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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도서 의 도서반 활동이 이용자인 학생들과 학교도서 에 미치는 향을 마  에서 

살펴보고, 도서반을 이용한 학교도서  마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서울  경기지역 

소재 학교 9개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가설 검증을 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충성도를 

포함한 학교도서 의 마  효과는 내부  체험마  요소와 같은 도서반의 활동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도서반의 활동이 효과 인 구 마 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도서  마 에 도서반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students’ library after-school activities on the students 

and the school library from a marketing perspective and to recommend marketing strategies 

for school libraries. For the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t nine middle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a series of statistical analyses with the survey data was 

performed in order for hypothesis testing.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the school 

library marketing including customer loyalty were influenced by the student assistants’ activities 

such as internal and experiential marketing factors. Furthermore, the activities of student 

library assistants can be linked to word-of-mouth marketing. Based on the results, ways to 

use student assistants in school library marketing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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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학교도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독서량 한 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독서의 요성과 학교

도서 에 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

는 2003년부터 인 라  운  로그램을 망

라한 ‘좋은 학교도서  만들기’ 4   추진

과제를 시행하 으며(변우열 2004), 시행 기

에는 학교도서  이용률이 증가하 다(노 희 

2007).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도

서  이용률  이용 횟수와 독서량은 정비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의 연간 독서

량은 2013년 비 2.5권 감소하 다(문화체육

부 2015). 독서량 감소는 학교도서  활성

화에 필요한 요소들이 부분 갖춰진 상태에서 

학교도서  활성화를 한 새로운 마  방법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  

마 과 련된 선행연구로는 마  략에 

을 맞춘 변우열(1999)과 김종성(2007)의 

연구만 있으며, 구체 인 효과 연구는 찾기 어

렵다. 이 연구들에서는 학교도서 의 이용자 유

인 방법으로, 도서 의 고정 이용자인 학생들을 

활용하거나, 도서반 같은 주요 이용자들을 활용

한 마 이 제안되었다(김종성 2007). 따라서 

학교도서 의 도서반은 학교도서  활성화를 

한 마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반을 학생이용자이며, 동

시에 학교도서  마  자원으로 본다. 한, 

학교도서 의 도서반 활동이 이용자로서의 학

생들과 학교도서 에 미치는 향을 마  

에서 악한다. 아울러 학교별 도서반 운  

방식이 학생 개인 활동 경험과 도서  이용에 

한 변화 등과 더불어 도서 에 한 인식  

충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나

아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도서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반 활동의 특성 악

을 그 목 으로 한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주요 이용자인 학

생을 마  상으로 선정하여 학생을 도서반

과 일반 학생으로 나 고, 일반 학생은 도서반 

지인과 도서반 지인이 아닌 학생으로 구분 지어 

도서반 학생들의 활동 경험  도서반 운  방식

을 통한 학생의 인식과 충성도를 측정한다. 이를 

해 도서반  학교도서  마 과 련된 국

내외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에 필요한 이론  배

경을 정리한다. 한, 연구의 가능성  도서반

의 학교도서  마  효과를 알아보기 해 

학생 도서반을 상으로 심층면담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 결과와 선행연구  비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경기

도와 서울 내 학교의 도서반과 일반 학생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 이후 실증 분석을 

통해 연구 질문  가설을 검증한다.

2. 이론  배경

2.1 학교도서   도서반의 개념과 역할

학교도서 은 교사와 학생에게 도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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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도서 법 법률 13960호 제1조), 학

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 으로 한다

(학교도서  진흥법 법률 11690호 제1조). 송기

호(2012)는 학교도서  내의 다양한 인 ․물

 자원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도록 돕는 동 학습 공동체로 학교도서

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 을 비춰볼 때 

학교도서 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학교도서

의 역할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 리  정보공유체

제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한, 도서

 이용 지도  독서교육, 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과 학교도서 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도서 법 

법률 13960호 제38조).

도서반은 학교도서 의 활동을 지원함으로

써 이용자가 도서 을 보다 편안하고 효과 으

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활동으로 이

루어진 학생자치조직이다(송기호 2012). 하지

만 도서반의 정의나 역할은 각 학교의 특성과 

학교도서   도서반 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그 운 의 범 가 달라질 수 있다(곽미선 

2007). 도서반은 특별활동 5  역인 자치활

동, 응활동, 계발활동, 사활동, 행사활동을 

아울러 학교도서 에서 사서교사와 함께 주인

의식을 갖고 학교도서  운 을 도서  사를 

기본으로 하는 동아리  학생자치조직으로 도

서 과 일반 학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한

다(곽미선 2007; 박정윤 2014). 한, 도서반 

활동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창의  

체험 활동 역에 맞춰 4개 역(자율활동, 동

아리활동, 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서반을 ‘ 사활동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교도서  이용

자의 편안하고 효과 인 이용을 지원하며, 창의

 체험활동의 4개 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활동하는 학생자치조

직’으로 정의한다.

2.2 마

마 은 리기업에서 상품을 제공하고 이

윤을 얻는 교환의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며, 조

직의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이용재 2016)으로 

고객과 긴 한 계 형성을 이루고자 하는 조

직의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이성신 2014). 

한 미국마 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13)는 “마 은 고객, 트 , 사

회 반에 가치를 가지는 제품을 창출하고 소통

하며 달하고 교환하기 한 활동, 조직, 과정이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Kotler, Levy(1969)는 

리 목 으로 운 되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비

리 조직에서도 유효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

며, 마 의 더 넓은 개념을 강조하 다. 정익

(1999) 한 비 리조직에서도 마  개념

이 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 활동의 주

체는 이윤 극 화보다는 자체조직의 목  달성

을 지향한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도서  도서반의 활동 경험을 통해 학교도서

에 한 필요성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

을 도서  마  효과로 간주한다.

2.2.1 내부마

Berry(1981)는 구성원을 내부고객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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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여, 내부마 을 내부고객의 필요와 욕구

를 충족시키는 내부제품을 제공하는 노력이라

고 정의하 다. 한 Rafiq, Ahmed(1993)는 

고객 만족을 목표로 두고 계획된 노력으로서 

조직의 략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

객 지향 인 구성원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으며 상호 조하는 근 방식으로 내부

마 을 정의하 다. 기업경 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통 인 외부마 뿐만 

아니라 내부마 을 통한 내부고객 만족이 보

다 강화되어야 한다(Grönroos 1989).

본 연구의 상인 학교도서  도서반을 상

으로 하는 내부마 에 하여 학교도서  활

동  사하는 학생들을 교육  목  달성을 

한 내부고객으로 인식하고, 외부고객으로서

의 이용자인 학생들을 한 서비스 마인드나 

고객 지향  사고를 심어주며, 만족하기 해 

동기부여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한 내

부마 의 구성요인에 하여 가장 폭넓게 연

구한 Grönroos(1990)와 정기한, 김 업(2002)

이 사용한 내부마  요인을 참고로 교육훈련, 

경 층 지원, 보상시스템, 내부커뮤니 이션, 

권한 임을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 다.

교육훈련은 맡은바 직무수행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 계획된 조직활동

으로(이도  2008), 구성원들의 변화에 한 

응력을 강화해 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들의 개발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돕는다(조옥

 2007). 경 층 지원이란 구성원이 고객 지향

인 태도와 행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그들

의 제안에 심을 가지고 극 으로 응하고 

지원하려는 경 층의 노력이다(강형철 2010). 

한, 내부마 의 성공 인 실행을 해 구

성원들과 함으로써 기업의 방향과 이에 

한 구성원의 역할, 고객과 서비스 등에 한 

화와 의견 교환 그리고 정 인 피드백을 제

공하는 등의 경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오제  

2009). 보상시스템은 조직 내의 기업구성원이 

직무수행과 련된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일련의 차와 기 을 의미한

다. 보상은 기업구성원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합한 수단으로 제시된다(조장은 2004). 

내부커뮤니 이션은 조직구성원 간의 원활한 

내․외부 인 변화를 달함으로써 연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 내 변화를 달성하기 

한 요한 내부마  요인이다(정미애, 한승

희 2008). 권한 임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신속

하고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해 구성원이 가능

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단에 따라 고

객지향 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다(이정환 

2005). 주요한 이 은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응하며 열정 이고 우호 일 수 있는 분 기에서 

고객과 하여 신 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충

성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Bowen and Lawler 

1992).

2.2.2 체험마  

학교도서  도서반은 일반 학생의 도서  체

험을 유도할 수 있는 마 터로서 자극을 제공

할 수 있다. 한, 사서의 업무나 행사 안내  

진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학교도서

에서 창의  체험활동을 통해 자율, 동아리, 

사, 진로에 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련된 마  이론은 체험마 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체험의 사 인 의미는 ‘자기가 

몸소 겪음, 는 그런 경험’을 뜻하며, 어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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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해 반응하는 개인 인 사건(event)을 

말한다(Schmitt 1999).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

서  도서반을 상으로 하는 체험마 을 학

교도서 이 도서반 활동 경험이라는 체험을 직

 제공하면서 감정과 감각을 극 화 시키거나, 

도서반 활동  우연한 정보습득을 통해 학교도

서 에 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

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활동(최윤희 2012)

이라 정의한다. 

체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도되는 것

이며(권 수 2002), Schmitt(1999)에 의해 이

론화  체계화되었다. 략  체험 모듈에서

는 고객 체험 5가지 마  유형을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계  체험으로 구분하 으며, 각

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각  체험마 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각의 총 다섯 가지 주된 목 으로 감각 기

을 자극함으로써 아름다운 흥분과 만족감을 

달해주는 것이다. 감성  체험마 은 가벼운 

기분부터 강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감

성에 호소하는 마 으로 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정 인 향을 다. 인지  체험마

은 첨단기술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산업의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행동 마 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 결과로 발생하는 체험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

체에 련되었거나 소비자의 장기  행동 패턴, 

삶의 방식에 련된 고객 체험을 창조해내기 

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역할 모델을 통해 생생한 간 경험을 하는 것을 

그 로 들 수 있다. 계 마 이란 개인의 자

아를 랜드에 반 하여 보다 더 범 한 사회, 

문화  상황과 련시킴으로써 개인의 감각, 감

정, 인지, 행동을 넘어 확 한 개념으로 랜드

에 반 된 사회문화  의미와 개별 고객을 연결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마 의 5가지 요소 가

운데 인지, 행동, 계의 3가지 요소만을 고려

한다. 연구에서 제외한 감각과 감성 마  요

소는 마  상의 오감을 충족시키므로, 그 

효과는 주 이고 개인  단이 성질을 좌우

한다(최윤희 2012). 

2.3 고객충성도

고객충성도는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를 재구매할 가능성으로, 마  분야에서는 

재구매 는 다른 사람에 한 추천으로 간주

된다(Yoon and Uysal 2005). 한 일반 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한 심리  몰입’ 는 ‘거래 

계를 지속해서 발 시키려는 경향’으로 설명

된다(Anderson and Weitz 1992). 고객충성도

는 크게 행동  충성도와 태도  충성도로 구분

할 수 있다. 행동  충성도는 고객의 구매의향

이나 실제 행동을 통해 제품 는 서비스에 몰

입하는 것을 말하고, 재구매 의도  구  의도로 

나타난다. 태도  충성도는 제품 는 서비스에 

정 인 태도와 선호도를 보이며 꾸 히 사용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태도  

충성도는 랜드 일체감에 근거하여 정서  몰

입, 이해 계를 따져본 것에 근거한 계산  몰입, 

주  규범에 근거한 규범  몰입으로 구분 지

을 수 있다(이동진 2007). 정서  몰입은 구성원

의 조직 목 과 가치에 한 애착  열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Buchanan 1974). 계산  몰입

은 서비스 혜택을 인지하여 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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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비용을 고려하며 고객이 해당 랜드와 

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단 

하에 결속되는 상태이다(이동진 2007). 규범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한 의무감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 인 가치  

는 구성원의 믿음으로 정의되며 이는 도덕  의

무감으로 해석된다(박 숙 2010). 충성도가 높

은 고객은 방문 횟수 증가와 구 효과 등을 기

할 수 있으므로 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이문규 1999).

충성도가 도서  분야에서 사용될 때는 도서

 재방문 의사, 도서  필요성, 추천의사 등을 

이용해 측정하며(Martensen and Grønholdt 

2003), 도서  이용자의 충성도는 기 을 하

는 태도와 주변 지인에게 달하는 구 마  

그리고 참여와 애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최

윤희 2012).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이용자

의 충성도 측정 요인으로 태도  충성도의 정서

 몰입, 계산  몰입, 규범  몰입과 행동  충

성도의 서비스 추천 구성 요소를 추출하여 사용

하고, 도서 의 필요성  인식을 함께 충성도

로 측정한다. 

3. 연구 방법 

3.1 비 연구

도서반의 마  효과에 향을  수 있는 

요소를 악하고 설문 문항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재 도서반 활동을 하는 학생  

총 7명을 상으로 A 학교의 2명은 심층면담, 

B 학교의 5명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비 

연구를 시행하 다. 면담 질문은 도서반 활동 

내용, 도서반 운  방식, 도서반에게 제공되고 

있는 혜택, 도서반 활동으로 자신이 변화한  

등으로 나 어 비하 다. 면담을 마친 후에는 

녹취 내용을 사(transcription) 하 고 사

내용  의미 있는 단어와 구를 심으로 심층 

면담 내용을 구조화하 다. 

도서반 가입 동기에서 도서반이 아닌 일반 이

용자로 경험한 도서 보다 도서반으로서 경험한 

학교도서 을 신기하고 새롭게 느끼고 있었다. 

“도서반이여서 들어왔어요. 책을 좋아해서. 뭔

가 부활동이니깐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 등학

교 때는 없고 부활동은 학교에만 있는 거잖아

요.” (면담자 1)

“처음에 친구가 같이 오자고해서 했었던 거거든

요… 근데 그래도 뭐 걔네 도와주면서 조 씩 

했는데 그것도 뭔가 재 었었고 해가지고 들어

온 것도 있었어요.” (면담자2)

인상 깊은 사 경험으로 책정리와 친구들에

게 책을 찾아주었던 경험에 보람을 느끼고, 일

반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도와  수 있는 

을 도서반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

고 있었다.

“서가에 들어갔을 때 이 책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

면 찾아주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막 그런 

책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찾아줘요. 서가에 

많이 가니깐 책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 

같아요.” (면담자 1)

도서반의 운  방식은 크게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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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간 부여의 유/무로 나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이 책정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정 이며 새롭게 보고 있었

으며, 그 외 활동 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도 하고 부활동이니깐 책과 련된 일을 하잖

아요. 근데 는 책과 련된 일은 독서 밖에 

없었는데 련된 활동이 독서가 다가 아니구나 

알게 된 것 같아요.” (면담자 1)

“방학 때 독서캠  같은 거 하면 설명하고 보드게

임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면담자 7)

도서반 활동 후 도서  이용 경험을 통한 

혜택의 인식으로는 학생들은 교실보다 도서

이 편하며 도서 에서 하는 일을 의미 있게 여

기고, 책 이야기를 나  수 있는 것을 정 으

로 인식하 다. 한, 사서(교사)와의 화에

서 좋은 말을 듣거나 책 추천을 해주는 것에 

해서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후배 

계 한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비 연구 결과, 도서반 학생들은 비슷한 업

무를 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창의  체험활동을 

통한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도서반 활동 내

용과 운  방식의 차이를 보 고, 도서반 개인

의 학교도서  경험에서도 도서  이용 변화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한 요인 도

출을 하여 다양한 표본을 통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도서반 경험이 학생 이

용자의 학교도서  인식과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통계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2 연구 모형과 가설

선행연구 분석과 비 연구를 바탕으로 도

서반 경험과 운  방식 그리고 내부마 과 

체험마  요인이 학교도서 에 한 인식

과 충성도에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하 으

며, 이를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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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수행을 해 설정한 연구 질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H1. 학교도서  도서반은 학생

들의 학교도서 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가?

 - 연구 가설 1. 학교도서  도서반 경험은 

학생들의 학교도서 에 한 인식  충

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 가설 2. 학교도서  도서반의 운  

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질문 H2. 학교도서  내부  체험마

 요인은 학생들의 학교도서 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가?

 - 연구 가설 3. 학교도서  도서반의 내부

마  요인 인식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도서  인식  충성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 연구 가설 4. 학교도서  도서반과 일반 

학생은 체험마  요인 인식에 따라 학

교도서  인식  충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질문 H3. 학교도서  도서반의 구

마  효과는 존재하는가?

 - 연구 가설 5. 일반 학생  도서반의 지인

이 있는 학생과 도서반의 지인이 없는 학

생과 비교하여 학교도서 에 한 인식 

 충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설문조사 상

경기도와 서울에 치한 학교도서 을 

상으로, 도서반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일반 학생들로 구분하여 도서반 경험의 

향을 악하고 분석하 다. 설문 상 학교 도서

반의 특성에 해서는 각 학교 도서반에 해 

사시간 부여 유/무와 동아리 활동에 해서

는 동아리 활동 여부로 나 어 조사하 다. 

한 각 학교도서 의 도서  치, 장서 수, 담당

자의 직 , 개방시간 그리고 사서(교사)의 근무

년수를 조사하 다(<표 1> 참조).

학교
도서

 치

장서 수

(권)

도서

담당자
개방시간

사서 근무

년수

사

시간 

부여

동아리 

여부

도서반 수

(명)

A학교 3층 17,349 사서 8:40-16:40 10년 ○ ○ 16

B학교 2층 21,306 사서 8:40-16:40 1년 ○ ☓ 25

C학교 1층 16,593 사서 8:30-16:30 1년 ○ ☓ 34

D학교 2층 18,000 사서 8:30-17:00 4년 ☓ ○ 26

E학교 1층 14,336　 사서 8:30-16:30 5년 ☓ ○ 20

F학교 1층 24,461　 사서 8:00-17:00 3.5년 ☓ ○ 21

G학교 1층 17,512 사서 8:00-16:30 7년 ○ ○ 27

H학교 1층 16,773 사서 8:00-16:40 6년 ○ ☓ 30

I학교 2층 18,207 사서 8:40-16:40 8년 ○ ○ 21

<표 1> 설문 상 학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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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문지 구성

선행 연구 분석  비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학교도서  

이용과 지인유무에 한 문항을 4문항으로 구성

하 다. 학교도서 의 내부마 의 측정 요인은 

경 층 지원, 권한 임,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내

부커뮤니 이션으로 구성되어 련 문항이 22문

항, 체험마  련 문항은 Schmitt(1999)의 

고객 체험의 5가지 유형인 감각, 감정, 인지, 행

동, 계에서 인지, 행동, 계에 을 두고 검

증한 측정문항을 6문항으로 구성하 다. 종속변

수인 충성도는 20문항으로 구성하 고, 학교도

서  필요성  역할 인식 련 문항은 11문항으

로 구성하 다. 그 밖에 학교도서  이미지, 태도 

그리고 인 사항과 면담분석을 심으로 총 67

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 다.

3.5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 

도서반 3명과 일반 학생 3명을 상으로 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검토하 다. 사  설문 

조사는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연구

자가 재직 인 학교도서 에서 진행하 다. 

설문 상 학교 도서반의 특성에 해서는 각 

학교 도서반에 해 사시간 부여 유/무와 동

아리 활동 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설문 

조사는 2016년 6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

하 으며 도서반이 있는 경기, 서울 소재의 학

교를 사  조사하여 9학교(여학교 2곳, 남학교 

척도 문항수 해당문항번호 출처  기

독립변인

도서  이용 2 Ⅰ-1,2 비 연구

도서반 지인 2 Ⅰ-3,4 최윤희(2012)

내부마  

요소

경 층지원 6 Ⅲ-1,2,3,4,5,6 Jaworski and Kohli(1993)

권한 임 5 Ⅲ-7,8,9,10,11
Harrell and Fors(1995)

교육훈련 4 Ⅲ-12,13,14,15

보상시스템 2 Ⅲ-16,17 Foreman and Money(1996)

내부 커뮤니 이션 5 Ⅲ-18,19,20,21,22 Clampitt and Downs(1993)

체험마  

요소

인지 2 Ⅳ-1,2
권 수(2002), 이병 (2010), 

최윤희(2012)
행동 2 Ⅳ-3,4

계 2 Ⅳ-5,6

종속변인

도서  이용자 

충성도 요소

의무  참여 2 Ⅶ-1,2 비 연구

정서  몰입 6 Ⅵ-1,2,3,4,5,6 이병 (2010)

계산  몰입 5 Ⅶ-5,6,7,8,9 최윤희(2012)

규범  몰입 5 Ⅶ-9,10,11,12,13
오제 (2009), 이학 (2007), 

Allen and Menyen(1990)

서비스 추천 의도 2 Ⅶ-3,4 최윤희(2012)

학교도서  필요성, 역할인식 11 Ⅴ-1,2,3,4,5,6,7,8,9,10,11 이종문(2014), 비 연구

인구통계학  변인 4 Ⅸ-1,2,3,4

총계 67

<표 2> 설문지 항목 구성과 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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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남녀공학 5곳)를 상으로 총 642부의 설문

지를 우편  직  배송으로 배부하 고 556부

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불성실 응답  결측

값이 포함된 설문지 52부를 제외한 504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 다. 

3.6 신뢰도  타당도 검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필요성  역할 인식과 

이용자 충성도의 도구로 활용할 각각 19개 문항

과 11개 문항의 내재 요인을 추출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방법은 측

정변수를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 방식을 채택

하 다. 유의성 검증을 하여 Kaiser-Meyer- 

Olkin(KMO)와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 KMO값은 이용자 충성도가 .923, 필요성 

 역할인식이 .920 이상으로 나타났고,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한 것으로(p<.001) 나

타나 요인 분석 결과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표 3>, <표 4> 참조).

　설문항목

요인 신뢰도

정서

몰입

계산

몰입

규범

몰입

의무

참여

서비스 

추천
공통성 Cronbach's α

충분히 만족스러운 .861 .097 .204 -.061 .096 .805

.942

심있는 .855 .165 .130 -.016 .104 .785

재미있는 .852 .196 .144 -.033 -.002 .786

좋은 .849 .221 .192 -.049 .104 .818

기분 좋은 .836 .166 .171 .004 .089 .764

매력 인 .823 .116 .218 .013 .001 .739

행사알림경험 .203 .847 .151 .020 .100 .793

.831
행사참여경험 .137 .828 .068 .168 .129 .754

행사서비스지속참여 .324 .636 .330 -.035 .289 .702

도서 서비스인지 .225 .635 .398 -.169 -.223 .690

타동아리편입 .210 .182 .779 -.002 .105 .694

.825
학교도서 충성 .206 .150 .758 .041 .189 .677

도서반운 방침태도 .224 .158 .755 -.021 .253 .710

도서반 지속활동태도 .205 .199 .733 .193 -.303 .748

친구들 향으로 방문 -.091 -.142 -.048 .859 -.011 .768
.630

행사에 학생으로서 참여 .009 .211 .156 .825 .003 .750

도서 서비스추천 .345 .461 .283 .106 .577 .756
.740

도서추천경험 .156 .532 .288 -.113 .538 .693

Eigen-value 4.837 3.185 2.727 1.757 1.547 합계

분산설명(%) 26.884 16.983 16.482 8.598 5.687 74.633%

Kaiser-Meyer-Olkin 측도 .92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544.388***

자유도 153

*** p<.001

<표 3> 종속변수(이용자 충성도)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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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학교도서  인식 학교도서  필요성 공통성 신뢰도

자료이용편리 .796 .236 .690

.873

휴식공간 제공 .796 .194 .671

학교도서  요성 .762 .208 .624

학습 환경도움 .745 .290 .639

교수학습자료 정리 제공 .734 .313 .637

사서(교사) 화 .621 .408 .552

정보활용교육 .209 .876 .811

.889

독서교육진행 .298 .817 .757

도서  이용지도 .287 .816 .749

시청각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210 .716 .556

독서활동지원 .477 .676 .684

Eigen-value 3.816 3.555 합계

분산설명(%) 34.689 32.323 67.012%

Kaiser-Meyer-Olkin 측도 .92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3318.636***

자유도 55

*** p<.001

<표 4> 종속변수(필요성  역할인식)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4. 분석 결과 

4.1 가설 검증

4.1.1 도서반 경험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차이

도서반 경험 여부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에 한 차이를 보기 하여 체 설문 

상자 504명을 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하 다. 종속변수인 이용자 충성도와 인식  

필요성으로 각각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계산

 몰입, 규범  몰입, 서비스 추천이 95% 유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  몰입 t(420.160)=4.868, p<.001, 규범

 몰입 t(361.418)=2.387, p<.05, 서비스 추천 

t(339.915)=2.977, p<.01). 도서반의 경험이 없

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학교도서 에 한 몰

입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종속변수 도서반 경험 여부 N 평균 표 편차 t　

계산  몰입
있다 183 4.0683 .74272

  4.868***
없다 321 3.7157 .84617

규범  몰입
있다 183 3.1093 .61546

2.387*
없다 321 2.9759 .58196

서비스 추천
있다 183 4.0902 .84763

 2.977**
없다 321 3.8505 .90627

*p<.05, **p<.01, ***p<.001

<표 5> 도서반 경험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독립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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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도서반 운  방식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차이

학교도서 의 도서반의 운  방식인 동아리 

실시 유무에 따라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에 

차이를 보기 하여 도서반 183명을 상으로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  몰입과 학교도서  필

요성이 9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계산  몰입 t(181)=2.525, p<.05, 

학교도서  필요성 t(147.503)=-2.255, p<.01). 

계산  몰입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의 평균

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도서  필요성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한 학교도서 의 도서반의 운  방식인 

사시간 부여 유/무에 따라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에 차이를 보기 하여 도서반 183명을 

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

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  몰입, 

서비스 추천, 학교도서  인식, 학교도서  필

요성이 95% 유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산  몰입 t(181)=-4.554, 

p<.001, 서비스 추천 t(181)=-3.563, p<.001, 학

교도서  인식 t(181)=-3.082, p<.01, 학교도

서  필요성 t(181)=-4.708, p<.001). 계산  

몰입, 서비스 추천, 학교도서  인식과 필요성 

모두 사시간을 부여 받지 않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4.1.3 내부마  요인 인지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차이

학교도서  도서반의 내부마  요인 인지

에 따라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에 미치는 

종속변수 동아리활동유무 N 평균 표 편차 t　

계산  몰입
동아리 활동 117 4.1709 .65788

2.525*
동아리 활동 안함 66 3.8864 .84828

학교도서  필요성
동아리 활동 117 3.6538 .81713

-2.255*
동아리 활동 안함 66 3.9192 .73278

*p<.05

<표 6> 동아리활동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독립표본 t검정

종속변수 사시간부여유무 N 평균 표 편차 t　

계산  몰입
부여함 123 3.9024 .76262

-4.554***
부여 안함 60 4.4083 .56928

서비스 추천
부여함 123 3.9390 .91568

-3.563***
부여 안함 60 4.4000 .58077

학교도서  인식
부여함 123 4.0285 .70378

-3.082**
부여 안함 60 4.3444 .52603

학교도서  필요성
부여함 123 3.5664 .82558

-4.708***
부여 안함 60 4.1250 .57623

**p<.01, ***p<.001

<표 7> 사시간부여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독립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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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악하기 해 도서반 183명을 상으

로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정서  몰입 F(4, 178)=13.219, p<.001, 

계산  몰입 F(4, 178)=13.824, 규범  몰입 

F(4, 178)=8.341, p<.001, 서비스 추천 F(4, 178) 

=4.286 p<.01, 학교도서  인식 F(4, 178)=19.662 

p<.001, 학교도서  필요성 F(4, 178)=27.499 

p<.001).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B β

정서  몰입

(상수) -.027 　 -.444

교육훈련권한 임 .257 .279 4.236***

의사소통혜택 .345 .375 5.698***

내부커뮤니 이션 -.006 -.006 -.096

보상시스템 .095 .103 1.567

R²=.229(수정된 R²=.212), F(4, 178)=13.219***

계산  몰입

(상수) .288 　  4.941***

교육훈련권한 임 .174 .195  2.980**

의사소통혜택 .296 .331  5.063***

내부커뮤니 이션 .083 .092  1.413

보상시스템 -.253 -.284 -4.334***

R²=.237(수정된 R²=.220), F(4, 178)=13.824***

규범  몰입

(상수) .071 　 1.018

교육훈련권한 임 .163 .160 2.326*

의사소통혜택 .205 .201 2.922**

내부커뮤니 이션 .255 .250 3.637***

보상시스템 .175 .171 2.488*

R²=.158(수정된 R²=.138), F(4, 178)=8.341***

서비스 추천

(상수) .015 　   .212

교육훈련권한 임 -.067 -.068  -.944

의사소통혜택 .094 .095  1.326

내부커뮤니 이션 -.260 -.261 -3.652***

보상시스템 .077 .077  1.077

R²=.380(수정된 R²=.379), F(4, 178)=4.286**

학교도서  인식

(상수) .097 　 1.538

교육훈련권한 임 .247 .244 3.908

의사소통혜택 .498 .492 7.874

내부커뮤니 이션 -.040 -.040 -.633

보상시스템 .062 .061  .985

R²=.306(수정된 R²=.291), F(4, 178)=19.662***

학교도서  필요성

(상수) -.140 　 -2.269

교육훈련권한 임 .386 .369  6.257

의사소통혜택 .143 .137  2.319

내부커뮤니 이션 .493 .471  7.992

보상시스템 .078 .074  1.263

R²=.382(수정된 R²=.368), F(4, 178)=27.499***

*p<.05, **p<.01, ***p<.001

<표 8> 내부마  요인 인지정도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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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체험마 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차이

학교도서  이용자의 체험마  요인 인지

에 따라 각 몰입과 인식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체 상자 504명을 상

으로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이에 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정서  몰입 F(1, 

502)=234.163 p<.001, 계산  몰입 F(1, 502) 

=292.102, p<.001, 규범  몰입 F(1, 502)= 

155.859, p<.001, 서비스 추천 F(1, 502)=308.230, 

p<.001, 학교도서  인식 F(1, 502)=550.526, 

p<.001, 학교도서  필요성 F(1, 502)=513.847, 

p<.001).

4.1.5 도서반의 지인과 이용자 인식  충성도 

차이

도서반의 구 마  효과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을 상으로 도서

반의 지인과 지인이 아닌 학생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 지인이란 도서반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고, 주기 으로 친분을 유지

하는 계로 조작  정의를 내렸으며, 도서반 

경험이 없는 학생 321명을 상으로 도서반의 

지인이 있는 집단(N=166)과 도서반의 지인

이 없는 집단(N=155) 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표 10>과 같이 종속변수로 충성

도의 다섯 개 요인(정서  몰입, 계산  몰입, 

규범  몰입, 의무  참여, 서비스 추천)과 학

교도서 의 인식  필요성 총 7개의 종속변수

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계산

 몰입과 의무  참여로 나타났다(계산  몰

입 t(311.949)=2.615, p<.01, 의무  참여 t(319) 

=2.471, p<.05).

한 체 응답자 504명을 상으로 학교도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B β

정서  몰입

(상수) 2.211 　 15.653***

체험마 .562 .564 15.302***

R²=.318(수정된 R²=.317), F(1, 502)=234.163***

계산  몰입

(상수) 1.220 　  7.810***

체험마 .695 .607 17.100***

R²=.368(수정된 R²=.367), F(1, 502)=292.102***

규범  몰입

(상수) 1.504 　 12.134***

체험마 .402 .487 12.484***

R²=.237(수정된 R²=.235), F(1, 502)=155.859***

서비스 추천

(상수) 1.060 　  6.354***

체험마 .762 .617 17.556***

R²=.380(수정된 R²=.379), F(1, 502)=308.230***

학교도서  인식

(상수) 1.618 　 15.005***

체험마 .658 .723 23.463***

R²=.523(수정된 R²=.522), F(1, 502)=550.526***

학교도서  필요성

(상수) .929 　  7.193***

체험마 .761 .711 22.668***

R²=.506(수정된 R²=.505), F(1, 502)=513.847***

***p<.001

<표 9> 체험마  요인 인지정도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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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도서반지인유무 N 평균 표 편차 t　

계산  몰입
지인 있음 166 3.8343  .80461

2.615**
지인 없음 155 3.5887  .87337

의무  참여
지인 있음 166 2.9548 1.08687

2.471*
지인 없음 155 2.6774  .90944

*p<.05, **p<.01

<표 10> 지인유무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독립표본 t검정

종속변수 지인 유무 N 평균 표 편차 F Scheffe

계산  몰입

도서반(a) 183 4.0683 .74272

14.909***　 a>b>c일반지인있음(b) 166 3.8343 .80461

일반지인없음(c) 155 3.5887 .87337

의무  참여

도서반(a) 183 4.0902 .84763

4.306*　 b>c일반지인있음(b) 166 3.8645 .93647

일반지인없음(c) 155 3.8355 .87555

*p<.05, ***p<.001

<표 11> 지인 유무에 따른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 일원배치분산분석

서  인식  충성도에 한 일원배치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계산  몰입과 의무  참여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계산  몰입 F(2, 501) 

=14.909 p<.001, 의무  참여 F(2, 501)=4.306, 

p<.05). 도서반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보 으

며 도서반이 아니며, 도서반의 지인도 없는 일

반 학생 집단이 가장 낮은 평균 수를 나타냈

다(<표 11> 참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하기 하여 Scheffe 사후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산  몰입은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의무  참여는 도서반의 지인

이 있는 일반 학생과 도서반의 지인이 없는 일

반 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2 분석 결과 토의

본 연구는 학교도서  마  에서 도서

반 경험이 학생과 학교도서 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학교도서  마 에 한 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행되었다. 한 학교도서  

도서반 학생을 상으로 심층면담과 포커스그

룹 인터뷰를 실시하 으며, 도서반 경험이 있

는 학생과 도서반 경험이 없는 일반 학생으로 

나 고, 일반 학생을 도서반의 지인과 지인이 

없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504명을 상으로 설

문결과를 통계 으로 분석한 검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  도서반의 경험 유/무가 학

생들의 학교도서 에 한 인식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t검정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도서반 학생들은 스스로 유리한 혜

택을 인지하거나 일에 한 의무감이 높을 때 

일반 학생에게 서비스를 추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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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서반 운  방식인 동아리 활동 여부

와 사시간 부여 유무에 따라 학교도서  인

식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서반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혜택을 인지하는 것

으로 단된다. 

다음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반 학생은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독서록 작성  독서토론을 통해 생활기록부와 

과목별 수행평가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서록 같은 거요? 확실히 읽어두면 수행평가 

같은데 도움이 되요.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들어

가는 책을 쓰라고 했을 때도 도움이 되고, 를 

들어 수행평가로 책을 읽고 활동을 한다 그러면 

더 익숙하죠” (면담자 1)

사시간 부여 유무의 학교도서  인식  

충성도에 한 향은 사시간을 부여 받지 

않는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학생들에게 사시간이 보상  혜택으로

서의 요성이 낮고, 도서반 활동 경험에 한 

성취감과 정서  만족감이 더 높은 혜택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연구에서

도 도서반 활동을 통한 독서활동과 사서(교사)

와 도서반의 계에서 얻는 정서  교우 계

를 보상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도서반을 내부 고객으로 인지하여 학

교도서  마 에 향을  수 있는 내부마

 요인 인지정도에 따라 종속변수인 이용자 

충성도와 인식  필요성의 각 요인을 요인

수로 회귀분석 하 다. 각 종속변수에 한 결

과로는 정서  몰입, 계산  몰입, 규범  몰입, 

서비스 추천, 학교도서  인식, 학교도서  필

요성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체험이 시되는 교육과정에서 체험마

을 통해 학교도서  이용자의 인식  충

성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회귀분석 결과, 

의무  참여를 제외한 정서  몰입, 계산  몰

입, 규범  몰입, 서비스 추천의 모든 요인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도서 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의무 으로 참여하는 학생

보다 자발 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요하다고 

단된다. 김기 (2008)은 내부고객과 외부고

객을 이분하여 보았을 때 두 고객집단에 속하

지 않는 고객 집단을 조직의 경계상에 존재하

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을 자원 사자, 도서  

원회, 도서  친구 등을 들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도서반 한 학교도서  이용자와 도서반

의 역할의 경계에 있다고 악할 수 있다. 도서

반은 내부마  요인 인지에 따른 향보다 

체험마  요인 인지에 따른 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도서반을 내부조직으로서 

내부마  요인이 크게 향을 미칠 수 없다

고 악된다. 한, 학교도서  마 을 해 

직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  요인이 좀 더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반의 구 마 을 악하

기 해 도서반의 지인과 지인이 아닌 두 집단

으로 나 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계산  몰입

과 의무  참여에서 지인이 있는 학생의 평균

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도서반의 지인은 도서반

을 통해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달 받을 수 있

고, 그로 인해 계산  몰입이 높게 나타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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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도서반인 친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

는 경우가 지인이 없는 학생보다 발생할 확률이 

높아 의무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악된다.

도서반과 지인, 지인이 아닌 학생 세 그룹으

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의 결과 한 계산  몰입

과 의무  참여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산  몰

입은 도서반이 가장 높고, 도서반이 지인인 학생

이 도서반의 지인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의무  참여는 지인이 없는 학생보다 

지인이 있는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 로 학교도서  마  

에서 도서반 경험이 학생과 학교도서 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반 선출 시 학 당 도서반이 한 반에 치

되지 않도록 인원 비율을 조정하여 도서반을 

구성한다면 더 다양한 학생들에게 구 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서반 주체

의 행사 활동을 진행하여 주체성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체험을 통한 정 인 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도서반을 한 로그램의 필

요성과 학생들의 자발 인 참여를 한 요구에 

맞는 학교도서  행사  로그램 서비스가 필

요하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를 통해 도서반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지역 내 등학교를 방문하여 도

서반 학생들의 책 읽어주기 활동, 구연동화 등

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해 도서반을 운 하는 

사서(교사)들에게도 유익한 도움을 주고, 도서

반 학생들에게도 체계 인 운  속에서 도서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교육과

정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도서반 활동이 이용자로서의 학생

들과 학교도서 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여 학교도서 에 가져다  수 있는 마  

효과를 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경기, 서울 지역 학교의 도서반과 일반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도서반 경험

과 도서반 운  방식의 마  효과를 확인하

으며 내부  체험마  요인이 미치는 향과 

구 마 의 향 요인을 확인하 다.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도서반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 

도서반의 운  방식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의 평균이 높고, 사시간 부여에 

해 부여받지 않는 학생의 평균이 높아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 도서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독서토론 활동 

등을 혜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도서반은 조직의 경계상에 존재하고 있으므

로, 내부고객만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부마

 요인의 향보다는 체험마  요인의 

향에 좀 더 높은 R²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 로 학교도서 의 마 을 

한 도서반 운 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좀 더 많은 구 마  효과를 

해 도서반 선출 시 도서반이 한 반에 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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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학 당 도서  인원 비율을 조정하여 도

서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반의 행

사 계획 시 도서반 학생들이 주도하는 행사 계획 

등 자율성과 주체성에 기반한 체험마  요소

를 고려하여야 하며, 행사 시에는 일반 학생들의 

자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요소를 극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반의 로그램은 

사서(교사)  도서반 학생들 간의 소통을 향상

시키는 등 정서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계

한 교육기부를 통해 도서반의 다양한 동아리 활

동을 활성화 시키거나, 교육과정에 맞춘 도서반

의 매뉴얼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활성화를 한 마

 활동의 일환으로 도서반을 상정하여, 도서

반이 학생 혜택과 학교도서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반으

로 학교도서  활성화를 한 도서반 개선방안

을 제시하 다. 한 도서반 활동으로 인한 학

교도서  인식이 학생과 학교도서 에 가져다

주는 성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

도서 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 인 

혜택 증 와 학교도서 의 활성화를 해 도서

반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상으로 경기, 서울 지역의 도

서반 만을 상으로 하여 국 인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지역을 상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제시한 도서반의 개선방안

을 통해 학생들에 한 혜택 제공을 증진함과 

동시에 구 마  효과를 통한 학교도서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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