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플로우가 최종적으로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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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 

학교도서관 이용이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만드는 방안을 발견한다면 학교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선행연구2. 

인간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느낌을 뜻하는 플로우는 인간의 심리와 동기를 설

명하는 이론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동기는 어떤 활동을 포기하거나 선택하게 하거나 지속하. , , 

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플로우와 같은 동기이론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대상자가 특정 행위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과 결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플로우. 

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분야의 연구에 플, 

로우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플로우 관련 선행연구를 문헌정보학 분야와 이외의 분야.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플로우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이병기. 

(2 는 독서활동에서 학생이 플로우 경험을 갖게 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독서자료의 외010) , 

적 형식 내용형식 독서목적 및 의도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방법 독서빈도 및 환경에 따라 학생, , , , , 

들이 경험하는 플로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독서상황에서 광범. 

위하게 플로우를 경험하며 그림이 많은 책 얇은 책 쉬운 책 자유로운 독서상황 등에서 보다 , , , , 

많은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는 후속연구 를 통해 학생의 플로우 유. (2011)

형을 분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연구는 독서에 대한 . 

학생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독서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플로우 이론은 문헌정보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인터넷 분야 , 

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사용자의 플로우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유상진 최은빈 김( , , 

효정 인터넷 게임에서 이용자의 감정반응과 플로우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손준상 2006), ( 2006), 

컴퓨터 이러닝에서 학습만족도와 플로우 경험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연구 장필식 등이 있다 그리고 플로우 이론은 고객의 반응을 조사하여 마케팅 전략을 ( 2011) .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플로우 경험이 고객. 

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김병철 최수호 템플스테이 방문객이 느끼는 ( , 2002), 

플로우 경험의 구성요소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윤설민 정희진 등이 있다( , 2012) .

이상의 플로우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칙센트. 

미하이가 제시한 플로우 이론을 기본으로 특정 상황에서 이용자 또는 고객이 경험하는 플로우의 

구성요소를 규명하려는 연구이고 둘째는 특정 상황에 맞게 조작적으로 정의된 변수를 선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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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경험과 다른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주요 . 

종속변수로는 구매의도 만족도 행동의도 등이 선택되고 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유형의 선행연, , . 

구는 이 연구와 같이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플로우 이론과 학교도서관. Ⅱ

플로우 개념과 구성요소1.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외적 보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 내적 보상에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 플로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플로우는 칙센트미하이가 년에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며 이후 여러 . 1975 , 

차례의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특정 활동에 몰입하여 최적의 경험(optimal experience) 상태

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Csikszentmihalyi 1997). 

이와 같은 감정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 스포츠 게임에서 운동선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 , 

자신의 활동에서 행위 자체를 즐기려는 내적인 동기에 의해 경험할 수 있다.

이후 플로우의 개념은 칙센트미하이에 의해 여러 차례 변화되었다 초기에 그가 제시한 개념은 .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느끼는 최적의 심리상태(Csikszentmihalyi 1975a, 42)”였지만, 1988

년에는 “다른 일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로 도전의욕과 기술수준이 일정 , 

상태를 넘어설 때 일어나는 감정(Csikszentmihalyi, M. and Csikszentmihalyi, I. S. 1988, 

260)”으로 년에는, 1990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험 자체가 너무 즐거워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행위를 지속하는 상태(Csikszentmihalyi 1990, 4)”로 년에는, 1993  “분명한 목표 개, 

인의 기술이 주어진 도전에 적합한 상황 행위와 지각의 통합 현재 하는 일에 집중 잠재적 통제, , , 

감 자의식이 사라진 상태 시간개념의 왜곡 자기목적적 경험, , , ”을 플로우의 특징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플로우가 일어난다고 하였다(Csikszentmihalyi 1993, 178-179).

플로우의 개념은 인간의 감정에 해당하는 플로우를 보다 객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플, 

로우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플로우 상태가 일어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 

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후 후속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 목적에 맞게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 

사용되고 있다 플로우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의 개념들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플로우 . 

상태의 용어인데 여기에는 몰입 몰두 즐거운 느낌 최적의 경험 만족스러운 경험 자연스러, , , , , 

운 느낌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표현들은 특정 상황의 플로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도 사용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플로우 경험과 만족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5

- 123 -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 모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플로우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플로우에 ,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연구를 통해 자신의 모형을 발전시, 

켰다 그동안 발표된 대표적 플로우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플로우 채널 모형 < 1> 3

(Csikszentmihalyi 1975b, 49)
 그림 플로우 채널 모형< 2> 4

(Csikszentmihalyi, M. and 

Csikszentmihalyi, I. S. 1988, 261)

그림 플로우 채널 모형< 3> 8

(Csikszentmihalyi and Rathude 1993, 69)

세 모델은 모두 플로우가 일어나기 위한 기본 구성요소로 도전의욕 과 기술(challenges)

을 가정하고 있다 그림 은 칙센트미하이가 년에 제시한 모형으로 플로우는 (skills) . < 1> 1975

개인의 도전의욕와 기술이 균형을 이룰 때 일어나는 것이며 개인의 도전의욕이 낮고 기술이 , 

높을 때에는 지루함이 반대로 기술이 낮고 도전의욕이 높을 때에는 근심이 나타난다 그림 , . <

는 이를 더 구체화 한 모형으로 도전의욕과 기술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플로우 근심2> , , 

지루함 무관심으로 세분화시켰고 플로우는 기술과 도전의욕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일어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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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도전의욕과 기술 사이의 감정을 플로우 통제 지루함 완화 무관심 걱정 근< 3> , , , , , , 

심 각성의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이 모형은 도전의욕과 기술사이의 , 8 . ‘보통’에 해당하는 중간

지점을 설정하여 예를 들어 도전의욕이 낮고 기술이 보통이면 완화가 일어나며 기술이 높으, 

나 도전의욕이 보통이면 통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로. 

우는 도전의욕과 기술이 높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상의 모델을 통해 플로우의 기. 

본 구성요소에는 도전의욕과 기술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과 플로우 경험2.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인성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와 교양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정서와 감정은 플로우 경험과 유사하다. 

플로우 이론을 학교도서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의 기준

에서 제시하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플로우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 과 같다< 1> .

기준 각 기준에서 플로우 관련 내용 발췌

한국

도서관협회 

기준

목적 3.1.2 

학교도서관은 교과학습 및 심미적 체험을 위한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독서를 통한 교과학습 및 학생의   4. 

인성교육에 기여한다(p.146).

정보활용 및 독서교육3.7 

일반원칙 3.7.1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과 독서교육은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학교행사 취미활동 등 다양  2. , , 

한 학습환경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p.158).

독서교육 3.7.3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은 교과학습 특별활동 학교행사 교양여가선용 등의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되   1. , , , ․

독서표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p.164).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은 정서함양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교양독서를 실시하여 인성교육에 이바지할   4. 

수 있어야 한다(p.164).

기준IFLA 

장 사명 학교도서관은 정보와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근간이 되는 정보와 아이디어1 : 

를 제공한다 학교도서관은 학생의 평생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상상력을 계발하고 책임감 있는 . , ,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p.16).

학교도서관의 정의1.3 

학교도서관의 기능 학교도서관은 문화 전문활동 교육활동 행사 회의 전시회 자료 을 위한 사회적 열  : , , ( , , , )․

린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한다(p.17).

학교에서 도서관의 역할1.4 

독서와 리터러시 능력 독서의 즐거움 여가독서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활용한 학습독서 텍스트를 다양한   : , , , ․

매체로 전환 소통 배포하고 의미와 이해를 구성하도록 하는 능력과 성향, , , (p. 18).

학교도서관 서비스1.8 (p.19)

교사의 전문성 계발 독서와 리터러시 정보기술 탐구와 연구과정  ( , , )․

표 국내외의 학교도서관 기준과 플로우 경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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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대표적 학교도서관 기준에 해당하는 표 의 한국도서관 기준 학교< 1> , IFLA � � �

도서관 가이드라인 의 학교도서관 경영기준인 , AASL� Empowering learners: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Programs은 모두 학교도서관이 학생의 심미적 경험과 성장을 위한 역

할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즐거움을 위한 독서 여가선용 문화활동 전시, , , , 

와 행사 등의 활동을 안내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핵심목적은 다양한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과 학생의 관계를 그저 단순한 . 

정보의 제공과 수용의 소극적 관계로 설정하는 것보다 학생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

하는 경험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전의욕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상의 국내외 기준을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학생의 긍정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것이 학교도

서관의 역할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방법. Ⅲ

연구대상과 조사도구1.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설문조사는 사서교사가 배치, ․ ․

된 전국 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학교당 한 학급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16 2015 6 15

터 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서교사가 설문조사 과정에 참30 . 

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 조사대. 

상 학생의 인구통계 특성은 표 와 같다< 2> .

학문적 성취와 개인의 즐거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학과 독서프로그램  ․

정보활용능력 계발과 탐구기반 학습  ․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

AASL 

기준

사서교사의 사명 사서교사의 사명은 학생과 교직원이 아이디어와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자가 되도록 하는 . : Ⅰ

것이다 사서교사는 학생이 비판적 사고자 열정적 독서인 유능한 연구자 정보의 윤리적 이용자가 되도. , , , 

록 촉진시킨다(p.8).

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요약. 21 (p.14)Ⅴ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획득한다 1. , .

결론을 도출하고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하며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 2. , , , 

한다.

지식을 공유하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윤리적이며 생산적으로 참여한다 3. .

개인적이며 심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4.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 2013. pp.146-164.; IFLA. 2015. pp.16-19.; AASL. 2009.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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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명( ) 백분율(%) 합계

학교급

초등학생 80 27.3%

293(100%)중학생 94 32.1%

고등학생 119 40.6%

성별
남학생 148 50.5%

293(100%)
여학생 145 49.5%

소재지

특별시 30 10.2%

293(100%)광역시 201 68.6%

중소도시 읍면포함( )․ 62 21.2%

학교도서관

주당 이용횟수

회1-3 130 44.4%

293(100%)
회4-6 98 33.4%

회7-9 31 10.6%

회 이상10 34 11.6%

표 표본의 인구통계 현황< 2>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총 명이며 이 중에서 학교급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명293 , 80 (27.3%), 

중학생 명 고등학생 명 로 고등학생이 다소 많지만 조사대상은 학94 (32.1%), 119 (40.6%) , 

교급별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편이다 성별은 남학생이 명 여학생이 명. 148 (50.5%), 145

이며 소재지별로는 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명 광역시 거주 학생이 (49.5%) , 30 (10.2%), 

명 중소도시 거주 학생이 명 로 나타났다201 (68.6%), 62 (21.2%) .․

학교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플로우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문대상자 중 학교

도서관 주당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명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생65 . 

들의 주당 도서관 이용 횟수는 회가 명 회가 명 그리고 다소 1~3 130 (44.4%), 4~6 98 (33.4%), 

이용 빈도가 높은 회는 명 회 이상도 명 로 나타났다 즉 표본의 7~9 31 (10.6%), 10 34 (11.6%) . , 

가 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약 회 이상으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5% 4 .

설문내용은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변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 이. 

용에 대한 학생의 플로우 경험과 도서관 이용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

문에 우선 이 두 변수를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플로우 경험에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학교도, , 

서관 이용유형 학생의 학습유형 개 변수를 선택하였다 이상의 개 잠재변수와 세부 변수, 4 . 6

를 중심으로 구성한 설문내용은 표 과 같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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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번호 관측변수 설문문항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A1 도서관 이용의 익숙함 학교도서관 이용에 익숙한 편이다.

A2 도서관 이용지식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편이다.

A3 도서관 이용에 대한 자신감 다른 사람들보다 학교도서관 이용방법을 잘 아는 편이다.

A4 학교도서관 시설지식 학교도서관의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A5 도서관 이용예절 학교도서관 이용예절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편이다.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B1 새로운 시설이용 새로운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B2 새로운 서비스이용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B3 도서관 이용의 설렘 설레는 편이다.

B4 도서관 이용의 긴장 긴장하는 편이다.

B5 환경적응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C1 도서관 수업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에서 수업을 한다.

C2 독서 책 신문 잡지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독서를 한다, , . 

C3 탐구학습 책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과제를 해결한다. 

C4 여가활동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고 전시회와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다. 

학생의

학습유형

D1 상호학습 다른 사람과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D2 자신만의 학습방법 나 자신만의 학습방법이 있다.

D3 체험학습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형태의 공부가 좋다.

D4 가능성에 대한 생각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부가 좋다.

D5 비판적 모둠학습 비판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둠학습이 좋다.

D6 새로운 주제의 학습 새롭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D7 순차적 학습 규칙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으로 공부한다.

D8 자료탐색 해답을 찾기 전에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기를 좋아한다.

플로우

E1 주의집중

그 상황에 몰두해 있었다.

그 상황에 열중해 있었다.

그 상황에 집중해 있었다.

그 상황에 전념해 있었다.

E2 즐거움

색다른 기분을 느꼈다.

자유스런 기분을 느꼈다.

즐거웠다.

재미있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놀라웠다.

E3 느낌

특별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위의 환경을 잊었다.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주변 환경 및 시선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

F1 이용만족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만족한다.

F2 재이용 의사 학교도서관을 다시 이용할 것이다.

F3 이용권장 학교도서관 이용을 다른 학생에게 추천할 것이다.

개6 개 변수28 개 문항39

표 설문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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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이론에서는 기술과 도전의욕을 플로우를 경험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두 변수를 플로우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학교도서관 상황에 적합하도, 

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에는 학교도서관의 익숙함 이용지식 자신감. , , , 

시설지식 이용예절의 개 측정요소를 포함시켰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 5 . 

도서관 이용교육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은 학생들이 도서. 

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측정요소로 학교도서관, 

의 시설이용 서비스이용 도서관 이용의 설렘 긴장감 환경적응 개 요소를 선택하였다, , , , 5 .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이용유형은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 형태를 의미하며 학생들, 

은 도서관 수업 독서활동 탐구학습 여가선용의 주요 가지 활동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이용, , , 4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학생의 학습유형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 

나타내며 학생들은 상호학습을 좋아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지닐 수 있고 이 외, , 

에도 체험학습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학습 독서토론과 같은 비판적 모둠학습 새로운 학습, , , 

주제 전통적 수업방식과 같은 순차적인 학습방식 자료 활용의 학습방식에 대해 선호할 수 , , 

있기 때문에 이상의 개 변수를 관측변수로 선정하였다8 .

플로우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주의집중 온전한 몰임 제약의 불식 시공의 초월 즐거, , , , 

움 도전 통제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이 포함되지만 이 중에서 대표적 경험에 해당하는 주의, , , 

집중 즐거움 느낌의 개 측정요소만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 표현들은 상황에 따라 해석의 , , 3 . 

관점이 달라지고 응답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측정요소를 개의 하위 문항으, 4~5

로 나누워 응답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종속변수는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 

요소로  이용만족도 재이용 의사 그리고 친구들에게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지, , 

의 개 측정요소를 선택하였다3 .

이상의 개 잠재변수와 개 관측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총 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개발6 28 39

하였고 인구통계를 제외하고 모든 설문문항은 , ‘매우 그렇다(5)’에서 ‘매우 아니다(1)’의 점 5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모형과 가설2. 

잠재변수로 선정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학교도서관 , , 

이용유형 학생의 학습유형 플로우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모, , , 

형을 구성한 결과는 그림 와 같다< 4> .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플로우 경험과 만족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11

- 129 -

그림 연구모형< 4> 

그림 의 연구모형에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학교도< 4> , , 

서관 이용유형 학생의 학습유형이 플로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중에서 학교, , 

도서관 이용기술과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은 이용유형과 학생의 학습유형에 먼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플로우 경험은 학교도서관의 이용만족도에 .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의 연구모형을 통해 설정된 가설을 종. < 4>

합하면 표 와 같다< 4> .

가설번호 인과관계 가설명제

1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 

이용유형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은 학교도서관 이용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플로우→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은 학생의 플로우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생의 → 

학습유형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은 학생의 학습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은 도서관 이용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 

플로우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은 플로우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 

학생의 학습유형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은 학습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학생의 → 

학습유형
학생의 도서관 이용유형은 학습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플로우→ 
학생의 도서관 이용유형은 플로우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학생의 학습유형 플로우→ 학생의 학습유형은 플로우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 플로우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 
학생의 플로우 경험은 도서관 이용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연구가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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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플로우 . ,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정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학생의 학습유형 중에서 어떤 변수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 

고자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가설은 번부터 번까지이며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이용과정에. 1 7 , 

서 학생들의 플로우 경험을 높이기 위해 어떤 요인을 강조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둘째. , 

학생의 플로우 경험이 도서관 이용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설 을 통해 분석10

하여 학생의 도서관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자료분석. Ⅳ

기초통계1. 

설문에 응답한 명 학생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잠재변수의 신뢰도를 분293 , 

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5> .

잠재변수 번호 관측변수 평균 표준편차
잠재변수

평균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A1 도서관 이용의 익숙함 3.70 1.13

3.47 0.888

A2 도서관 이용지식 3.40 1.06

A3 도서관 이용에 대한 자신감 3.17 1.06

A4 학교도서관 시설지식 3.45 1.10

A5 도서관 이용예절 3.63 0.94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B1 새로운 시설이용 3.48 1.00

3.23 0.817

B2 새로운 서비스이용 3.45 0.98

B3 도서관 이용의 설렘 2.96 1.10

B4 도서관 이용의 긴장 2.60 1.06

B5 환경적응 3.67 0.94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C1 도서관 수업 3.49 1.22

3.34 0.686
C2 독서 3.34 1.12

C3 탐구학습 3.50 1.07

C4 여가활동 3.04 1.19

학생의 

학습유형

D1 상호학습 3.43 1.14

3.45 0.788D2 자신만의 학습방법 3.40 0.99

D3 체험학습 3.88 0.96

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5> , ,
N=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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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 잠재변수의 평균은 사이. 6 3.23~3.88

로 나타났기 때문에 잠재변수의 전반적 수준은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중에서 .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의 평균 이 가장 높고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3.88) , (3.23)

과 플로우의 평균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3.23) .

변수별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에서는 도서관 이용의 익숙함의 평균이 , A1 3.70

으로 나타났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자신감은 평균이 로 낮게 나타났다 도전의욕에서 , A3 3.17 . 

는 환경적응의 평균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도서관 이용의 긴장은 B5 3.67 , B4 

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도서관이 친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에 대한 2.60 . , 

긴장감은 낮은 반면에 학교도서관의 환경에는 이미 충분하게 적응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이용유형에서는 탐구학습의 평균이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C3 3.50 , C4 

여가활동의 평균이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학생은 책이나 자료를 찾아 과제를 해결3.04 . ,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며 반면에 전시회 행사 영화와 같은 여가 활동은 학교, , ,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공간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유형에서는 체험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D3 3.88 , 

반면에 규칙적이며 순차적인 학습의 평균은 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사서교D7 3.12 . 

사가 보통의 교과학습과 같은 방식으로 도서관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보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보다 나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플로우에서는 주의집중의 평균이 로 높게 나타났으며 느낌은 평균이 로 E1 3.51 , E3 2.78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플로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 

한 학생의 긍정적 감정은 높은 편은 아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D4 가능성에 대한 생각 3.70 0.97

D5 비판적 모둠학습 3.47 1.03

D6 새로운 주제의 학습 3.40 0.94

D7 순차적 학습 3.12 0.99

D8 자료탐색 3.17 1.03

플로우

E1 주의집중
* 3.51 0.86

3.23 0.800E2 즐거움
* 3.41 0.81

E3 느낌
* 2.78 0.84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

F1 이용만족도 3.90 0.96

3.88 0.876F2 재이용 의사 4.02 0.88

F3 이용권장 3.72 1.02

척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플로우의 관측변수는 설문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의집중 문항 즐거움 문항 느낌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나 분석시4 , 5 , 5 , 

에는 각 관측변수별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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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에서는 재이용 의사의 평균이 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F2 4.02 , F3 

에게 이용을 권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균이 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이용만족3.72 . 

도의 평균 은 개 잠재변수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도서관 (3.88) 6

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높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2.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

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가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과 같다< 6> .

χ2(p) 표준 χ2 GFI RMR NFI CFI

p>0.05 미만3 이상0.90 미만0.05 이상0.90 이상0.90

805.472(0.000) 2.404 0.834 0.065 0.829 0.891

329.849(0.000) 1.896 0.906 0.048 0.914 0.957

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평가결과< 6> 

표 에서 초기모형은 개 잠재변수와 개 관측변수 모두로 구성된 모형을 의미하며< 6> 6 28 , 

적합도는 표준 χ2 값만을 충족시켰고 나머지 개 지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각 잠재, 5

변수별로 구성 타당성이 부족한 관측변수를 값을 기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준으로 미만 제거하였다(0.4 ) .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제거된 관측변수는 총 개이며 구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7 , 

에서는 도서관 이용예절 도전의욕에서는 도서관 이용의 설렘A5 (SMC 0.298), B3 (SMC 

과 도서관 이용의 긴장 이용유형에서는 도서관 수업0.257) B4 (SMC 0.111), C1 (SMC 

학습유형에서는 상호학습 체험학습 순차적 0.130), D1 (SMC 0.131), D3 (SMC 0.199), D7 

학습 이 제거되었다 그 결과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개 지수중에서 (SMC 0.263) . 6 χ2값을 제

외하고 나머지 개 지수의 수용기준을 충족하였다5 .

연구모형 분석과 가설검증3. 

구성 타당성이 부족한 개 관측변수를 제거한 최종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7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 χ2값은 

유의확률 표준 339.494( 0.000), χ2값은 값은 값은 값1.907, GFI 0.905, RMR 0.051, NFI

은 값은 로 나타났다 즉 개의 적합도 지수중에서 연구모형은 0.911, CFI 0.955 . 6 χ2과 R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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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 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 지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 , 4 .

연구모형의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과 같고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 7> , 

표준화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와 같다< 5> .

가설

번호
가설 표준화 경로계수 C.R. S.E.

유의확률
(p)

검증결과

1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 

이용유형
0.617 6.811 0.078 0.000* 채택

2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플로우→ 0.337 3.592 0.057 0.000* 채택

3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생의 학습유형→ -0.051 -0.461 0.078 0.645 기각

4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0.195 2.465 0.102 0.014* 채택

5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 

플로우
0.276 3.812 0.066 0.000* 채택

6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 

학습유형
0.203 2.570 0.085 0.010* 채택

7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학생의 학습유형→ 0.730 5.118 0.118 0.000* 채택

8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플로우→ -0.015 -0.096 0.106 0.923 기각

9 학생의 학습유형 플로우→ 0.359 2.796 0.109 0.005* 채택

10 플로우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 0.719 9.693 0.117 0.000* 채택

추가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0.648 8.901 0.048 0.000* 채택

*p<0.05

표 가설검증 결과< 7>

그림 연구모형 분석< 5> 

모형 적합도: χ2 표준 =339.494(p=0.000), χ2=1.907, GFI=0.905, RMR=0.051, NFI=0.911, CFI=0.955

영향력의 크기는 표준화 경로계수이며 실선은 유의수준 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임, 0.05

연구모형 분석과정에서 연구가설에서 설정하지 않은 인과관계 중,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이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인과관계가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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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 ‘추가가설’로 포함시켰다.

가설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수를 기준으로 학교도서관 이용기. , 

술은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가설 플로우 가설 학생의 학습유형 가설 학교도서관 ( 1), ( 2), ( 3),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추가가설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중에서 학( ) , 

교도서관 이용유형 플로우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의 세 경로에 영향을 미치며, , ,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로 나타났다 즉 학0.617, 0.337, 0.648 . , 

교도서관 이용기술은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과 학교도서관 이용유형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며 플로우에도 일정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은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가설 플로우 가설 학생( 4), ( 5), 

의 학습유형 가설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 6)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수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 0.195, 0.276, 

으로 비록 상당한 영향력은 아니지만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은 플로우 학0.203 , , 

생의 학습유형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학교도서관 이용유형은 학습유형 가설 과 플로우 가설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 7) ( 8)

였으나 이중에서 학습유형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사이의 표준. 

화 경로계수는 으로 전체 개 인과관계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보통 학생들0.730 11 . 

이 구체적 목적이나 이유 없이 도서관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분석결과 도서관 , 

이용형태는 자신의 학습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학습형태를 고려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플로우는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가설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가설 학교( 2), ( 5), 

도서관 이용유형 가설 학생의 학습유형 가설 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8), ( 9) , 

이 중에서 가설 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인과관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이 세 개 인8 , 

과관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로 나타났다 즉 플로우에 영향을 미0.337, 0.276, 0.359 . , 

치는 변수 중에서는 학생의 학습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는 플로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 의 표준화 경로10

계수는 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몰입경험 구체적으로 주의집중 즐거0.719 . , , , 

움 좋은 느낌을 경험하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는 각 잠재변수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각 변수가 다

른 변수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이 둘의 총 효과까지 살펴볼 수 있다 잠재. 

변수 간의 표준화된 직접 효과 간접 효과(standardized direct effects), (standardized 

총 효과 를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indirect effects), (standardized total effects)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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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구분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학생의

학습유형
플로우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직접 효과 0.648 0.000 0.000 0.000 0.000

간접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총 효과 0.648 0.000 0.000 0.000 0.000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직접 효과 0.617 0.195 0.000 0.000 0.000

간접 효과 0.126 0.000 0.000 0.000 0.000

총 효과 0.743 0.195 0.000 0.000 0.000

학생의 학습유형

직접 효과 -0.051 0.203 0.730 0.000 0.000

간접 효과 0.674 0.142 0.000 0.000 0.000

총 효과 0.624 0.345 0.730 0.000 0.000

플로우

직접 효과 0.337 0.276 -0.015 0.359 0.000

간접 효과 0.392 0.121 0.262 0.000 0.000

총 효과 0.729 0.397 0.248 0.359 0.000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

직접 효과 0.000 0.000 0.000 0.000 0.719

간접 효과 0.524 0.286 0.178 0.258 0.000

총 효과 0.524 0.286 0.178 0.258 0.719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음영은 간접 효과가 직접 효과보다 큰 경우임, 

표 잠재변수 간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8> , ,

표 과 그림 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표준화 경로계수를 중심< 7> < 5>

으로 살펴본 결과이며 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표 에서 직접 효과로 나타나 있다 표 , < 8> . <

에 제시된  효과 중에서 주목할 점은 간접 효과인데 이 중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8> , 

간접 효과가 직접 효과보다 큰 경우이다 표 의 간접 효과를 통해 변수 사이 인과관계의 . < 8>

전반적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과 같다< 6> .

그림 간접 효과를 통해 살펴본 인과관계 흐름< 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이 학생의 학습유형에 영향을 미칠 , , 

것이라는 가설 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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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서관 이용기술은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가설 을 거쳐 학생의 학습유형 가설 에 영향( 1) ( 7)

을 미치는 간접경로 그리고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은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추가, (

가설 을 거쳐 학습유형 가설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통해 간접 효과 의 상당) ( 6) 0.674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은 플로우에 직접적으로 의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도서관 , 0.337

이용유형 가설 과 학습유형 가설 을 거쳐 그리고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추( 1) ( 7) , (

가가설 과 학생의 학습유형 가설 를 거쳐 플로우에 간접적으로 의 영향을 미치는 것) ( 9) 0.392

으로 나타났다. 

표 에서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변수의 간접 효과를 크기순으< 8>

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의 간접 효과는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0.524, 

의 간접 효과는 학생의 학습유형의 간접 효과는 학교도서관 이용유형의 간접 0.286, 0.258, 

효과는 순으로 나타났다0.178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이용기술이 여러 변수에 걸쳐 상당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

며 결과적으로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에도 플로우 다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연구모형의 분석을 통해 총 개의 가설의 종합적 인과관계는 그림 와 같이 . , 11 < 6>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은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과 학교도서관 이용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도서관 이용유형은 학습유형에 그리고 학습유형은 플로우를 거쳐 학교도서관 , ,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둘째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는 학생의 플로우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도서, 

관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의 플로우 경험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모형 분석. 

을 통해 플로우는 학생의 학습유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플로

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선호하는 학습유형을 도서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야 한다 그리고 간접 효과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기술이 플로우와 만족도에 .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학생의 플로우 경험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결 론. Ⅴ

연구결과 종합1. 

도서관은 결국 이용자를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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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는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플로우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

를 설계하였다.

연구모형은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플로우를 선택하고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 , 

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학생의 학습유형의 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 4 . 

그리고 이상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총 개 세부변수를 선정하였고 이를 개의 설문문항28 , 39

으로 구체화시켜 사서교사가 배치된 전국 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16 .

연구모형은 초기에 개의 잠재변수 사이에 개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으나 통계분석 과6 10 , 

정에서 개의 인과관계를 추가하여 총 개의 인과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가설은 1 11 .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가설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플로우 가설 ( 1), (→ →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생의 학습유형 가설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2), ( 3), → →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가설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플로우 가설 학교도( 4), ( 5), → 

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학생의 학습유형 가설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학생의 학( 6), → → 

습유형 가설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플로우 가설 학생의 학습유형 플로우 가설 ( 7), ( 8), (→ → 

플로우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 가설 이며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이9), ( 10) , → → 

용에 대한 도전의욕이 추가가설로 선정되었다.

기초통계 분석결과 각 잠재변수의 평균은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생, , , 

의 학습유형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과 플로우 순으로 나타났다, , . 

즉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신은 , ,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반면에 심리적 요인에 , 

해당하는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과 플로우 경험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개의 문항이 해당 7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거한 후에 측정모형의 타당도, 

를 확보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개의 가설 중에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 11 → 

생의 학습유형 가설 과 학교도서관 이용유형 플로우 가설 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 ( 3) ( 8) 9→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설검증을 통해 확인된 인과관계의 구조는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과 학교도서관의 이용유형에 학교도서관 이용유형은 학생의 학습유형, 

에 그리고 학습유형은 플로우를 거쳐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나타, 

났다 또한 각 변수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교도서관 . , 

이용기술은 학생의 학습유형과 플로우에 직접 효과 보다 큰 영향력을 보였고 학교도서관 이,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46 3 )․

- 138 -

용만족도에는 플로우 다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학생. , 

들의 도서관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플로우 경험과 학교도서관 도서관 이용기

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사서교사의 역할2. 

학교도서관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은 결과적으로 사서교사의 역할수행의 문

제로 귀결된다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이용만족도는 학생의 플로우 경험과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즐

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유형이 .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은 선호하는 학습활동으로 기초통계에서 체험학습과 다양한 가, 

능성에 대한 생각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의 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서행사 독서 동아리와 같은 대표적 프로그램은 학생들. , 

의 플로우 경험을 확장시키며 학생의 도서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한 ,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학생의 도서관 이용기술은 여러 변수를 통해 도서관 이용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학생의 도서관 이용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 

자료 서비스 시설의 이용 능력을 의미하는 도서관 이용기술은 사서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 , 

동을 통해 신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체계적인 정보활용교육을 계획하여 학생을 지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서교사가 교육과정을 통해 정규적. 

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1~2

시간의 도서관 이용지도가 학생의 도서관 이용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사서교사는 이러한 비, 정규적인 교육활동에도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을 보다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기술의 필요성

을 보다 많이 느끼게 되고 학교도서관을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여러 교과교사와 협의하여 교과과제 수행평가 학습독서 . , , 

등을 교과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기초적인 자료배열과 이용에 대한 정보를 담은 표시체계 를 부착하여 학생(sign system)

들이 도서관 이용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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