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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교도서  만족도와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용하여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만족도의 계에서 기본
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331명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회귀분석  Hayes의 병렬다 매개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 다. 분석 결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직․간 으
로 학생들의 학교도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기본심리욕구의 하 요인  자율성과 유능성은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들의 학교도서  만족도는 
지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도서  이용 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사서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학교도서  활성화를 한 시사 을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eacher-librarians’ autonomy support on 
the school library users’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Based on SDT(self-determination theory), 
it focuses on the mediating effect of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between the autonomy supports and 
the satisfaction of the school library user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331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research model was examined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Hayes’ 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the teacher-librarians’ support for autonomy directly and indirectl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library, and perceived autonomy and competence 
among the sub-factor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support of the librarian’s autonomy and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library. In addition,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library show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tinuance inten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the role of teacher-librarians as a factor affecting students’ motivation 
to use school librarie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schoo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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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통 인 교사 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심의 창의․융합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 역량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을 한 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력 

학습을 지향하고 있는 교육 장에서 학교도서

은 강의식 주의 교실 수업과는 달리 다양한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탐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성과 

력성,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센

터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교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도  학

습  력 학습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

서는 학생의 자율  동기가 받침 되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과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으로써 자주 인 사

람을 가장 최우선 순 에 뒤고 이에 따른 핵심 

역량의 첫 번째로 자기주도성 즉 자율성을 기반

으로 한 자기 리 역량을 꼽았다(교육부, 2015, 

2). Erikson(1950)은 인간의 시기별 발달 과업

에서 유아기 자율성 형성의 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기에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아정체

감의 확립을 제시하 다. 이처럼 자율성은 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제일의 덕목이며 세계의 교

육 략은 자율성을 키우는 것에 집 되고 있다. 

자율성은 내재 동기 형성에 필수 요인  하

나이다. Pink(2011)는 내재 동기를 시 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역량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 으로 이끌어가는 욕구를 가

지고 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율성이 발휘될 때 

내재 동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 다. 많은 연

구에서 자율성이 충족된 학생은 내재 동기가 

높으며 학습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주도

으로 학습을 하며 나아가 높은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를 나타냈다(Gottfried, 1985; 

Jang et al., 2009; 성희은, 김은주, 2017). 

이 듯 내재 동기와 학교도서 의 역할이 더

욱 강조되고 있는 시 에서 학교도서  서비

스의 상인 학생들의 자율 인 학교도서  이

용 동기에 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생의 자율 인 학교도

서  이용 동기를 진하는 요인으로서 사서교

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의 학교도서  만족도

와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

다. 이를 해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1985)을 근거로 내재 동기를 형성하는 요인으

로써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기본

심리욕구를 매개로 하여 학교도서  만족도와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나아가 

학생들의 자율 인 학교도서  이용동기를 증

진시킬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

에 한 시사 을 제공하여 학교도서  활성화

에 기여할 것을 기 한다. 

2. 이론  배경 

2.1 자기결정성이론

동기(Motivation)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

게 만드는 동력이며 행동의 방향과 목표를 제

시하고 그에 한 개인의 수 이나 강도를 결

정하게 하는 심리 인 상태인 동시에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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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 , 2003). 통  동기이론은 인간의 동

기를 크게 외재  동기(extrinsic motivation)

와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

여 상호 립 인 계로 보았다. 그러나 Deci

와 Ryan(1985)이 제안한 자기결정성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SDT)은 외재  동기

에서부터 내재  동기로 변화하기까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동기의 근원은 외

부의 보상이나 처벌이 아닌 행동하는 주체의 

내부에 있으며, 개인의 행동이 얼마나 자신의 

결정과 통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동기

의 유형이 결정된다(김은주, 김민규, 2011). 동

기의 유형은 개인이 자신의 행 에 해 스스

로 통제나 조 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

결정성 정도에 따라 무동기, 외 동기, 내 동

기로 구성된다. 가장 높은 수 의 자기결정성

이 발휘되었을 때 내  조   내재  동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자기결정성이론은 6가지 

미니이론(mini-theory)으로 이루어진 매크로이

론(macro-theory)이며 재도 확장되고 있다. 

2.1.1 기본심리욕구이론

자기결정성이론의 네 번째 하  이론인 기본심

리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BPNT)에 따르면 인간은 구나 보편 으로 자

율성(automony), 유능성(competence), 계

성(relatedness)의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

난다고 간주한다. 이 세 가지 욕구는 개인이 육

체 , 심리 으로 온 한 기능을 유지하며 내재 

동기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리기 한 필수

인 요소이다(김은주, 김민규, 임은비, 2012). 선

행연구에 따르면 자율성, 유능성, 계성을 충

분히 경험한다고 스스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자

아에 한 존 감이 높으며 학교에 심리 으로 

잘 응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Ryan & 

Connell, 1989; Vallerand, Fortier, & Guay, 

1997; Deci & Ryan, 2002). 

‘자율성(autonomy)’은 ‘자신(auto)’과 ‘법

(nomos)’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

하 다. 문자 으로 자율성은 ‘자기 자신의 법

을 제정함’이다. 즉, 자율성은 ‘자기-규율(self- 

regulation)’,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자기-통치(self-sovereignty)’를 핵심으로 한

다(허라 , 2014).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자 조

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

하고 행동하며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할 때 자율성은 충족된다. 자율성은 개인

의 의지와 선택에 한 경험을 반 하기 때문에 

자율성의 반 는 의존성이 아니라 통제당하고 

있고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험인 타율성

(heteronomy)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것

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자율 인 행동이라는 것

이다(김아 , 2010).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를 통

제하며 자신의 행동과 경험을 조 하고 행동의 

시작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결정성이

론의 가장 핵심 인 요소로 간주된다(Ryan & 

Connell, 1989). 본 연구에서 자율성은 학교도

서  환경에서 학생들의 지각된 자율성으로 정

의한다. 이는 학교도서 에서 자신이 가치 있

다고 느끼는 활동을 하고 스스로 자료를 선택

하며 결정에 해서 자유로운 느낌을 갖는 것

을 의미한다. 

유능성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효

율 이고자 하며 개인의 역량과 기술을 연마하고 

최 의 도 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이다(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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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an, 1985). 유능성은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 

자체라기보다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하

는 지각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으로 표 되기도 한다(김은주, 김

민규, 임은비, 2012). 유능성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 기술,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되고, 유능성의 발휘

는 만족감으로 연결된다(Deci & Ryan, 2000). 

Deci와 Ryan(1980)은 학생들이 과제 수행

을 할 때 정 인 피드백이나 칭찬이 유능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이후 자율성이 주어진 그룹과 강제성을 

부여한 그룹에 각각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한 

실험 결과(Ryan, 1982), 자율성을 경험하지 않

는 그룹의 참여자들은 정 인 피드백만으로

는 내  동기가 강화되지 못하 다. 즉, 유능성

이 제 로 발휘되기 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유능성은 학생들의 학교

에 한 정 인 태도, 학업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Miserandino, 1996) 학교

도서 에서 정보활용능력에 한 유능성은 학

생들의 자율 인 학업 동기에 정 인 상 을 보

다(Arnone, Reynolds, & Marshall, 2009). 

본 연구에서 유능성은 학교도서  환경에서 학

생들의 지각된 유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는 학

교도서  이용에 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

는 정도이며 학교도서  이용에 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계성은 사회  계망 내에서 상 방과 계

를 맺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사회의 일부분

으로서 속하기를 바라는 욕구이다(Deci & Ryan, 

2000).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개인 활동에

서는 자율성과 유능성이 내재 동기 진에 

심 인 역할을 하며 계성은 주변 인 역할을 

하지만,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에서는 계성의 

충족이 내재 동기 증진의 핵심 요인이 된다. 동

학습 상황에서 계성 발달을 한 기회를 제공

하고 자율성을 진하는 것은 내재동기를 유발하

고 학업성취를 높이며(Hanze & Berger, 2007), 

학습활동에 한 흥미를 유발하여 활력을 일으

켰다(Mouratidis et al., 2011). 

계성은 재방문의도나 지속  참여와 같은 

행동의도와 직결된다고 밝 졌는데, 이는 계

성 요인이 내재 동기의 유지를 한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Deci & Ryan, 2000). 특히 스포

츠 학계의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두드러지는

데, 골  참여 지속의도는 계성, 자율성, 유능

성의 욕구만족 순으로 정 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김규동, 정용각, 2010), 빙상동호

인의 운동에 한 참여 지속의도에 계성이 매

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규, 

조 갑, 정용각, 2012). 즉 계  욕구의 충족

은 타인과 함께하는 정  경험을 통해 내재  

만족으로 이어지며 계성 욕구가 충족된 이용

자일수록 지속 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성

은 학교도서  환경에서 학생들의 지각된 계

성으로 정의한다. 이는 학교도서 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계를 맺고 유 감과 친 감을 느끼

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심리욕구와 학생들의 학교도서  만족

도의 계를 직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

도를 학교도서  만족도로 생각하여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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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2.1.2 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

Deci와 Ryan(2002)에 따르면 통제 인 환

경과 비되는 개념으로써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은 자기결정  내재 동기를 향상시킨다. 

특히 사회․환경  맥락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

는 타자(significant others)로부터 지각되는 자

율성 지지의 정도에 따라 동기의 수 이 결정된

다. 지각된 자율성 지지(perceived autonomy- 

support)란 교사, 부모와 같은 유의미한 타자가 

자신의 자발 인 참여, 선택의 기회, 독자 인 

문제 해결, 의사결정 참여, 기분 인정 등을 지

지한다는 수신자(recipient)의 믿음을 의미한다

(Mageau & Vallerand, 2003).

사서교사는 학생의 을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성을 지지하

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한 도서 의 다양

한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학생의 질문에 열린 

자세로 응답하며 정보 심의 피드백을 제공함

으로써 학생의 학습과 흥미를 지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교도

서  환경에서 학생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며 학생의 생각과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학생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서교사

의 교육  태도를 의미한다. 

1,476명의 국 청소년들을 상으로 교사의 

지지, 학우의 지지와 학교생활 만족 간의 계

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역할을 연구한 결과, 

학우의 지지보다 교사의 지지가 학교생활 만족

도에 더 강한 향을 미쳤으며 교사의 지지와 

학우의 지지 모두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계에

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역할이 유의하 다(Tian, 

Tian, & Huebner, 2015). Goodenow(1993)의 

연구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기본

심리욕구의 3가지 하  요소  특히 유능성과 

높은 상 을 보 으며 이는 내  동기의 진

에 정 인 향을 끼친다고 하 다. Vallerand, 

Fortier, Guay(1997)은 교사와 부모 그리고 학

교 리자들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유능성

과 자율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내재  동

기를 진하 다고 보고하 다. 국내의 학생

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 교사, 친구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 요인을 

모두 만족시켰으며 특히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성을 매개로 하여 심리  안녕감에도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희, 박귀

화, 정재우, 2008).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

구에서는 학교도서  환경에서 사서교사의 자

율성 지지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하여 학교도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하 다. 

 

2.2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

이용자 만족도(user satisfaction)의 개념은 마

 분야에서 핵심 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용

자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  

기 으로써 도서  존재의 목 이기 때문에 이용

자 입장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반 하는 

것은 도서  서비스와 운 에서 그 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 추진되고 있는 

제3차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

는 학교도서  리자와 학생들을 상으로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 자료

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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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만족도란 어떤 특정한 제품  서비스

의 획득이나 소비 경험에 한 이용자의 반

이고 주 이며 평가 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

다(최 진, 2002). 이용자 만족을 측정하는 기

은 다양하다. 그  Bitner와 Hubbert(1994)는 

이용자 만족을 서비스 의 만족과 반 인 

만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서비스 의 

만족은 서비스를 경험하는 시 에서의 이용자의 

만족 는 불만족을 의미하며, 반 인 만족은 

이용자가 직면했던 서비스 경험에 기 한 조직 

반에 한 고객의 만족 는 불만족을 의미한

다. 학생들은 반복 으로 학교도서 을 이용함으

로써 반 인 만족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서

비스 수용 후 행동인 지속의도에 향을 미친다. 

지속의도(continuance intention)는 충성도

(loyalty)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재이용의도로 

설명되기도 한다. 지속의도란 고객이 과거의 경

험과 미래에 한 기 에 기 하여 재의 서비

스를 다음번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

된다(이문규, 1999). 서비스는 일반 인 제품 구

매에 비해 이용의 지속성이 매우 요하다. 이용

자의 지속 인 서비스의 이용은 해당 서비스에 

한 충성도로 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용자의 지속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고 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서비스의 발 에 결

정 인 역할을 한다(박지홍, 2017).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Bhattacherjee(2001)가 제안한 기 -

일치모형(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ECM)에서는 사용자의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

이 지속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다. Bitner(1990)는 서비스 에서 고객과 서

비스 제공자 간의 인  계에 의해 재이용의

도가 결정된다고 하 다. 학교도서 과 련하

여 이용자 만족도가 지속의도에 미치는 정 인 

향이 국내의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김미 , 2005; 이 은, 2016; 천희선, 박지홍,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교도

서  만족도가 지속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2.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계에서 학생들을 상으로 수행

된 학교도서  이용동기에 한 연구는 미미한 

수 이다. 동기에 한 연구는 개인의 근본

인 욕구  그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도서  이용동기에 한 

연구는 이용자들이 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원

인과 그에 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Zweizig, 1976).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

서는 학교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으로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학교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사회․환경 인 외부 요인

을 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동기를 포함하여 

개인의 내  요인을 심으로 수행된 연구로 

구분된다. 학생들의 학교도서  이용에 향

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학교도서  장서의 최신성, 학교도서  

이용교육, 과제 수행을 한 정보 습득의 편리

성, 사서교사의 사태도, 학교도서  행사와 

로그램이 학교도서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박유리, 2010). 국외의 연

구에서는 200명의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안하고 쾌 한 공간, 

친구  교사의 권유, 과제수행, 독서 흥미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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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서  이용동기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학생들의 학교도서  이용에 한 동기 증

진을 해 다양한 장서를 개발하고 공간  시

설의 편의성을 확보하며 학생 개개인의 정보요

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교사의 역

할을 강조하 다(Harisanty, 2019). 

학생의 내  동기를 심으로 한 연구로는 

Csikszentmihalyi(1990)가 제안한 내재 동기

의 형  형태인 몰입(flow) 경험이 학교도서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

가 있다(이병기, 송기호, 김성 , 2015). 이에 

따르면 학교도서  이용기술이 학교도서  이

용에 한 도 의욕과 학교도서  이용유형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학교도서  이용유형은 

학생의 학습유형을 거쳐 몰입과 학교도서  이

용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도서  만족도

를 높이기 해서는 학생들에게 학교도서 을 

자율  동기로 이용할 수 있는 몰입 경험을 제

공하고 학교도서  이용기술의 수 을 높일 것

을 제언하 다. 

한 자기결정성이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이용동기가 학교도서  서비스 품질 인식에 미

치는 향을 밝힌 이성인, 박지홍(2020)의 연

구에서는 강한 외  동기, 약한 외  동기, 약한 

내  동기, 간 내  동기, 강한 내  동기의 

5가지 동기유형이 LibQUAL+
™
을 용한 학

교도서  서비스 품질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고등학생을 상으

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 내재  동기가 높을수록 학교도서

 서비스 품질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서교사와의 계성, 도서 에 한 

친 감, 방문횟수, 정보요구에 한 피드백 등

이 학교도서  서비스 품질 인식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자율 인 학교도서

 이용동기의 요성이 부각되었고 학생의 자

율 인 학교도서  이용동기 증진을 한 실무

인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을 바탕으로 내재  동

기 형성의 선행요인으로써 사회․환경  요인

인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  요인인 기

본심리욕구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미

치는 향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교육  환경요인  학생의 심리  요인

을 밝히고 자율  학교도서  이용동기를 증진

시키기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사서교사의 자율

성 지지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을 매개로 하여 종속변수인 학

교도서  만족도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요 변수에 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써 인구통계학  요인인 도서부 여

부, 학교도서  이용빈도, 학업성취도를 설정하

다. 이에 따라 자기결정성  이용자 만족도

와 지속의도에 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계하 으며 연

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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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H1. 인구통계학  변인은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1. 도서부 여부에 따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1-2. 도서  이용빈도에 따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1-3.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따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2.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의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H3.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는 지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 측정도구 개발  검증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자

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사회․환경  변인으

로써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개인․심리  

변인으로써 기본심리욕구를 설정하 으며 학

교도서 에 한 만족도와 지속의도를 포함하

여 크게 4 역으로 설문 도구를 설계하 다. 사

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6문항, 기본심리욕구의 

하  요인인 자율성 6문항, 유능성 7문항, 계

성 6문항과 학교도서  만족도 5문항, 지속의

도 4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마지막으로 인구통

계학  요인으로서 6개의 문항과 학교도서 을 

이용하면서 느낀 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

는 개방형 문항을 1개 포함하 다. 설문지의 문

항은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으며 학교도

서 을 이용하는 학생 6명을 상으로 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휘  문장을 수정하여 

보완하 다. 구체 인 측정지표  측정문항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하여 탐색  요

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측정 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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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측정변인 문항 근거자료

사회․

환경요인

사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

1. 사서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고 느낀다.

LCQ(1996)

Arnone et al.(2009)

서경(2013)

2. 사서선생님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느낀다.

3. 사서선생님은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나를 격려해 

주신다. 

4. 사서선생님은 내가 도서 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신다.

5. 사서선생님은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

6. 사서선생님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 에 그것에 한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개인․

심리요인

기본 

심리욕구

자율성

1. 나는 학교도서  이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한다.

Gagnè(2003)

이명희(2008)

Han et al.(2017)

BPNSNF(2019)

2. 나는 학교도서 에 가는 것이 즐겁다.

3. 나는 학교도서 을 자발 인 동기로 이용한다.

4. 나는 학교도서 에서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5. 나는 학교도서 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한다.

6. 나는 학교도서 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유능성

1. 나는 학교도서 을 이용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낀다.

2. 나는 학교도서 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3. 나는 학교도서 을 이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4. 나는 학교도서  이용법을 친구에게 가르쳐  수 있다고 느낀다.

5. 나는 학교도서 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6. 나는 학교도서 을 이용함으로써 내 자신이 효율 이라고 느낀다.

7. 학교도서 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계성

1. 나는 학교도서 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2. 학교도서 에 가면 나와 친한 친구들이 있다.

3. 학교도서 에서 만나는 사서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나에게 

호의 이다.*

4. 나는 학교도서 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5. 나는 학교도서 에서 만나는 사서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유 감을 

느낀다.

6. 나는 학교도서 에서 사서선생님 는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1. 학교도서 에 해 반 으로 만족한다.

Oliver(1980)

양지선(2015)

천희선, 박지홍(2018)

2. 학교도서 의 도서는 나에게 충분하다.

3. 학교도서 은 나의 성장을 한 거름을 제공해 다고 생각한다.

4. 학교도서 을 이용할 때마다 원하는 목 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5. 학교도서  이용 경험에 해 만족한다.

지속의도

1. 앞으로도 계속 학교도서 을 이용할 것이다.
Bhattacherjee(2001)

박지홍(2017)

김환희, 박지홍(2019)

2. 학교도서 에 해 친구들에게 정 으로 말할 것이다.

3. 졸업하기 까지 학교도서  이용을 단하지 않을 것이다.

4. 일주일 이내에 학교도서 을 재방문 할 것이다. 

인구통계학  특성 학년, 성별, 학교도서  이용빈도  이용목 , 도서부, 학업성취수  ─

※주: *요인분석 후 최종분석에서는 삭제된 문항

<표 1> 측정변인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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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varimax 회  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 재값 0.5 이상인 문항을 해당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으로 해석하 으며, 결과에 따라 

계성 요인의 2개 항목은 타당도를 해하여 

삭제하 다. 추출된 요인에 의한 변수 설명도

인 공통성은 모든 문항에서 0.5보다 큰 값을 나

타내어 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 다. 23개 문항의 최종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 요인에 한 항목 간 내  일 성 신뢰

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사서교

사의 자율성지지 .939, 자율성 .891, 유능성 .900, 

계성 .862,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893, 지

속의도 .858로 나타났다. 6개의 요인 모두 .85를 

과하는 높은 값을 나타내어 측정 항목들의 일

성을 확인하 다.

설문 문항

요인

공통성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
자율성 유능성 계성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3 .835 .177 .175 .143 .779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6 .831 .140 .212 .120 .770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5 .815 .181 .246 .123 .772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1 .805 .214 .258 .206 .803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2 .793 .258 .256 .143 .782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4 .769 .143 .264 .185 .715

자율성 5 .226 .782 .099 .154 .695

자율성 6 .242 .740 .164 .120 .647

자율성 4 .135 .721 .330 .110 .659

자율성 3 .155 .706 .341 .196 .677

자율성 1 .120 .674 .394 .142 .644

자율성 2 .239 .605 .495 .221 .716

유능성 3 .276 .282 .707 .152 .678

유능성 5 .238 .264 .676 .299 .672

유능성 2 .202 .346 .653 .235 .642

유능성 1 .323 .314 .638 .173 .640

유능성 6 .379 .228 .614 .309 .669

유능성 4 .280 .227 .597 .286 .568

유능성 7 .295 .277 .558 .211 .520

계성 1 .117 .161 .264 .840 .814

계성 2 .167 .165 .198 .787 .713

계성 4 .288 .250 .311 .701 .733

계성 5 .478 .165 .397 .532 .696

고유값 5.083 3.902 4.198 2.822

분산설명(%) 22.098 16.966 18.252 12.268

KMO=.957, 총분산=69.58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5376.923 (df=253, p<.001)

<표 2>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자율성, 유능성, 계성 문항의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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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학생을 

모집단으로 삼았으며 서울시 소재 5개의 학교

를 상으로 2019년 12월 16일부터 약 3주간 설

문을 실시하 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336부를 회수하 고 그  결측값이 있는 자

료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 331부(95%)를 분석

에 사용하 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구체 이고 실제 인 자

료를 수집하여 다각 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해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심층면담은 덩이

표집법  유의추출법으로 선정된 8명의 학

생을 상으로 11월 3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하

다. 피면담자는 도서  이용빈도에 따라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학생

과 일 일로 이루어졌으며 개방형 반구조화 형

식으로 진행하 다. 소요시간은 40~50분가량

이며 면담의  과정을 녹취하여 사하 고 양

 데이터와 함께 결과 분석에 활용하 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IBM SPSS 25.0을 사용

하여 분석하 다.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을 악

하기 해 빈도분석을 수행하 으며 인구통계

학  변수의 향력을 확인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 계분석,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역

할을 검증하기 해 PROCESS macro v.3.5 

로그램을 이용하여 병렬  다 매개분석을 수행

하 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

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질

 데이터 수집을 해 실시된 심층면담을 분석

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을 다양화하 다. 

4. 분석 결과

4.1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331명의 인구통계학  특

성은 <표 3>과 같다. 학생들의 학교도서  이

용빈도를 분석하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학교도서

을 일주일에 2~3회 이상 이용하며 거의 매일 

이용하는 학생도 응답자의 1/3을 차지하 다. 도

서 을 이용하는 주된 목 은 독서 36.7%(101

명), 출  반납 33.8%(93명)으로 나타났으

며 기타 3.3%(9명) 사항은 도서부 활동이나 소

논문 쓰기를 해 도서 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응답자  도서부인 학생은 20.5%(68

명), 도서부가 아닌 학생은 79.5%(263명)이고 

학업성취도별 분포는 상 권 41.4%(137명), 

권 49.2%(163명), 하 권 8.2(27명) 순으로 

나타났다. 

4.2 가설 검증

4.2.1 인구통계학  변수에 따른 주요 요인의 

차이 검증

∙[가설 1-1] 도서부 여부에 따라 사서교사

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도서부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

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유능성과 계성 요인은 도

서부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유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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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응답수(명) 비율(%)

학교

A 65 19.6

B 80 24.2

C 79 23.9

D 75 22.6

E 32 9.7

성별
남 136 41.1

여 195 58.9

학년

1학년 114 34.4

2학년 116 35.0

3학년 101 30.5

도서  이용빈도

거의 매일 103 31.1

주 2~3회 120 36.3

주 1회 51 15.4

월 1회 44 13.3

거의 이용하지 않음 13 3.9

학교도서

이용목

출/반납 93 33.8

독서과제 101 36.7

자율학습 38 13.8

과제해결 24 8.7

정보검색 10 3.6

기타 9 3.3

도서부 여부
도서부 68 20.5

비도서부 263 79.5

학업성취 수

상 137 41.9

163 49.8

하 27 8.3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n=331)

종속변수 도서부 N 평균 표 편차 𝑡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O 68 4.65 0.53

1.434
X 263 4.54 0.61

유능성
O 68 4.50 0.54

3.740***
X 263 4.20 0.71

계성
O 68 4.32 0.78

2.339*
X 263 4.06 0.80

*𝑝 <.05, ***𝑝 <.001

<표 4> 도서부 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차이(독립표본 t-test) 

(n=331)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의 학교도서  만족도와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  71

은 도서부 학생이 비도서부 학생보다 평균 0.30

만큼 높았으며 계성은 도서부 학생이 0.26만

큼 높게 나타났다.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

생이 지각하는 자율성 요인은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도

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도서부 여부

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도서부 활동을 통해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

을 배양하게 되어 학교도서  이용에 한 자

신감을 얻음으로써 지각된 유능성에 향을 미

친 것으로 단된다. 한 도서부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사서교사  래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계성 욕구가 충족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가설 1-2] 이용빈도에 따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일 것이다.

학교도서  이용빈도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

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해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이용빈도에 따라서 

자율성, 유능성, 계성 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서교사의 자

율성 지지는 학교도서  이용빈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변수에 해서 Scheffe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 유

능성, 계성 요인 모두 학교도서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학교도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

생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종속변수 이용빈도 N 평균 표 편차 𝐹 scheffe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거의 매일 (a) 103 4.69 0.51

16.398*** e < a,b,c,d

주 2~3회 (b) 120 4.66 0.47

주 1회 (c) 51 4.37 0.65

월 1회 (d) 44 4.54 0.45

거의 이용하지 않음 (e) 13 3.49 1.15

유능성

거의 매일 (a) 103 4.35 0.63

10.706*** e < a,b,c,d

주 2~3회 (b) 120 4.40 0.63

주 1회 (c) 51 4.07 0.70

월 1회 (d) 44 4.19 0.59

거의 이용하지 않음 (e) 13 3.26 0.96

계성

거의 매일 (a) 103 4.26 0.80

 8.117*** e < a,b,c,d

주 2~3회 (b) 120 4.26 0.69

주 1회 (c) 51 3.91 0.94

월 1회 (d) 44 3.89 0.65

거의 이용하지 않음 (e) 13 3.23 0.98

***𝑝 <.001

<표 5> 이용빈도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차이 

(n=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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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용빈도에 따른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지속의도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이용빈도에 따라서 학교도서  이

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 요인은 

학교도서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학교도

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 1-3]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따라 사

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 학

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학업성취도에 따

른 각 변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

증하기 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사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 자율성, 유능성, 계성 요

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해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계성 

요인은 지각된 학업성취도 수 이 상 권인 학

생이 하 권인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요인은 지각된 학업성취도 수 이 상

권과 권 학생들이 하 권인 학생들보다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능성 요인은 상 권, 

권, 하 권 순서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둘째,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지속의도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학교도

서  이용자 만족도 와 지속의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

시한 결과, 지각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보

다 자신의 학업성취 수 이 높거나 간 정도라

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

도와 지속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

생이 지각하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서교

사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가 높아지며 

학교도서  만족도와 지속의도에도 정 인 

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 이용빈도 N 평균 표 편차 𝐹 scheffe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거의 매일 (a) 103 4.52 0.55

6.251*** e < a,b,c,d

주 2~3회 (b) 120 4.60 0.61

주 1회 (c) 51 4.40 0.63

월 1회 (d) 44 4.53 0.51

거의 이용하지 않음 (e) 13 3.74 1.03

지속의도

거의 매일 (a) 103 4.75 0.46

20.061*** e < a,b,c,d

주 2~3회 (b) 120 4.68 0.56

주 1회 (c) 51 4.42 0.56

월 1회 (d) 44 4.40 0.54

거의 이용하지 않음 (e) 13 3.40 1.07

***𝑝 <.001

<표 6> 이용빈도에 따른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의 차이 

(n=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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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학업성취도 N 평균 표 편차 𝐹 scheffe

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

상 (a) 137 4.67 0.54

7.597** a > c (b) 163 4.46 0.62

하 (c) 27 4.26 0.78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상 (a) 137 4.68 0.54

9.795*** a, b > c (b) 163 4.52 0.54

하 (c) 27 4.15 0.96

유능성

상 (a) 137 4.47 0.57

16.273*** a > b > c (b) 163 4.16 0.69

하 (c) 27 3.78 0.88

계성

상 (a) 137 4.33 0.76

9.660*** a > c (b) 163 3.98 0.75

하 (c) 27 3.80 1.07

**𝑝 <.01, ***𝑝 <.001

<표 7> 학업성취도에 따른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기본심리욕구의 차이 

(n=327)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N 평균 표 편차 𝐹 scheffe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상 (a) 137 4.60 0.53

7.082** a, b > c (b) 163 4.47 0.62

하 (c) 27 4.12 0.94

지속의도

상 (a) 137 4.67 0.48

7.261** a, b > c (b) 163 4.55 0.61

하 (c) 27 4.19 1.03

**𝑝 <.01

<표 8>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의 차이 

(n=327)

4.2.2 상 계 분석

주요 요인 간의 계성을 악하기 하여 

Pearson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모든 요인들 간의 계는 𝑝<.001 

수 에서 통계 으로 높은 정  상 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

생들의 기본심리욕구의 하  요인인 자율성, 유

능성, 계성은 모두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능성과 높은 상

계를 나타냈다.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는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자율성, 유능성, 

계성과 정 인 상 계를 보 으며 특히 유능

성과 가장 큰 상 계를 나타냈다.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높은 정  상

계를 보 다. 

4.2.3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상 계 분석 결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

지와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와 지속의도 요인들 간에 유의한 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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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만족도

지속

의도자율성 유능성 계성

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

1

자율성 .539*** 1

유능성 .674*** .749*** 1

계성 .558*** .560*** .709*** 1

학교도서  
만족도

.617*** .641*** .668*** .551*** 1

지속의도 .555*** .656*** .677*** .596*** .696*** 1

***𝑝 <.001

<표 9> 주요 요인의 상 계 

(n=331)

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계성에 기 하여 사

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생들의 학교도서  

만족도 요인간의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

요소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해 병렬  다 매개분석(parallel multiple 

medi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 분석법은 

다수의 매개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독립변수의 

직 효과와 간 효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통 인 Baron & Kenny의 방법보다 

직 인 효과를 산출해 주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eacher와 Hayes(2008)의 매개효

과 검증 모델 4를 용하여 병렬  다 매개분석

을 실시하 으며 Shrout & Bolger(2002)가 제

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

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독립변인으로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A)를 

설정하고 종속변인으로 학교도서  이용자 만

족도(B)를 설정하 다. 병렬 구조의 매개변인

인 자율성(M1), 유능성(M2), 계성(M3)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 매개효과(X ￫ M1 ￫ Y; 

X ￫ M2 ￫ Y; X ￫ M3 ￫ Y)를 검증하 다. 

공변량(covariate)으로 평균차이검정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인구통계학  변인인 도서부 

여부, 학교도서  이용빈도, 학업성취도를 설정

하 다. 재추출된 표본수는 10,000개이며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ULCI)과 하한값(LLCI)

을 확인함으로써 유의성을 검증하 다.

∙[가설 2]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

도서  이용자 만족도의 계에서 기본심

리욕구의 하  요소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표 10>과 같이 독립변수인 사서교사의 자

율성 지지가 종속변수인 자율성으로 가는 회귀

모형 𝐹 (6,324)=37.025, p<.001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

성(β=.450, p<.001)에 유의한 향을 주었다.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유능성으로 가는 회

귀모형 𝐹 (6,324)=66.092, p<.001은 통계 으

로 유의하 으며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유

능성(β=.575, p<.001)에 유의한 향을 주었

다.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계성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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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𝛽 t F 𝑅 ²(adj𝑅 ²) D-W

기본
심리
욕구

자율성
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

.441 .044 .450  9.920*** 37.025*** .407(.396) 1.849

유능성 .651 .045 .575 14.556*** 66.092*** .550(.542) 1.865

계성 .648 .062 .491 10.438*** 30.511*** .361(.349) 1.634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

.283 .053 .276  5.321***

43.567*** .550(537) 2.013자율성 .283 .061 .271  4.605***

유능성 .202 .067 .224  3.031**

계성 .077 .042 .100  1.842

**𝑝 <.01, ***𝑝 <.001

<표 10>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요인 사이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다 매개효과 

는 회귀모형 𝐹 (6,324)=30.511, p<.001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는 계성(β=.491, p<.001)에 유의한 향을 

주었다.

한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사

서교사의 자율성 지지(β=.276, p<.001)는 학교

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자율성(β=.271, 

p<.001)과 유능성(β=.224, p<.01)도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성(β=.100, p=.066) 

요인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트

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는 <표 11>과 같다. 재추출한 표본수 10,000개, 

신뢰구간 95%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

한 결과, 총 매개효과의 크기는 .299[.204, .403]

로 나타났으며 95%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율성=.122[.047, .196], 유능성=.129[.035, 

.234] 요인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

면서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교도서  이

용자 만족도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두 요인 간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

경로 B S.E. 𝛽
95% 신뢰구간

LLCI (B) ULCI (B)

총매개효과 .306 .056 .299 .204 (.202) .403 (.424)

AS ￫ A ￫ S .125 .042 .122 .047 (.046) .196 (.209)

AS ￫ C ￫ S .132 .051 .129 .035 (.036) .234 (.237)

AS ￫ R ￫ S .050 .033 .049 -.012 (-.012) .117 (.120)

※ 주: AS=Autonomy Support(자율성 지지); A=Autonomy(자율성); C=Competence(유능성); R=Relatedness

( 계성); S=Satisfaction(만족도);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표 11>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만족도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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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의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다 매개효과

었다. 계성=.049[-.012, .117] 요인은 신뢰

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

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이용자 만

족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서교

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의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모형을 <그림 

2>와 같이 도출하 다.

모형에 따른 변수들의 총효과와 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독립

변수인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종속변수인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575[.499, .679]으로 나타났다. 직 효과는 .276 

[.178, .387]로 나타나 총효과의 48.0%를 설명하

고 간 효과는 .299[.204, .403]로 나타나 총효

과의 52.0%를 설명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가 학생들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통해 사서교사

의 자율성 지지에 간 인 향을 받으며 한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에 직 인 향을 받

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

의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

지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직․간 으

로 강한 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
변수

B S.E. 𝛽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자율성
유능성
계성

.589 .046 .575 12.829*** .499 .679

***p<.001

<표 12>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다 매개

모형의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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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𝛽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283 .053 .276 5.321*** .178 .387

***p<.001

  <표 13> 다 매개모형에서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직 효과

매개변수인 자율성과 유능성의 매개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자율성

과 유능성을 비교하는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

되어 두 요인 간의 매개효과의 크기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서교

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와의 계에서 학생의 자율성과 유능성 요인

은 거의 동일한 크기의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단할 수 있다. 

4.2.4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가 지속의도

에 미치는 향 검증

∙[가설 3]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는 지

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가 지속의도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15>와 같이 독립변수인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지속의도에 정(+)의 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3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4.0%로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 𝐹 (6,324)=63.463, p<.001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즉 학교도서 에 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학교도서 을 지속 으로 이용하고자 하

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변수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자율성-유능성 -.007 .074 -.153 .137

<표 14> 자율성, 유능성 변수의 매개효과 크기 비교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𝛽 t

지속의도

상수 1.763 .187 9.434***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

.628 .040 .635 15.677***

F =63.463, 𝑅 ²=.540, adj𝑅 ²=.532, D-W=2.077

***p<.001

<표 15>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가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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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논의 

가설에 따른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

도서  만족도의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

개효과 검증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가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3>은 검증된 연구 모형이다. 

첫째,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의 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지 하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

율성과 유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 다. 

즉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의 자율성과 

유능성의 충족을 통해 자율  내재 동기를 

진시키는 선행변인이며 이는 학교도서  만족

도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학교도서 에서 학생의 자율성과 유능

성 욕구의 충족을 해서는 학생이 자기주도

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서교사의 

역할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의 확충이 필요하며 도서  이용교

육을 강화하여 학교도서  이용에 해 학생들

이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련하여 학생과의 심층면담에서도 도서 

선택의 자율성이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자율

인 동기 형성에 미치는 정 인 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등학교 때는 책을 부모님이 골라주시고 제가 

책을 고른 건 학교 때부터...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거 같아요. 주로 화 원작 소설이나 인터넷

에서 책 추천해 주는 거, 그런 거 보고 와요.” 

- 학생 7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일단 좋아하는 분야 련된 

책을 찾아요. 심리학이나 철학 쪽 가면 있거든요. 

서가에 있는 책 에서 제목을 보고 일단 마음에 

들면 한번 훑어 요. 그러다가 이 내용은 별로 

내가 궁 해하지 않는 부분이다 싶으면 다른 걸 

찾게 돼요. (학교도서 에) 처음 올 때는 좀 낯설

었는데 심리학 련된 것 아니어도 뭐 요한 결정

이라든지... 생각하고 싶을 때 도서 에 오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 학생 8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교도서  이용

<그림 3> 검증된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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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족도와의 계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의 매

개효과는 유의하 으나 계성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국내 학교 1학년을 

상으로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유능성은 내재

동기와 공부시간에 유의한 향을 나타냈지만 

계성은 학습 내재동기에 유의미한 향을 주

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김은주, 김민규, 

2011). Deci와 Ryan(2000)에 따르면 개인 활

동에서는 자율성과 유능성에 비해 계성은 내

 동기 형성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며 상호 

간의 활동을 통해 계성은 극 으로 내재동

기에 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도서  이용목

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학생

들이 독서  도서의 출․반납과 같은 개인 

활동을 해 도서 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것으

로 나타나 계성은 학교도서  만족도로 이어

지는 내 동기의 진에 주변 인 역할을 한 

것으로 단된다. 계성 욕구의 충족이 학교

도서  이용을 한 자율  내재동기의 증진으

로 이어지기 해서는 학교도서 을 활용하여 

래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심

층면담에서도 학교도서 을 활용한 력과제 

수행이 학교도서  이용 동기에 미친 정 인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희가 국어 수업을 할 때 조별로 PPT를 만들고 

발표하면 선생님이 보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게 수행평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교과서 분석해서 어떻게 할지 하고.. 소설 같은 

게 본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책도 도서 에

서 찾아보고 이러면서 과제를 해요. 일단 상의하

면서 만들 때는 재미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도서

에 자주 가게 던 거 같아요.” - 학생 3

둘째,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

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교사가 

자신의 자율성을 지지한다고 느끼는 학생일수

록, 학교도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는 사서교사의 정 인 서비스 태도와 

이미지가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이 은, 2016; 천희

선, 박지홍, 2018)와 맥락을 같이 한다. 사서교

사의 역할이 학교도서  서비스의 핵심요소임

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과 유능성, 계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구  요인의 성격을 띠는 유능성에 가장 많

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

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의 하 요소  특히 유능성의 진에 유의한 

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Goodenow(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지각하는 학업성취 

수 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 요인 간

에 유의미한 향이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이론

에서 유능성은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동기유

발요인이다(김아 , 2008). 자신의 능력에 

한 정 인 평가는 모든 성취 상황에서 행동

을 시작하게 하고 유지시키시는 원동력이 된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 은 다양한 정보자원을 바

탕으로 학생들의 유능성을 증진시키고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의 제공과 이를 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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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서교사의 문성이 요구된다. 이와 

련하여 학교도서  행사를 통해 학생의 유능

성 충족에 정 인 향을 미친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책 제목 끝말잇기를 하면서 서가에 있는 책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 가는 거 같아서요. 

그리고 서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서가에 어떤 종류의 책이 있고... 그런 

거요. 뭔가 서가의 문가가 된 느낌이랄까.” 

- 학생 6

넷째,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는 지속의도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학교도서 을 꾸 히 이용하는 태

도는 자기주도학습  평생학습을 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학교도서  만족도  지속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요하다. 지난 20년간 진행

되어 온 학교도서  물리  요소의 확충과 더

불어 이제는 학교도서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

의 만족도  이용 지속의도 형성에 향을  

수 있는 요인들에 한 다각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을 이용하기 한 학생

들의 내재 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계를 규명하여 학교도서  이용을 한 자율  

동기를 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을 상으로 사서교사의 자율성지지와 

학교도서  만족도와의 계에서 기본심리욕

구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 다. 

연구 결과, 사서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직․

간 으로 학생의 학교도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본심리

욕구의 하 요인  자율성과 유능성은 사서교

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생의 학교도서  만족

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한 사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학교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는 인구

통계학  요인  도서부 여부, 학교도서  이

용빈도, 지각된 학업성취 수 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  만족

도는 지속 인 학교도서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사서교사가 학생의 자율성을 지

지해 주는 것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해 자율 인 학교도서  이용동기를 증진시

켜 학교도서  만족도  지속의도에 매우 

정 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사

서교사의 자율성 지지 인 행동은 학교도서

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 

 정보 요구에 한 지원  교육 로그램의 

제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구체 으로 학생의 

질문에 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안내해

주며 학생이 원하는 자료를 자율 으로 선택하

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도서

 이용에 한 자신감을 심어  수 있다. 한 

객 이고 정 인 피드백은 학생의 유능성

을 향상시키며 이는 학교도서 의 자율  이용

동기를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율 인 학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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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용동기를 진시킬 수 있는 사서교사의 

교육 인 역량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

지며 이는 학교도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을 근거로 하여 

학생들의 학교도서  만족도에 향을  수 

있는 사회․환경  요인으로 사서교사의 자율

성 지지와 학생의 내  동기 형성의 요건으로

써 기본심리욕구의 하  요소에 을 두었다. 

그러나 학교도서  이용의 내  동기는 개인  

특성과 다양한 환경  특성에 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심리  특성이나 학교 내․외

부의지지 체제를 변인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학교도서  이용

에 한 내  동기가 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이성인, 박지홍(2020)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루어

진 변인들 간의 계를 학교 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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