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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 은 물리  환경의 품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서비스스 이  개념을 이용하여 학습공간의 

서비스스 이  요인이 이용자 만족과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과 학습활동유형의 조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선행연구  심층면담을 통해 청결성, 쾌 성, 편의성, 심미성, 근성, 유연성의 6개의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요인을 선정하 고, 수도권 지역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청결성, 쾌 성, 편의성과 

근성 요인이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이용자 만족은 지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습활동유형은 청결성, 쾌 성 요인과 이용자 만족 계에 부(-)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습공간으로의 학도서 에 한 이용자 만족을 높이는 물리 인 환경 구성의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데 의의를 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earning space Servicescape on the user 

satisfaction level and continuance intention and to identify moderating effect of the learning activity. 

The six Servicescape factors are selected after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cleanliness, 

comfort, convenience, aesthetics, accessibility, and flexibility. The online survey is given to the 

university students at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 shows 

that among the learning space Servicescape factors, cleanliness, comfort,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ser’s satisfaction and the user’s satisfaction response 

determines the continuance intention to the learning space. It is also found that the factors of 

cleanliness and comfort have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user satisfactio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result provides methods to develop the space arrangement for university libraries that 

provide the better-support to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키워드: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 만족도, 지속의도, 학도서
learning space, servicescape, user satisfaction, continuance intention, universit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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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으로 변되는 과학기술의 발

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장필성, 2016) 교육 분야도 외는 아

니다. 청소년들의 학습방식이 정보기술을 활용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의 

경우 다양한 디지털 학습 기기를 활용하여 공

간의 제약없이 온․오 라인을 결합한 개방

인 방식의 학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구상회, 이

희, 2019). 강의실이라는 물리 인 학습공간 

이용에 제약을 가져온 코로나19의 확산은 학습

환경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는 학습공간을 강의실을 벗어

나 학교 안․밖의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임철일, 계보경, 최미애, 2021). 

학구성원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원하며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학도서  한 시 의 

변화를 따르고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기 해 

공간과 서비스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용자가 그 변화를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은 도서 의 물리  공간이다. 공간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직  경험하는 곳으로 공

간에 한 인식을 통해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한 질(quality)을 평가하게 된다(Bitner, 1992). 

서비스는 일반 인 상품과 다르게 구매와 소비

의 경험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에의 평가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공간에 한 평가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quality)을 측정하

기 해서 공간에 해 느끼는 이용자의 만족도

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공간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내재된 욕구와 평가를 

알아차리는데 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다. 

본 연구에서는 학도서 의 공간이 담당하

고 있는 장서 수집  보존, 교육과 연구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  학습공간으로서의 

학도서 에 한 이용자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도서 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

기 해 공간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

히 많은 학생들은 도서 을 개인 는 집

학습을 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차 증가하

고 있는 업활동, 학생 심 학습활동 등은 도서

 신 일반 카페와 같은 비공식학습공간을 선

호하고 있다(구상회, 이 희, 2019; Matthews, 

Andrews, & Adams, 2011). 학도서 은 개

인 는 업활동에 특화된 학 내외의 일반

인 학습공간과는 달리 다양한 학습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

나(Cunningham & Walton, 2016) 학습공간

에의 선호도에 있어 우선순 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구상회, 이 희, 2019). 

따라서 학구성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공간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으로써 학도

서 의 효과 인 공간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마  분야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스

이  개념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학 내외

에서 주로 이용하는 학습공간은 무엇이며, 해당 

공간에의 평가를 한 측정 요인이 무엇인지 살

펴보고 어떠한 측정 요인이 학습자의 학습공간 

선택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

공간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자 만족

도를 통해 확인하며 이용자 만족도는 지속의도

에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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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1.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의 

어떠한 요인들이 이용자 만족에 향을 미

치며 그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 질문 2.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의 

이용자 만족이 지속의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 질문 3. 학습활동유형이 학습공간 서

비스스 이  요인과 이용자 만족의 계

를 조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학습공간

공간의 역할은 해당 공간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의 속성에 따라 정의된다. 따라서 학습공간

은 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속성이 

학습활동이 일어나기에 충분한가에 따라 학습

공간으로의 의미를 지닌다(이수 , 2020). 기

존의 학습공간이 강의실, 집 등의 단편 으로 

정의되었다면,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갖춘 모든 공간이 학습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을 의미하는 학

습환경은 사회의 큰 흐름과 함께 변화해왔다. 

기존의 인쇄 매체를 심으로 한 교육과 학습

에의 디지털 매체의 활용은 학습공간의 물리

인 제약을 사라지게 하 으며 학습자가 존재하

는 곳은 어디든 학습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게 

하 다(임철일, 계보경, 최미애, 2021). 한 교

수자의 강의식 학습방식이 로젝트 학습, 그

룹학습 등의 학습자 심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습자는 다양한 공간  자원의 활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한 강의실을 벗어나 

다양한 공간이 학습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 다(구상회, 이 희, 2019; Cunningham & 

Walton, 2016). 이러한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

라 학습공간을 기존의 물리 인 공간을 의미하

는 강의실뿐 아니라 카페 등의 비공식학습공간, 

가상학습공간 등의 비형식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까지 개념을 확 해서 용해보면 학습의 

주 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지식 습득이 이루

어지는 모든 공간을 학습공간이라 말할 수 있

다(구상회, 이 희, 2017). 

학습의 방식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학습, 

학습자 심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습공간 

안에서 행해지는 학습자의 활동도 기존의 개인

학습 주에서 력활동학습, 학습과 휴식의 

공존 등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공간 평

가 시 학습활동의 효율 인 지원이라는 학습공

간으로의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뿐 

아니라 다양화된 활동에 따른 이용자 요구가 

반 되었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물리  

학습공간의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학습공간의 물리  환경 구성은 학습활동

(Montgomery, 2014; Shank, Walker, & Hayes, 

1996)  학습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

수(진혜경, 김 철, 2017; 최욱, 2009)로 학습

공간의 물리  환경 요인  이용자의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학습공간에 한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이

를 통해 효과 인 학습활동 지원이라는 학습공

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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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상 물리  학습공간 평가 시 고려되는 사항

Matthews, Andrews, & 
Adams(2011)

학습공간 사회학습(social learning), 소속감, 공간 디자인

Bailin(2011) 학도서
개인 는 업학습 공간, 공간 디자인, 사회  공간, 기술(WIFI, 

컴퓨터 등), 소음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2012) 학도서
공간  여유, 환기시설, 자료열람실의 근과 이용의 편리성, 이용
자 친화  분 기

구상회, 이 희(2017) 학습공간
비용, 공간(좌석형식, 소음), 이용(정보화기기 사용 가능 여부), 
기술(WIFI, 조명 등)

구상회, 이 희(2019) 학습공간 동기부여(쾌 성), 업, 개인화, 유연성

이상은, 박태정, 한형종(2020)
스마트 학습공간

(공간시설 역)
개별  력학습 공간, 개방성, 유연성 등

<표 1> 물리  학습공간 평가 시 고려 항목

2.2 학습공간으로서의 대학도서관 

표 인 학습공간인 도서  공간을 디자인

함에 있어  패러다임이 독자와 인쇄물을 특

정한 공간에 모이게 했다면 학습 심의 패러다

임은 공간과 학습 간의 연결성을 고려한 공간 설

계 디자인에 심을 기울이게 하 다(Bennett, 

2009). 학구성원의 표 인 학습공간인 

학도서 에 있어 이러한 변화가 정보커먼스

(information commons), 학습커먼스(learning 

commons)와 같이 다양하게 불리며 지식을 창

조하고 학습의 진을 지원하는 학습 공유공간

으로의 설계를 진시키고 있다. 학도서 에 

있어 정보커먼스와 학습커먼스가 비슷한 의미

로 간주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Montgomery, 

2014) 오늘날 학도서 의 개념을 정보커먼스

에서 학습커먼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Heitsch & Holley, 2011). 정보커먼스가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정보이용에 을 두고 도

서 의 정보시설, 가상정보(virtual information)

로의 환경을 갖추는 개념이라면 학습커먼스는 

디지털 도구는 학습을 지원하는 수단일 뿐이며 

도서 은 이용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한 

사명을 가지고 학습에 을 둔 공유공간으로 

기능한다는 개념이다(임형연, 2014). 따라서 학

습활동이 발생하는 물리  공간은 학습커먼스

에 있어 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Barton, 

2018). 정보커먼스에서 학습커먼스로의 환은 

이용자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를 넘어 이용자가 

특정한 물리  공간을 유하면서 정보와 이용

자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해 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해 디자인 요소에의 집 이 필요

하다고 여긴다(Beagle, 2010; Bennett, 2009). 

학습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습공간의 물리

인 제약이 사라지고 학습자가 치한 모든 공

간이 학습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도서 과 같은 주요 학습공간의 물리  환

경 평가  개선에 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효과 인 학습활동 지원에 있다. 공간이 가진 

물리  형태가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활동

을 상하게 하고 이용자는 그러한 상에 따

라 공간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공간의 

물리  환경에 한 연구는 결국 학도서  

이용자들의 학습과 련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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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해당 공간 안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효과 으로 지원

하는 학습공간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함에 

있다. 

2.3 서비스스케이프

서비스스 이 는 ‘서비스(service)’와 ‘랜드

스 이 (landscape)’가 결합된 용어로 자연

, 사회  환경과 비되는 개념으로 이용자

와 종업원 모두에게 향을 미치는 물리 인 

환경을 의미하며 Bitner(1992)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서비스스 이 에 한 연구는 물리

 환경과 인간의 심리, 행동과의 계성을 다

루는 환경심리학  (Bell et al., 2003)을 바

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물리  환경

이 이용자에게 향을 미치며 공간을 이루고 있

는 다양한 환경  요인에 한 반응의 결과로서

의 이용자들의 행동에 해 다루고 있다.

Bitner(1992)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물리  환경이 공간의 사용자인 고객과 종업원 

모두에게 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고객과 종

업원 모두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인지 , 정서  

그리고 생리 으로 반응할 수 있고 이러한 내

 반응들은 서비스스 이  안에서 이루어지

는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

의 행동은 서비스에 한 부정  혹은 정  

감정으로 인한 근과 회피로 나  수 있다. 서

비스스 이 에 한 정 인 자극을 느 다

면 이용자들은 공간에 머무르고 서비스를 구매

하며 충성도를 가지는 행동을 취하게 되며 반

로 부정 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이용자들

은 더이상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당 공

간에 머무르지 않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

서 서비스스 이  디자인에 있어 가장 요한 

목표는 바람직한 이용자의 행동을 악하여 그

것이 물리  환경을 통해서 기 의 목표에 부

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 상 분석지표

Bitner(1992)
service

organization
환경요소, 배치와 기능성, 사인, 심벌과 조형물 

Wakefield & Blodgett(1996) 져서비스
배치의 근성, 심미성, 청결성, 좌석의 안락함, 자장비와 디스

이

Lucas(2003) 카지노 환경요소, 공간배치, 청결성, 인테리어, 좌석의 안락함

Lee & Kim(2014) 공공서비스시설 심미성, 청결성, 배치, 쾌 성 

류시 , 이상 , 유석환(2010) 주제공원 심미성, 공간 활용성, 이벤트 매력성, 편의성 

엄 호(2010) 커피 문 좌석의 안락성, 공조환경, 심미성, 청결성, 근성

이승희(2014) 디자인호텔 청결성  안정성, 내부 배치 근성, 편의성, 심미성, 쾌 성

한지은(2015) 노인복지 안 요소, 기능요소, 심미요소, 환경요소, 사회요소 

허정민, 한혜련(2015) 문도서 주변요소, 기능 요소, 디자인요소, 사회 요소, 안 요소

김환희, 박지홍(2019) 학도서 청결성, 쾌 성, 근성, 심미성, 편의성 

정 균, 김남조(2020)
복합리조트

카지노
주변요소, 디자인요소, 사회 요소, 오락성, 보안성

<표 2> 서비스스 이  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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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분야에서의 서비스스 이  분

석지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서비스가 제

공되는 각 공간의 특징에 따라 서비스스 이

의 세부 인 요인과 이용자들의 행동의 결과는 

조 씩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각 공간에 한 평

가요인은 공간이 존재하는 목 , 공간 안에서 

진행되는 활동 등에 따라 연구자들에 의해 특

정 요인이 추가되기도 혹은 삭제되기도 한다. 

주제공원의 경우 이벤트 매력성이, 노인복지

에는 안 요소, 그리고 복합카지노에는 오락성, 

보안성과 같이 해당 공간에 특화된 서비스스

이  요인이 분석지표에 추가되기도 한다. 

2.4 고객만족과 지속의도 

고객만족은 기업이 추구하는 성과, 즉 이윤

의 극 화와 련하여 마  측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만족도가 높은 고객은 해

당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하기를 원

하게 되고 불만족하는 고객은 다른 옵션을 찾

음으로써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게 된다. 이와 같이 고객의 행동은 일반 으로 

재이용 는 회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객만족은 성과를 측하는 요

한 지표가 되며 고객만족의 충족은 해당 서비

스의 지속  이용과 같은 행동의도의 선행 조

건이라 할 수 있다. 

Oliver(1997, 8)는 고객만족을 인지  차원

의 충족과 정서  차원의 소비 련 정서의 두

가지 개념이 결합 된 것으로 보았는데 “만족은 

소비자의 충족상태에 한 반응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한 충족상태가 유쾌한 수

(pleasurable level)에서 제공되거나, 제공되었

는가에 한 단”이라고 정의하 다. 즉, 고객

만족은 기 에 한 충족과 그로 인한 정

인 인식의 정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지속의도(continuance intention)는 재 제

공받은 서비스를 미래에도 지속 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윤아 , 2019), 지속

의도는 구매 후 행동과 한 계를 맺고 있

다. 박지홍(2017, 60)은 구매 후 행동을 “고객

의 의사결정과정의 한 단계로 특정 서비스를 

소비한 후 발생하는 만족 는 불만족의 평가 

과정으로 정의되며, 이는 동일 서비스의 향후 

재이용에 결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

았다. 즉, 개인의 의지가 반 된 미래 행동이 의

도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지속의도는 

서비스에 한 만족이라는 평가 과정을 거친 

후에 해당 서비스를 미래에도 반복 으로 소비

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에 한 고객만족이 지속의도에 향

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밝 진 사실

이다(김환희, 박지홍, 2019; 홍태호 외, 2012; 

Bhattacherjee, 2001; Wakefield & Blodgett, 

1996). 서비스 산업에서 지속의도를 가진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요한 이유는 신규 고객 

유치를 한 기 비용이 들지 않고 기존 서비

스를 만족함에 따른 추가 서비스 구매와 구 효

과가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에 비해 비용 효율

이기 때문이다(Reichheld & Sasser, 1990). 따

라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한 지속의

도를 확인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서는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자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 서비스를 

재이용 함으로써 새로운 안을 찾고 비교, 평

가하기 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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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친숙해지기 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지속 으로 이용하는 것

은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승훈, 2021). 

유형의 제품에 비해 무형의 서비스는 평가가 

단순하지 않고 서비스 평가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한 만족이 지속의도로 이어지는지 둘의 향 

계를 살펴보는 것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  공간에 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quality)을 측정하는 

서비스스 이 에서 지속의도를 살펴보는 것

은 서비스 제공자의 최종 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해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을 시

행하 다. 이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해 

양 과 질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는 방법론으

로 연구의 삼각검증이 가능하며 연구 결과의 부

한 확실성(inappropriate certainty)의 감

소와 해석가능성을 높이기 한 보안 인 방법

이다(Robson,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

 연구인 심층면담을 비연구로 진행한 후에 

이를 설문지 개발에 활용하 다. 

본 연구의 상은 수도권 4년제 종합사립

학교 재학 인 학교 1~4학년으로 재학생 인

증을 거친 후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온라인 커

뮤니티에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게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설문은 총 340건이다. 이  불성실

한 응답자 20건(약 6%)을 제외하고 총 320건

을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에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1차로 선정된 

학습공간의 서비스스 이  요인을 확인하고 

조 변수로 상되는 학습활동유형(개인학습, 

그룹학습)의 경험  검증을 목표로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 심층면담은 학습공간을 선택할 때 

향을 미치는 물리  요소에 한 질문과 답

변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자는 학 내외의 다

양한 학습공간을 경험했을 것이라 상되는 

학교 3학년, 4학년 학생을 모집하 다. 심층면

담 상자의 특징은 <표 3>과 같다. 

학생들의 학습공간은 집, 일반 카페, 스터

디 카페, 학도서 , 공공도서  등으로 나타

났으며 학습활동유형은 크게 개인학습과 그룹

학습으로 구분되었다. 개인학습의 경우 학습공

간의 선택에 있어 오랜 시간 머무를수록 더 높

피면담자 공 분야 학년 선호하는 학습공간 공의 학습방식 유형 면담시간

1 재료화학공학 4학년 학도서 강의식 54:23

2 문학과 3학년 집 강의식 51:41

3 성악과 4학년 일반 카페 실습 43:30

4 사회학과 3학년 스터디 카페 강의식+  로젝트 52:53

<표 3> 심층면담 상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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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환경요소, 즉 쾌

성(Bitner, 1992)과 청결성에의 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그룹학습의 경우 다 같이 모여

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의 확보

가 가장 요하게 나타났다. 

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

는 유연한 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해 일반 

카페와 같이 개방된 공간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된 

공간을 차 늘려가고 있는 학도서 이 이러

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나 실제 학습자들에게 있어 도서

은 그룹학습보다는 개인학습의 공간으로 여

겨지고 있었다. 피면 자들은 개인과 그룹, 학

습과 휴식 등 유연한 학습공간의 필요성을 느

끼고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인 그룹

학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유연성 있

는 학습공간에의 경험이 많지 않았다. 한 학

습공간에의 물리  근성은 학습공간을 선택

함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는 조건 에 하나로 

나타났다. 부분의 피면 자들은 먼  근성

이 충족된 이후에 다른 서비스스 이  요인을 

만족하는 학습공간을 선택하 다. 

3.2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학습공간의 서

비스스 이  요인과 이용자 만족,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공간의 서비스스 이  요인을 선정하기 

해 서비스스 이 를 이용하여 공간 연구를 

진행한 국내외 선행연구  공간의 특성에 상

없이 공통으로 용된 서비스스 이  요인

을 추출한 후 이  이용자 만족에 높은 수 의 

정(+)의 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 으로 선

정하 다. 이 게 선정된 요인이 청결성, 쾌

성, 편의성, 심미성이다. 이에 더하여 학습공간

에 차별 으로 용할 수 있는 서비스스 이  

요인을 추출하기 해 심층면담과 선행연구를 

활용하 다. 근성 요인은 다른 공간 연구에

서는 이용자 만족에 높은 수 의 정(+)의 향

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 으나 심층면담에서 모

든 피면담자가 학습공간 선택 시 요한 요인

으로 언 함에 따라 추가되었다. 한 변화하

는 학습환경에 따라 물리  학습공간 평가 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의 유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구상

회, 이 희, 2019; 이상은, 박태정, 한형종, 2020; 

Bailin, 2011; Harrop & Turpin, 2013)를 고려

하여 유연성 요인을 도출하 다. 

이러한 차를 거쳐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의 6가지 하 요인인 청결성, 쾌 성, 편의성, 

심미성, 근성, 유연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으며 이용자 만족과 지속의도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 다. 요인의 정의와 세부항목은 선행연구

의 서비스스 이  요인을 참고하되 연구 상

인 학습공간에 맞추어 재구성하 다. 학습공간

에 특화된 서비스스 이  요인인 유연성 요인

의 경우 정보공유공간의 품질 측정지표 개발에 

한 연구(박지홍, 기선아, 2012)와 비공식  

학습공간(informal learning space)에서의 선

호 속성(Harrop & Turpin, 2013)에 한 연구

를 참고하여 요인의 세부항목을 선정하 다. 

각각의 조작  정의는 <표 4>와 같다. 한 개

인학습과 그룹학습 시 서로 다른 공간에의 선



 학생의 학습공간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69

변수 정의 

서비스

스 이

청결성 학습공간의 주요 공간과 내부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

쾌 성 학습공간의 공기, 조명, 온도, 소음 등의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상쾌한 정도

편의성 학습을 한 공간 사용  느낄 수 있는 편리함과 편안함

심미성 시설 내부에서 느껴지는 디자인  요소

근성 학습공간에의 내․외부 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치  조건 

유연성 학습자의 학습 수행에 있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유연성 정도

만족도
학습공간의 서비스스 이  요인에 한 학습자의 기 를 만족시킴으로써 이에 하여 정

으로 인식하는 상태 

지속의도
해당 학습공간에 한 정 인 태도를 바탕으로 해당 학습공간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표 4> 변수의 조작  정의

<그림 1> 연구모형

호, 즉 개인학습을 하는 학습자는 조용하고 쾌

한 환경 제공이 가능한 독립  학습공간을, 

그룹활동을 하는 학습자는 커뮤니 이션이 가

능한 업 공간을 선호한다는 기존 문헌의 연

구 결과(이상은, 박태정, 한형종, 2020; Harrop 

& Turpin, 2013)와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활동유형을 조 변수로 선정하 다.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제시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1. 서비스스 이  요인은 이용자 만

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청결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쾌 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편의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4. 심미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5. 근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6. 유연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70  정보 리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2

∙가설 2. 이용자 만족은 지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습활동유형은 서비스스 이  

요인과 이용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 가설 3-1. 학습활동유형은 청결성과 이용

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 가설 3-2. 학습활동유형은 쾌 성과 이용

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 가설 3-3. 학습활동유형은 편의성과 이용

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 가설 3-4. 학습활동유형은 심미성과 이용

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 가설 3-5. 학습활동유형은 근성과 이용

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 가설 3-6. 학습활동유형은 유연성과 이용

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3.3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스 이 의 각 측정 항

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서 요인

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기반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

하 으며, 베리멕스 회 을 사용하 다. 요인 

재값은 0.4 이상을 기 으로 삼았다. 추출된 

6개 요인은 각각 청결성, 쾌 성, 편의성, 심미

성, 근성, 유연성이다. 분석 과정에서 요인 

재값이 0.4 미만인 문항은 제거하 다.

학습공간의 서비스스 이  요인을 측정한 

문항들에 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합도(KMO) 값은 0.856

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 0.001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

형이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 총분산 

설명력은 58.984%로 나타났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분석 결과 모든 요인의 크론바흐 알 계

수(Cronbach's alpha)가 기 치 0.6을 상회하

여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총 320건으로 성별은 남

성 69명(21.6%), 여성 251명(78.4%)으로 여성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속은 학부 1학년 103명

(32.2%), 학부 2학년 74명(23.1%), 학부 3학년 

72명(22.5%), 학부 4학년 이상 71명(22.2%)으

로 학부 1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분야는 인문사회계열 116명(36.3%), 이공

계열 112명(35.0%), 상경계열 40명(12.5%), 

체능  기타계열 52명(16.3%)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습공간은 1순

와 2순 를 순서 로 선택하게 한 결과 1순 는 

집 166명(51.9%), 스터디카페 55명(17.2%), 

학도서  44명(13.8%), 일반카페 38명(11.9%), 

공공도서  11명(3.4%), 기타 6명(1.9%) 순으

로 나타났다. 2순 는 일반카페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터디카페와 학도

서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활동유형은 학습공간에서 개

인학습과 그룹학습 활동의 빈도에 따라 1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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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명 설문문항
요인
재값

아이겐값
분산
설명력

Cronbach’
α

청결성

출입구와 복도가 청결함 .710

2.185 8.403 .684
휴게 시설 공간이 청결함 .678

학습 시설  기기가 청결함 .661

학습하는 공간이 청결함 .645

쾌 성

온도와 습도가 당함 .741

2.093 8.051 .637
실내 환기가 쾌 함 .640

조명의 밝기가 당함 .564

화장실이 청결함 .499

편의성

자기기 사용 한 콘센트 마련 .652

2.214 8.514 .652

WIFI 사용 용이 .644

충분한 좌석과 테이블 .612

좌석의 편안함 .600

좌석과 좌석 사이의 충분한 공간 .469

심미성

벽과 바닥, 실내장식 등의 조화 .859

3.643 14.013 .894

실내 장식과 분 기의 아름다움 .817

내부 색채의 조화로움 .807

실내 조형물로 인한 매력증진 .793

시설물의 체 인 매력성 .760

근성

내부구조가 단순함 .798

3.157 12.144 .836

내부의 공간 배치가 잘 돼있음 .771

안내표지 이 에 잘 띔 .759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음 .692

학습공간이 찾기 쉬운 곳에 치함 .507

유연성

업을 한 커뮤니티 공간이 존재함 .817

2.044 7.861 .768개인학습과 그룹학습 모두 가능 .814

휴식공간이 충분히 마련됨 .635

KMO=.856. 카이제곱=3,166.402*** 총분산설명력=58.984%

*** p<.001

<표 5> 서비스스 이  타당성  신뢰성 분석 결과

구분 항목 응답 수(n) 비율(%)

성별
남성 69 21.6

여성 251 78.4

소속

학교 1학년 103 32.2

학교 2학년 74 23.1

학교 3학년 72 22.5

학교 4학년 이상 71 22.2

공

인문사회계열 116 36.3

이공계열 112 35.0

상경계열 40 12.5

체능  기타계열 52 16.3

<표 6>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학습공간 이용 특성(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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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선택하게 하 다. 개인학습만 하는 경우 1

을, 그룹학습만 하는 경우 5를, 개인학습과 그룹

학습을 함께 하는 경우 빈도에 따라 2~4를 선

택하게 하 다. 개인학습만 하는 1을 선택한 응

답자가 137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동료와 력 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그룹학습으

로 갈수록 응답자 수가 게 나타났다. 

4.2 연구가설 검증 

4.2.1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와 이용자 

만족의 향 계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에 한 이용자 만

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공간 선택에 향을 미

치는 요인과 그 정도를 확인해보았다.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6.188, p<.05), 회

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3.7%로 나타났다(R2
=.237, 

adjR
2
=.222). Durbin- Watson 통계량은 2.07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분산팽창지수(VIF) 

한 모두 2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청결성, 쾌 성, 편의성, 근성은 모

두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

면 근성(.213), 편의성(.195), 청결성(.157), 

쾌 성(.123) 순으로 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심미성과 유연성

은 유의수  1%, 5%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1-4,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4.2.2 이용자 만족과 지속의도의 향 계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요인에 한 이용자

의 만족도가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

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76.34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6.5%로 나

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8>

과 같으며 만족도는 지속의도에 유의한 정(+)

구분 항목 응답 수(n) 비율(%)

학습공간

1순 2순 1순 2순

집 166 52 51.9 16.3

학도서 44 56 13.8 17.5

공공도서 11 29 3.4 9.1

일반카페 38 101 11.9 31.6

스터디카페 55 73 17.2 22.8

기타 6 3 1.9 0.9

2순  기재하지 않음 6 1.9

학습활동유형

개인학습 1 137 42.8

↑

↓

2 125 39.1

3 37 11.6

4 17 5.3

그룹학습 5 4 1.3

합계 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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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만족도

(상수) 1.105 .377 2.927 .004

청결성 .160 .058 .157 2.770** .006 .758 1.319

쾌 성 .167 .080 .123 2.086* .038 .698 1.432

편의성 .269 .080 .195 3.344** .001 .720 1.389

심미성 -.016 .034 -.027 -.466 .642 .725 1.379

근성 .160 .047 .213 3.413** .001 .623 1.604

유연성 -.003 .036 -.005 -.086 .931 .739 1.353

F=16.188 (p<.05), R2=.237, adjR
2=.222, D-W=2.077

<표 7>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와 이용자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지속의도 만족도 .675 .041 .682 16.624*** .000 1.000 1.000

F=276.345 (p<.001), R2=.465, adjR
2=.463, D-W=2.109

<표 8>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설 2

는 채택되었다. 이는 학습공간의 서비스스 이  

요인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해당 학습공간

을 계속 이용할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재이용률을 높이기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4.2.3 학습활동유형의 조 효과 검증

학습공간 서비스스 이  요인과 이용자 만족

도 간의 계에서 학습활동유형의 조 효과를 검

증하기 하여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조 변수인 

학습활동유형의 측정은 설문응답 시 개인학습

과 그룹학습 활동의 빈도를 고려하여 1에서 5

를 선택하도록 하 으며 개인학습에 가까울수

록 1을 그룹학습에 가까울수록 5를 선택하도록 

하 다. 부트스트래핑 5,000회 지정  신뢰구

간 95%를 설정하 다. 분석결과 신뢰구간 상

한값(ULCI)과 하한값(LLCI) 사이에 0이 존

재하지 않는 청결성과 쾌 성 요인에 해서만 학

습활동유형이 서비스스 이  요인과 이용자 만

족과의 계에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결성과 학습활동유형의 상호작용항(B=-.143, 

p<.05), 쾌 성과 학습활동유형의 상호작용항

(B=-.132, p<.05)은 만족도에 부(-)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쳐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청결성과 쾌 성이 증가하면 만족

도도 증가하는데, 학습활동유형에서의 그룹학

습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향은  감

소하는 조 효과(완충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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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조 변수의 상호작용함 B S.E. t p LLCI1) ULCI2)

청결성-학습활동유형
-.143 .060 -2.391* .017  -.261 -.025

R2 change=.016, F=5.718 (p<.05)

쾌 성-학습활동유형
-.132 .064 -2.060* .040 -.259 -.006

R2 change=.012, F=4.244 (p<.05)

편의성-학습활동유형 -.073 .086 -.854 .394 -.242 .095

심미성-학습활동유형  .026 .034  .766 .444 -.041 .093

근성-학습활동유형  .036 .044  .812 .417 -.051 .123

유연성-학습활동유형  .065 .045 1.445 .149 -.024 .154

1) LLCI= boot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2) ULCI= boot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 p<.05

<표 9> 학습활동유형의 조 효과 결과 

청결성과 이용자 만족에 한 학습활동유형

의 조 변수  범 에 해서 조명등분석법

(floodlight analysis)인 Johnson-Neyman(J-N)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성 역을 제시한 결과는 

<표 10>, <그림 2>와 같다. 이는 조 변수인 학

습활동유형 값에 따른 조 효과가 어느 역에

서 유의한지 유의성 역을 악할 수 있는 분

석 방법이다. 청결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학습활동유형이 2.887보다 낮은 역에서 유의

(p<.05)하 고 2.887보다 높은 역에서는 유

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향이 유의한 비율은 

체 상자의 81.88%이었다. 즉, 학습활동유

형은 2.887보다 낮은 역에서 청결성과 만족

도의 계를 조 하는 역할을 하 다. 

부분의 설문응답이 학습활동유형 1~3에 

몰려 있는 것(93.50%)을 가정했을 때 M(평

균)±2SD(표 편차)를 벗어나는 구간을 이상

치(outlier)로 단하여 학습활동유형이 3.667

이상인 구간은 이상치로 해석에서 제외한다면, 

청결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학습활동유

형이 2.887보다 낮은 역에서 유의하 으며 

학습활동유형이 2.887에서 3.667 역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결

성이 높아지면 만족도도 높아지는데 이러한 경

향은 학습활동유형이 일정 수  이상일 때 즉, 

개인학습과 그룹학습 활동  그룹학습의 빈도

가 일정 수  이상일 때는 효과가 없음을 의미

한다. 

쾌 성 한 동일하게 조명등분석법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성 역을 제시한 결과는 <표 

11>, <그림 3>과 같다. 쾌 성이 만족도에 미치

는 향은 학습활동유형이 3.614보다 낮은 

역에서 유의하 고 3.614보다 높은 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향이 유의한 비율

은 체 상자의 93.438%이었다. 즉, 학습활

동유형은 3.614보다 낮은 역에서 청결성과 

만족도의 계를 조 하는 역할을 하 다. 청

결성과 마찬가지로 M(평균)±2SD(표 편차)

를 벗어나는 구간을 이상치(outlier)로 단하

여 학습활동유형이 3.667이상인 구간은 이상치

로 해석에서 제외한다면 학습활동유형의 부

분의 구간이 쾌 성과 만족도에 조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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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유형 Effect S.E. t p LLCI ULCI

1.0 .440 .070 6.260 .000 .302 .578

1.2 .411 .063 6.511 .000 .287 .536

1.4 .383 .058 6.633 .000 .269 .496

1.6 .354 .054 6.514 .000 .247 .461

1.8 .325 .054 6.077 .000 .220 .431

2.0 .297 .055 5.357 .000 .188 .406

2.2 .268 .060 4.494 .000 .151 .385

2.4 .239 .066 3.636 .000 .110 .369

2.6 .211 .073 2.868 .004 .066 .355

2.8 .182 .082 2.215 .027 .020 .343

2.887 .169 .086 1.967 .050 .000 .339

3.0 .153 .092 1.674 .095 -.027 .333

3.2 .125 .102 1.227 .221 -.075 .324

3.4 .096 .112 .857 .392 -.124 .316

3.6 .067 .123 .548 .584 -.174 .308

3.8 .039 .133 .289 .773 -.224 .301

4.0 .010 .145 .068 .946 -.275 .294

4.2 -.019 .156 -.121 .904 -.325 .288

4.4 -.048 .167 -.284 .776 -.376 .281

4.6 -.076 .178 -.427 .670 -.427 .275

4.8 -.105 .190 -.552 .581 -.479 .269

5.0 -.134 .201 -.663 .508 -.530 .263

<표 10> 청결성-학습활동유형의 조건부효과 탐색(J-N 분석)

<그림 2> J-N 결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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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유형 Effect se t p LLCI ULCI

1.0 .596 .095 6.276 .000 .409 .783

1.2 .570 .087 6.547 .000 .398 .741

1.4 .543 .080 6.762 .000 .385 .701

1.6 .517 .075 6.866 .000 .369 .665

1.8 .490 .072 6.794 .000 .348 .632

2.0 .464 .071 6.507 .000 .324 .604

2.2 .437 .073 6.016 .000 .294 .580

2.4 .411 .076 5.386 .000 .261 .561

2.6 .384 .082 4.702 .000 .223 .545

2.8 .358 .089 4.032 .000 .183 .532

3.0 .331 .097 3.417 .001 .141 .522

3.2 .305 .106 2.873 .004 .096 .514

3.4 .278 .116 2.400 .017 .050 .506

3.6 .252 .126 1.993 .047 .003 .500

3.614 .250 .127 1.967 .050 .000 .500

3.8 .225 .137 1.643 .101 -.044 .495

4.0 .199 .148 1.341 .181 -.093 .491

4.2 .172 .160 1.079 .281 -.142 .487

4.4 .146 .171 .852 .395 -.191 .483

4.6 .119 .183 .652 .515 -.241 .480

4.8 .093 .195 .476 .634 -.291 .476

5.0 .066 .207 .321 .749 -.341 .474

<표 11> 쾌 성-학습활동유형의 조건부효과 탐색(J-N 분석)

<그림 3> J-N 결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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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학습공간의 서비스스 이  요인

이 이용자 만족과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과 

학습활동유형의 조 효과에 해서 확인하고

자 하 다. 이를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

며 그 결과는 <표 12>, <그림 4>와 같다.

학습공간의 서비스스 이  요인  청결성, 

쾌 성, 편의성, 근성이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화된 회귀계

수를 비교해 볼 때 근성(.213), 편의성(.195), 

청결성(.157), 쾌 성(.123) 순으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미성, 유

연성은 이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만족도는 지속의도에 향을 

가설 검증결과

가설 1-1 청결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쾌 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편의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4 심미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5 근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6 유연성은 이용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 이용자 만족은 지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1 학습활동유형은 청결성과 이용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채택

가설 3-2 학습활동유형은 쾌 성과 이용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채택

가설 3-3 학습활동유형은 편의성과 이용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기각

가설 3-4 학습활동유형은 심미성과 이용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기각

가설 3-5 학습활동유형은 근성과 이용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기각

가설 3-6 학습활동유형은 유연성과 이용자 만족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기각

<표 12> 가설 검증 결과 

<그림 4> 연구 모형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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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가 학습공

간에 만족할 경우 지속 으로 해당 공간을 이용

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활동유형은 청결성, 쾌

성과 이용자 만족에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3 분석결과 토의 

학습공간의 서비스스 이  요인  청결성, 

쾌 성, 편의성, 근성은 여러 공간에 한 선

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학습공간에서도 이용

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심미성과 유연성은 이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 요인의 경우 나 외식, 도서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이

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

인이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시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미성이 이용자 만족에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 Kim(2014)

은 이를 이용자들은 공공서비스시설을 상업시

설에 비해 장식 이기보다는 기능지향 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 다. 심층면담 시 피면담자들은 코로나

19 이후로 그룹학습보다는 개인학습 주로 진

행하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언 하 으며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이 개인학습만 혹은 개인학

습과 소수의 그룹학습 주의 학습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는 답변을 고려할 때 많은 이용자가 

학습공간을 여 히 개인학습을 한 기능 인 

공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학습뿐 아니라 력활동학습, 

학습과 휴식의 공존 등 다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

습공간에서의 심미성의 요구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상된다. 

유연성 요인은 학습공간에 한 선행연구에

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학습공간의 필

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추가된 가설이지만 실제 

설문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습공간의 유연성

은 이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공간의 유연성에 한 요구는 

아직 구체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학습

과 련한 사회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차 

유연한 공간에 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 

상된다. Cunningham, Walton(2016)은 과제 수

행, 사회  상호작용, ICT 사용 등 학습활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다양한 요구

를 충족시키기 해 공간도 유연성을 띄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캠퍼스 내의 다른 공간

에서 이룰 수 없으며 도서  만이 제공할 수 있

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학도서 은 이용자

들에게 유연한 공간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

러한 경험이 공간에 한 만족도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학습활동유형이 서비스스 이  요인과 만

족도와의 계를 조 할 것이라는 가설 3은 청

결성과 쾌 성에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는데, 학습활동유형의 조 효과는 부(-)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에 있어서 그

룹학습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청결성과 쾌 성

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어듦을 의미한다. 

주로 감각 인 기 을 통해 인식되는 청결성과 

쾌 성은 이용자가 느끼기에 한 환경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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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지 않았을 때 작업에 있어서의 환경  스

트 스 요인에 해당할 수 있다. 환경  스트

스 요인으로 인한 물리  자극은 어떤 작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주의 집 을 방해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윤명환 외, 2021). 따라서 학습활

동에 있어 집 이 필요한 개인학습의 경우 환

경  스트 스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학습을 이

루는 그룹학습의 경우 타인으로 인한 주의 분

산이 이런 감각기 에 한 자극에 더 유연하

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설계 시 특정 공간에서 주로 이루

어지는 학습활동유형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환

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이 학습공간을 선택할 때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으로써 학의 

표 인 학습공간인 학도서 에 한 이용자

들의 이용과 만족을 증가시키기 해서 어떠한 

이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물리

인 환경 요인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변화하

는 학습환경에 따라 학도서 도 그에 응하

여 물리  공간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

다. 공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평가와 

물리 인 공간에 한 평가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을 고려할 때 물리  환경에 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과정은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한 효과 인 응에 

매우 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를 해 마

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스 이  개념을 사

용하여 학생의 학습공간 선택에 향을 미치

는 요인 6개 즉, 청결성, 쾌 성, 편의성, 심미

성, 유연성, 근성을 추출하 으며 이를 기반

으로 학도서 이 학생의 주요한 학습공간

으로 자리잡기 한 한 물리  환경 구성

에의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 다.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한 가설 검증의 결과, 이

용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스 이  요

인은 청결성, 쾌 성, 편의성, 근성으로 나타

났다. 그  근성이 이용자 만족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편의성, 청결성, 쾌 성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부 근성 요인의 우

는 타 서비스 공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항목으로 학습공간의 물리  환경을 구성할 때 

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해 시사 을 제

공해 다. 서비스스 이  요인의 만족도는 

지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이용자가 학습공간에 만족할 경우 

지속 으로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둘째, 학습공간의 물리  환경에 한 기

가 학습활동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

인한 결과 청결성과 쾌 성의 경우 개인학습과 

그룹학습의 빈도로 설정된 학습활동유형  그

룹학습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

과의 소통을 통해 학습을 이루어가는 그룹학습

에 비해 집 을 요시 하는 개인학습의 경우 

집 력을 하시키지 않기 해서 청결성과 쾌

성이 더 요시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

만 이용자 만족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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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근성과 편의성은 학습활동유형의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도서 의 효과 인 공간 구성을 한 시

사 은 다음과 같다. 학습공간 한 여러 서비

스 공간  하나로 이용자들의 서비스 공간에 

한 보편 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요한 

일이다. 이에 더하여 다른 공간에 비해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향이 큰 학습공간의 근성에 

집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근성은 고정된 건물을 가진 학도서 이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한 효율 인 공간배치를 통해 이용자 만족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 개인학습  그룹

학습의 학습활동유형에 따라 물리  환경에 

한 기 가 달라짐에 따라 공간 설계 시 이를 반

하여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에의 선제  응을 

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학습활동을 허용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학습공간 구성을 고

민할 필요가 있다. 학도서 의 제한된 자원

을 가지고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학습

공간의 설계 시 새로운 공간에 한 이용자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략 인 응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간에 한 평가를 물리 인 환경 

요소만으로 제한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 으로 동일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해

당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경험하는 활동, 인식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간’은 개인의 경

험에 의한 주  개념인 ‘장소’가 될 수 있는 

양면 인 성격을 갖는다. 학습의 공간도 해당 

공간에 한 이용자 개개인의 경험이 쌓여 동일

한 공간이라 할 지라도 개인의 인식과 느낌의 

차이를 가지는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유

민, 2013; 이병기, 2017).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학습공간의 물리  공간 환경의 측면을 장소

 측면으로 확장하여 근함으로써 학습공간

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 으로 

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학도서

이 물리  공간뿐 아니라 의미 있는 장소로서의 

학습공간으로 선택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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