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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학의 교수와 학생 이용자가 전통적인 형태의 물리적 도서관과 온라인 정보이용 중심의 디지털 도서관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도서관 환경에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 즉, 도서관 이용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주요 구성원 그룹이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사회심리학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행동-태도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행동이론(TPB)과 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한 통합모
형을 제안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
의도를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으로 나누어 각각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서관의 미래 전략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지, 주목,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affe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professors and students at
universities to use academic libraries in a hybrid library environment where a traditional physical
library is combined with a digital library that is centered on online information us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were also analyzed in this study by utilizing a combined behavioural
model which was based on TPB and TAM. This study identified users’ intention to use academic
librari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use environment,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bring a valuable
meaning to library administrators for setting up the strategic plan for the future of academic libr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academic libraries should strategically setup an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ng plan based on awareness, attention and cooperation, in order to survive as well
as to accomplish balanced growth in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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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에 더하여 정보환경과 이용자의 정보요구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 이용
의 보편화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 활용에 커다

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디지털 정보환경과 서
비스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형태의
도서관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였
다(정재영, 2009).

란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대학도서관으로 하

본 연구는 물리적인 도서관을 기반으로 디지

여금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대학도서관

털 도서관의 기능까지 확대된 혼합된 형태의

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방법을 수정하도록 요구

도서관, 즉 하이브리드 도서관으로 변모한 대

하여 왔다. 이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자료

학도서관에서 주된 이용자층인 학생과 교수가

를 온라인으로 획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서

이 두가지 형태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 어떻게

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입수했던 전통적인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방식의 물리적인 도서관의 방문이용 빈도는 지

물론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의 태도-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Hiller, 2004). 정보의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이

접근점이 도서관이 아닌 인터넷 포털로 옮겨가

용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

면서 굳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정보 자료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이용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것이 도서관의 방

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이용자 환경변화에 따른

문이용 감소를 야기하는 것이다(곽병희, 유민

향후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및

영, 2016). 이는 단순히 물리적 도서관의 이용빈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도의 하락만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품질 평가 척도인 LibQUAL은 물리적 도서관

자료의 검색과 이용을 위해 제공하던 도서관과

과 디지털도서관으로서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

사서의 중재 역할도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

이라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 소장 자

대학도서관의 현장에서 ‘이용’이라는 최종 결과

료의 복사서비스, 대출 등 대학도서관의 전통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

서비스의 제공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세이다(Opperman & Jamison, 2008;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18).
반면에,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보원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은 증가추세를 보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용자가 전통적 형태의

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이제

물리적 도서관과 온라인 정보이용 중심의 디지

도서관은 자료의 소장과 열람을 위한 공간만이

털 도서관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도서관

아닌 연구와 학습,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중심

환경에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

역할을 수행하려는 기능적 변화에 많은 노력을

의도, 즉 도서관 이용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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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요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

대학의 주요 구성원 그룹이 가지고 있는 대학

으로 학부생 724부, 대학원생 216부, 교수 148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부로, 총 1,088부의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학도서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일부 문항을 제외

관 이용행태 및 인식, 역할, 이미지 등을 상징하

한 대부분의 문항은 7점 리커트 스케일을 적용

는 용어를 선별한 후 대학도서관의 이용행태

하였다(<표 1> 참조).

및 이용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이용 의도를 검증하

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설문을 통하여

기 위해 주 이용자층을 교수와 학생(학부생과

문항의 명료성과 적시성을 검증한 후 최종 수

대학원생 구분)으로만 한정하여, 그들의 도서

정된 설문을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온라인과

관에 대한 평소 이미지, 개인적 특성, 도서관 이

오프라인으로 각 1,000부씩 배포하였다. 본 연

용에 대한 행동 신념, 사회적 영향력 및 인식된

구의 분석에 활용한 설문은 온라인 설문 도구

통제 신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용자 간 차이

인 Survey Monkey를 통해 회수한 298부와 서

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울․경기, 충청,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이용자 그룹의

포하여 회수된 867부의 응답 결과를 수집하여,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빈

<표 1> 주요 요인별 설문 문항 구성
구분

요인

종속 변수 이용 의도

측정 내용

참고 문헌

도서관 이용 행동에 대한 지속의사

Goh, Liew, 2009
Hong, 2001

인식된 유용성

이용행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

인식된 이용 용이성

이용에 필요한 노력 정도

주관적 규범

동료영향력, 교수영향력

인식된 행동 통제(PBC) 및
자기 효능감(SE)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품질(도서관 품질 요소)

품질우수성, 포괄성, 적합성, 신뢰성

독립 변수

외부 변인 접근성

기타

물리적, 시간적 (방문) 접근

도서관 이미지

평상시 이용자가 가진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도서관의 역할 등

신분

응답자의 신분, 직위

주제 배경

응답자의 전공분야

이용행태

이용목적, 방문 횟수 등

서비스

도서관서비스

Chen, 2015
Goh, 2011
Hong, 2001
Zha, 2013
Austvoll-Dahlgren, Falk, & Helseth,
2012
Chen, 2015
Hong, Thong, Wong, & Tam, 2001
Cothran, 2011
이정호,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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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신분

2. 이론적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
2

분석(One-way ANOVA)과 교차분석(χ 검정)
을 수행한 후, 대학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

2.1 대학도서관 이용환경

칠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각 요인들 간의

전통적으로 도서관을 언급할 때는 공간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였

서의 도서관, 즉 독서, 학습, 이에 더하여 자료의

다. 이론적 모형은 사회심리학에서 빈번히 활용

저장소와 같은 고유한 역할을 하는 장소의 표본

되는 행동-태도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되, 본

으로 인식 된다(Stelmaszewska & Blandford,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행동

2004). 이는 저장소로서의 기능과 학습 장소의

이론(TPB)과 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

제공 등 하드웨어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강조하

로 하였고, 통합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

는 표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그동안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

도서관을 통해 이용해 왔던 수많은 정보자원을

였다.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도서관을 직
접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1.3 연구 질문

에 따라 정보자료를 비치하고 보존해야 할 물
리적인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본 연구는 물리적인 도서관을 기반으로 디지

도 하였고, 대학도서관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털도서관의 기능으로 확대된 하이브리드 형태

논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Kolowich, 2009).

의 대학도서관에서 주 이용자인 학생과 교수가

그러나 감소하는 이용자 수에도 불구하고 물리

이 혼합된 형태의 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한 인

적인 도서관은 건물의 신축 또는 레노베이션을

식은 어떠하며, 이들의 도서관 이용 의도를 결

통해 점점 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등 이전

정짓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에는 비도서관의 기능으로 간주되었던 것까지

연구 질문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수용하면서 점

첫째, 대학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점 더 다기능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신분(학생, 교수)은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도

지속되었고, 이는 오히려 감소하던 대학도서관

서관 이용행태에 차이를 보이는가?

의 방문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역결과를 창

둘째,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의 이용

출하기도 하였다(Shill & Tonner, 2004). 한편

행태와 관련하여 개인의 행동특성 및 이용 의

Hsiao와 Tang(2014)는 전자책의 출현으로 인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해 물리적인 도서를 통한 전통적인 독서 행동

셋째, 대학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

이 도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책을 처

는 요인들은 이용자가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

음 만들어 낼 때 인쇄자료를 대체하려는 의도

도서관에 접근하는데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

가 아니었던 것처럼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기
능 확대가 기존의 물리적인 도서관을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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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Hsiao

하며, 물리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자원과 네트

& Tang, 2014).

워크상에 존재하는 정보자원이 혼재한다. 즉, 하

Borgman(1999)는 디지털도서관을 다양한

이브리드 형태의 도서관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전자적 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Bilandzic & Johnson, 2013; Pomerantz &

정보 저장소 및 검색 시스템의 확장이라고 정

Marchionini, 2007).

의하였다(Borgman, 1999). 도서관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원을 찾는 수단으
로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오고 있으며, 이용자

2.2 행동이론과 기술수용모형

들은 다양한 학술정보원을 학술정보망과 오프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

라인 도서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의하

통해 제공받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에서 정보를

면 한 개인이 특정 행동을 이행하기로 결정할

찾는 행위(information-seeking)는 이제 학문의

때 그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보다 행동을 수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도구

행하려는 의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가 되었다(Chang, Lin, Chen, & Chin, 2009).

다(Fishbein & Ajzen, 1975). 개인이 특정 행

디지털도서관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

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

원을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정

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용인

보를 찾을 수 있게 해 주며(Chang et al., 2009),

될 수 있을 때(이를 주관적 규범이라 한다), 행

이용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와 도서관 서비스

동 의도(동기)가 높아지게 된다.

를 제공하는 창구(gateway)가 되고 있다(Goel,

개인의 특정 행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행동

Johnson, Junglas, & Ives, 2011; Chen, 2012).

의도(Behavior Intention, BI)는 행동의 주체

이렇듯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 웹사이트(Library

가 되는 개인의 사회적인 영향력 집단(Subject

Web Portal or Library Web Site)를 통해 물

Norm, SN)과 그 행동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태

리적인 도서관이 디지털 형태로 확장된 것을 의

도(Attitude, ATT)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미하는 것이다(Marchionini, 2000).

판단한다. 행동은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행동에

이용자들에게 대학도서관은 전자도서관으로
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의도가 선행된다(Akinbobola & Adeleke,
2016).

따라 전통적인 기능(모임, 만남, 휴식의 장소

그렇지만 합리적 행동이론의 행동 의도만으

등 물리적 장소 제공 기능 등)들도 제공하는 물

로는 온전히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개인이 행

리적 공간으로도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된다(박

동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

일종, 신상헌, 2006). 즉,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서는 합리적 행동이론으로 행동을 충분히 예측

접근 중심의 디지털도서관으로 도서관 운영 환

하지 못하게 되자, 이 한계를 수정하고 보완하

경이 변화함에 따라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도서

여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관과 논리적인 개체로서의 도서관 개념이 혼재

TPB)으로 발전되었다(Ajzen, 1991; Ajz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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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행동이론(TPB)은 TRA의 태도와 주관적

에 대한 사용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개

규범, 두 가지 선행 변인에 인식된 행동통제력

발된 모형이므로, 다양한 IT 이용 연구에 널리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변인

사용되어 왔다. 인식된 유용성과 인식된 이용

을 추가하였다. 인식된 행동통제력(Perceived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PEOU)은 외

Behavioral Control: PBC)은 추구하는 특정

부변인에 영향을 받는데 이는 곧 이용자의 이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제약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실

특성 또는 외부요인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

제 행동인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는 정도로서, 개인이 특정 행동을 이행함에 대

있다. 이때 인식된 이용 용이성은, 한 개인이 특

한 쉬움-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

정 시스템 혹은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하게

다(Ajzen, 1991). 이는 Bandura(1977)가 언급한

될 때, 정신적이거나 혹은 신체적인 노력이 적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과 유사한데,

게 들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사용

특정 행동을 이행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으로 해

자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할 때, 그것을 사용하

낼 수 있다는 확신 또는 기대감을 나타낸다(최

는 것이 쉽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인식된 유용

믿음, 2015).

성(Perceived Usefulness: PU)이란, 어떤 특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정한 시스템 혹은 정보 기술의 이용으로 인해

TAM)은 정보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 개인의 업무 관련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행동 신념(Belief)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식된 이용 용이성은

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행동 의도에

인식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식된 유용

영향을 미치고, 행동 의도는 실제 행동에 영향

성과 인식된 이용 용이성 모두 새로운 정보 기

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때 행동신념으로 인식

술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와 수용의도에 직접

된 유용성과 인식된 이용 용이성을 적용하였다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

(Davis, 1989; Davis, Bogozzi, & Warshaw,

었다(Davis, 1989).

1989). TAM은 특별히 개인의 정보 기술 수용

Venkatesh와 Davis(2000)는 TAM의 확장

<그림 1> 행동이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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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he Original TAM model

버전(Extension of TAM)인 TAM2를 발표

TPB를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하면서 특정 행동에 대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어
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행동인 경우에는 자신
에게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준거 집단의 생

2.3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분야
선행 연구

각, 즉 주관적 규범(SN)이 그 행동의 의도와 행

Fishbein과 Ajzen의 태도-행동이론을 문헌

동을 이행하게 하는데 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

정보학 연구에 적용한 Walster(1994)는 아동

다고 하였다. 한편 Turner 등은 이용 의도를 더

청소년 대상 정보서비스 연구와 컴퓨터 이용법

욱 간결하고 잘 설명하게 하기 위해 이용에 대

학습에 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이론 모델을

한 태도(Attitude towards Use)를 제외시켰다

기반으로 조사한 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적용

(Turner, Kitchenham, Brereton, Charters, &

해 볼 만한 더 많은 분야를 제시하였다. 그는 현

Budgen, 2010).

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정보 제공, 설득력

행동이론이 학계에 발표된 것은 이미 오래

있는 소통방법의 개발, 교육 개발을 위한 정보

전이나 행동연구의 이론적 틀로서 활용되기 시

제공, 교육이나 절차의 효과성 평가, 학교 및 공

작한 것은 2000년 이후부터이다. 특히 정보 기술

공도서관 성과 측정 영향력 조사, 도서관 서비

분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이

스와 정보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신념과 태도 프

용자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에는 TAM이 다양

로파일 생성 등을 제안하였다(Walster, 1994).

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Legris, Ingham, &

도서관의 정보자원 및 서비스의 이용행동의

Collerette, 2003). 그러나 정보 기술 수용의도

영향 요인을 측정한 선행 연구도 타 분야의 연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과 행동 통제 요인을 배

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이용(Actual Use)

제한 채 인식된 유용성과 인식된 이용 용이성

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만으로 정보 기술 수용이라는 행동 특성에 미

많아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드물며,

치는 영향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이전 연구에서는 이용 의도가 실제 이

(Taylor & Todd, 1995; Chen, 2013). 이에 따

용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전제하였다(Tuner et

라 TPB의 사회적 구성 요소인 주관적 규범과 통

al., 2010).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계획행동

제 요소인 인식된 행동통제력을 적용하여 TAM-

이론(TPB)을 기반으로 대학 디지털도서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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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정보탐색 의도를 예측하

서는 내적 요인인 태도와 외적 요인인 주관적

고 설명하고자 하였던 Chang 등(2009)은 대만

규범이 상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추출된 데이터

다(Zheng, 2012).

를 통해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식된 행

SMS기반의 도서관 목록 이용 의도를 예측한

동 통제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구

연구(Goh & Liew, 2009)에서는 Core TAM을

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합리적 행동이론보다

접목시켰으며, 동시에 자기효능감이 이용 의도

계획행동이론이 대학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정보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2년 뒤인

탐색 의도를 예측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밝

2011년에는 그들이 사용한 모형에서 자기효능

혀 내었다(Chang et al., 2009).

감의 관점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기

Davis 등(1989)에 따르면 모형에 명백하게

도 하였다.

포함되지 않는 요인들도 이용 용이성과 인식된
유용성을 통해 의도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

3. 연구 설계

으로 간주되었다. Chang(2009)은 도서관의 무
인대출반납기(Self-issue and return system)
에 TPB/TAM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이 시스
템의 이용 의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Chang &

3.1 연구 모형 및 가설

Chang, 2009). 무인대출반납기의 이용 의도 정

본 연구의 모형은 사전연구에서 나타난 하이

도는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안된 태도, 주관적

브리드 도서관의 이용과 관련된 인식 특성들을

규범, 인식된 행동 통제의 세 요인에 의해 결정

고려하여 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행

될 수 있고, TAM에서 제안된 인식된 유용성,

동이론의 변인들인 대학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

인식된 이용 용이성이 태도를 결정하게 되며

식된 유용성과 인식된 이용 용이성, 대학도서

이들 간에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관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 대학도서관 이용

(Chang & Chang, 2009).

에 대한 인식된 행동통제력, 대학도서관 이용

인지의 과정으로서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이

에 대한 행동(이용) 의도 간에 어떠한 구조적

용자 수용의 관점에서 디지털도서관의 이용 의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도에 미치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변수, 태도와

설계하였다.

주관적 규범을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는

제안된 모형에서 보듯, 도서관의 품질, 접근

기존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던 것과 같이 태도와

성, 이미지 등은 각각의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

주관적 규범이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칠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 규정하고, 대학도서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독

관의 이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규정하되 이를

립 변수가 수용 의도에 비례적인 상관관계를

물리적 도서관, 디지털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독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로

립변수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도서관 이

하여금 전자도서관의 수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

용자의 신분(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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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연구모형

배경(전공 분야)이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도

Davis, 2000; Venkatesh, Thong, & Xu, 2012;

서관의 이용 의도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Thong, Haeng, & Tam, 2002; Lee, Kim, &

가정 하에 이를 조절 변수로 규정하였다

Kim, 2007). 셋째, 행동 의도가 그 행동의 실행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수용모형

에 대한 태도보다 더 안정적인 정신 상태임을

(TAM)에서 제시된 ‘태도’ 변수를 독립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자 이용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지하지 않고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

더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Tao,

용이성’을 이용 의도의 직접 결정요인으로 사

2008). 본 연구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용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를 확보하기 위해 도서관 이미지 변인을 제외

특정 행동에 대한 신념을 형성할 때, 그와 동시

한 모든 변인들은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

에 그 행동에 대한 태도도 자동적으로 형성된

된 것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모형을 토

다(Davis, 1989). 즉, 태도는 그 행동의 결과로 인

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해 생기는 신념에 따라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
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도 단순화된 TAM

∙가설1: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태도’ 변수를 배제한

행태는 신분(학생, 교수)에 따라 차이를 보

채, 행동 신념과 행동 의도와의 유의한 인과관계

일 것이다.

를 밝혀내었다(Davis, Bogozzi, & Warshaw, 1992;

∙가설2: 각각의 독립변수(인식된 유용성, 이

Klobas, 1995; Szajna, 1996; Venketesh &

용 용이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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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도서관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 의도에

서관 이용에 있어 이용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가설3: 각각의 외부 변인(품질, 접근성, 도

물리적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른 교차분석에서

서관 이미지)은 독립변수에 긍정적인 영향

는, 학부생의 경우 대학원생이나 교수에 비해

을 줄 것이다.

물리적 도서관을 더 빈번하게 방문하는 것으로

∙가설4: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이

나타났으며, 대학원생이나 교수의 경우 물리적

용 의도에의 영향 요인은 이용자 특성(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두 그룹 간 유

분, 주제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사한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교수의 경우 도
서관을 직접 방문하는 횟수 중 ‘연간 4회 미만’
이 전체 교수 응답자 중 약 57%를 차지하고 있

4. 결 과

어 상대적으로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에 비해 절
대적으로 방문횟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참조).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매회 도서관 방문 시 체류시간에 대한 교차분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 1,088명에 대한 인구

석에서도 이용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응답자

차이가 있었다. 상당수의 학부생이(43.6%) 1회

중 학부생 응답자가 66.5%(596명)를 차지하였

방문 시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미만까지

고, 자연과학과 공학분야를 합친 과학기술분야

도서관에 머무는 한편, 대학원생은 ‘30분~1시

소속 응답자가 54.8%로 타 주제분야에 비해 많

간 미만’이 전체 대학원생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30.1%)를 보였고, 교수의 경우 ‘10분~30
분 미만’이 전체 교수 응답자의 37.8%를 차지

4.2 이용자에 따른 도서관 이용행태 분석
도서관 이용행태에 있어 이용자 그룹별 차이
2

하였다. 즉, 교수보다는 대학원생이, 대학원생
보다는 학부생이 물리적 도서관 방문 시 체류
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긴 것이다. 특히, 교수 응

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Pearson χ 검

답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4.2%가 도서관

정)을 실시한 결과,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도

방문 시 ‘10분 미만’ 체류한다고 응답을 하여 상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성별

신분

여성
남성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빈도
460
628
724
216
148

백분율(%)
42.3
57.7
66.5
19.9
13.6

변수

주제
배경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기타

빈도
167
109
284
312
216

백분율(%)
15.3
10.0
26.1
28.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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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용자에 따른 도서관 방문횟수 및 웹 접속횟수 교차분석
물리적 도서관
2
(χ =146.401, df=12, p<.05)

구분
0~2회
/년
3~4회
/년
1회
/월
방문
횟수

2~3회
/월
1회
/주
2~3회
/주
주4회
이상
전체

디지털도서관
2
(χ =125.225, df=12, p<.05)

구분

전체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전체

164
(15.1%)
166
(15.3%)
165
(15.2%)
219
(20.1%)
135
(12.4%)
175
(16.1%)
64
(5.9%)
1088
(100%)

82
(11.3%)
77
(10.6%)
99
(13.7%)
140
(19.3%)
115
(15.9%)
151
(20.9%)
60
(8.3%)
724
(100%)

35
(16.2%)
52
(24.1%)
40
(18.5%)
53
(24.5%)
14
(6.5%)
20
(9.3%)
2
(0.9%)
216
(100%)

47
(31.8%)
37
(25.0%)
26
(17.6%)
26
(17.6%)
6
(4.1%)
4
(2.7%)
2
(1.4%)
148
(100%)

279
(38.5%)
114
(15.7%)
110
(15.2%)
100
(13.8%)
70
(9.7%)
41
(5.7%)
10
(1.4%)
724
(100%)

27
(12.5%)
28
(13.0%)
43
(19.9%)
51
(23.6%)
24
(11.1%)
30
(13.9%)
13
(6.0%)
216
(100%)

20
(13.5%)
26
(17.6%)
24
(16.2%)
22
(14.9%)
24
(16.2%)
15
(10.1%)
17
(11.5%)
148
(100%)

326
(30.0%)
168
(15.4%)
177
(16.3%)
173
(15.9%)
118
(10.8%)
86
(7.9%)
40
(3.7%)
1088
(100%)

0~2회
/년
3~4회
/년
1회
/월
2~3회
/월

웹
접속
횟수

1회
/주
2~3회
/주
주4회
이상
전체

대적으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 비해 물리적

방문 횟수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을

도서관 방문횟수도 적을 뿐 아니라 방문 시 체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참조).

류시간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빠른 정보 검색 및 획득이 가능하
다는 디지털도서관의 특성상 이용자 그룹의 디

4.3 이용자에 따른 도서관 이용목적 분석

지털도서관 이용 시 웹 이용시간은 전 이용자

이용자에 따른 물리적 도서관 방문목적을

층에 걸쳐 물리적 도서관 방문시간에 비해 짧게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일원분산분석(One-way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ANOVA) 결과, ‘정보검색’을 제외한 나머지 4

고려하더라도 학부생의 경우 응답자의 53.3%

개의 목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 10분 미만 접속한다고 답하였고, 이를 30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도서관 이용자의

미만으로 범위를 넓힌다 해도 전체 학부생 응답

응답 중 도서관 이용의 주 목적은 ‘자기학습’과

자의 86.6%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은 대다수의

‘장서이용’이라고 응답한 반면, 물리적 도서관

학부생이 디지털도서관에 접속하더라도 상당히

의 기능 중 ‘교육참석’과 ‘사교문화로서의 공간’

짧은 시간 접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

은 응답자가 자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해, 대학원생이나 교수 이용자는 학부생 이용자

났다.

와 비교해 긴 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One-way ANOVA를 이용한 사후분석 결

으며, 이는 이용자 그룹에 따른 물리적 도서관

과 역시 ‘자기학습’과 ‘정보검색’을 제외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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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용자에 따른 도서관 방문체류시간 및 웹 이용시간 교차분석
물리적 도서관
2
(χ =144.943, df=8, p<.05)

구분
전체

78
(7.2%)
200
10분~30분
미만
(18.4%)
방문
247
30분~1시간
체류
미만
(22.7%)
시간
390
1시간~3시간
미만
(35.8%)
173
3시간
이상
(15.9%)
1088
전체
(100%)
10분
미만

학부생

대학원생

38
(5.2%)
92
(12.7%)
135
(18.6%)
316
(43.6%)
143
(19.8%)
724
(100%)

19
(8.8%)
52
(24.1%)
65
(30.1%)
51
(23.6%)
29
(13.4%)
216
(100%)

디지털도서관
2
(χ =70.587, df=8, p<.05)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구분
전체

21
386
87
35
508
10분
미만
(14.2%) (53.3%) (40.3%) (23.6%) (46.7%)
56
241
87
58
386
10분~30분
미만
(37.8%) (33.3%) (40.3%) (39.2%) (35.5%)
웹
47
65
27
38
130
30분~1시간
이용
미만
(31.8%) (9.0%) (12.5%) (25.7%) (11.9%)
시간
23
27
12
16
55
1시간~3시간
미만
(15.5%) (3.7%) (5.6%) (10.8%) (5.1%)
1
5
3
1
9
3시간
이상
(0.7%) (0.7%) (1.4%) (0.7%) (0.8%)
148
724
216
148
1088
전체
(100%) (100%) (100%) (100%) (100%)

서이용’, ‘교육참석’, ‘사교문화’에서 학부생과

었는데,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디지털도서

대학원생/교수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

관 접속의 주요 목적이 ‘서비스 이용’인 반면,

타났다. ‘자기학습’을 위한 물리적 도서관 방문

교수는 ‘정보획득’을 주 목적으로 디지털도서관

은 학부생의 주요 방문 목적이었으며, 대학원

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간의 차

생/교수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의 주요 방문 목

이 분석을 위한 다중비교에서는, 학부생보다는

적은 ‘장서이용’으로 나타났다. 교수 이용자의

대학원생이, 대학원생보다는 교수가 ‘정보획득’

경우 연구실 등의 개인 공간이 있어 자기학습

을 위해 디지털도서관에 더 자주 접속하는 것

을 위한 도서관 방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속은

이는 대학원생이 도서관의 이용목적에 있어서

대학원생이 교수나 학부생에 비해 더 많이 접

학부생보다는 교수와 더 유사하다는 의미이며,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따라서 대학원생은 학부생과 같은 피교육자라

접속에서 교수와 학부생, 그리고 교수와 대학

기보다는 교수와 같은 연구자, 특히 초보 연구

원생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 참조).

‘장서이용’의 경우 학부생보다는 교수가, 교수
보다는 대학원생이 선호하는 도서관 방문목적
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원생과 교수 이용자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5> 참조).

4.4 이용자에 따른 도서관 이용 의도
영향요인 분석

반면,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목적은

이용자 간의 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

‘정보획득’과 ‘서비스 이용’으로 나타났으며, 이

치는 변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용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 모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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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용자에 따른 물리적 도서관 방문목적의 정도
방문목적
자기학습

정보검색

장서이용

교육참석

사교문화

신분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N
724
216
148
724
216
148
724
216
148
724
216
148
724
216
148

평균
5.15
4.06
2.61
3.76
4.01
3.73
4.02
5.34
5.16
2.18
2.87
2.70
2.97
2.53
2.27

표준편차
1.762
1.960
2.172
1.735
1.863
2.138
1.829
1.683
1.963
1.475
1.676
1.878
1.810
1.670
1.755

F-value

df

p

Post-hoc

126.564*

2

.000

a > b > c

1.714

2

.181

-

56.434*

2

.000

b, c > a

19.185*

2

.000

b, c > a

12.596*

2

.000

b, c > a

* p<.05

<표 6> 이용자에 따른 디지털도서관 접속목적의 정도
방문목적
정보획득

공지사항
서비스
이용
콘텐츠
이용

신분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N
724
216
148
724
216
148
724
216
148
724
216
148

평균
4.29
4.75
5.74
2.94
2.89
2.88
4.57
5.14
4.76
3.18
3.28
3.27

표준편차
1.901
1.834
1.534
1.690
1.667
1.692
1.890
1.672
1.903
1.738
1.714
1.782

F-value

df

p

Post-hoc

38.883*

2

.000

c > b > a

.117

2

.889

-

7.964*

2

.000

b > a

.366

2

.693

-

* p<.05

된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고, 통합모형에

성이, 외부변인 중에서는 도서관 이미지가 다른

제안한 7개의 변인(외부변인 3, 독립변수 4) 중

변인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도서관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변인에서

면, 전체 이용자가 독립변수 중에서는 자기효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감(행동통제력)을, 그리고 외부변인 중에서는 접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도서관 이용 의도에

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독립변수 중에서는 유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용성의 경우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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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대학원생과 교수가 그 중요성을 더 높

하고 있었고, 대학원생과 교수, 그리고 학부생

게 생각하고 있으나, 대학원생과 교수 간의 평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

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용

로 접근성은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순으로 나

용이성은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순으로 중요

타났으며, 전체 이용자가 도서관의 품질보다 더

도를 인식하고 있으나, 교수와 학부생 간의 차

중요한 외부변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다른 이용자 간의

흥미로운 결과였는데, 이는 최근의 도서관 이용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은 대학원

행태 중 디지털도서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추

생, 교수, 학부생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대

세를 반영한 웹 접속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한 인

학원생과 교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성에 대한

지 않았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학부생과 교수의 인식 차이

외부변인 중 도서관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대
학원생, 교수, 학부생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대학원생과 교수의
인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7> 참조).

<표 7> 이용자에 따른 변인별 평균 차이
변인
유용성

이용
용이성
주관적
규범(동료)
주관적
규범(교수)
자기
효능감

품질

접근성

도서관
이미지
* p<.05

신분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학부생(a)
대학원생(b)
교수(c)

N
724
216
148
724
216
148
724
216
148
724
216
724
216
148
724
216
148
724
216
148
724
216
148

평균
4.13
4.52
4.44
4.89
5.07
5.24
4.93
5.20
5.16
5.18
5.11
5.30
5.78
5.66
4.87
5.36
5.06
5.08
5.48
5.71
4.68
4.76
4.79

표준편차
1.067
1.123
1.193
1.145
1.122
1.098
1.230
1.274
1.370
1.251
1.361
1.283
1.089
1.087
1.025
.967
1.154
1.189
1.187
.983
1.044
1.018
1.082

F-value

df

p

Post-hoc

13.508*

2

.000

b, c > a

6.925*

2

.001

c > a

4.869*

2

.008

b, c > a

5.247*

2

.005

-

15.244*

2

.000

b, c > a

19.549*

2

.000

b > c > a

23.925*

2

.000

c, b > a

1.042

2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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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간의 평균 비교와 더불어 실시한 피어

리적 도서관의 경우 외부변인인 품질과 접근성

슨 상관관계분석에서는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

이 독립변수인 유용성과 이용 용이성에 유의한

도서관 두 형태의 도서관 모두 독립변수와 종속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변수, 그리고 외부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 도서관 이미지의 경우 자기효능감에는 유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용성에 미치

다만, 물리적 도서관에서는 독립변수(유용성, 이

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각 독립

용 용이성, 주관적규범,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계

변수가 종속변수인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수가 디지털도서관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이용 용이성이 유

반면,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외부변인(품질, 접근

용성에 영향을 준다는 통합모형의 가설은 그 영

성, 도서관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가 물리적 도

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B=.354, p<.001)

서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인 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

서관 이용 의도와의 상관관계에서도 디지털도서

용성(B=.259, p<.001) 역시 종속변수인 이용 의

관의 외부변인이 물리적 도서관의 외부변인보다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다. 다만, 이용 용이성이 물리적 도서관 이용 의

형태의 도서관에서 각 변수들 간에는 약하거나

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보통의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B=.636, p<.001)

문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 자기효능감(B=.253, p<.001)은 종속변수인
이용 의도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4.5 경로분석 결과

디지털도서관의 경우에도 물리적 도서관의

통합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 실시 결과, 물

결과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도서관

<표 8> 경로분석 결과(물리적 도서관)
경로 (물리적 도서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가설채택
여부

품질

￫

유용성

.592

.489

.060

9.873

***

채택

접근성
도서관 이미지

￫
￫

이용 용이성
유용성

1.211
.523

.775
.080

.099
.313

12.207
1.671

***
.095

채택
기각

도서관 이미지

￫

자기효능감

5.866

.848

1.669

3.515

***

채택

이용 용이성
유용성

￫
￫

유용성
도서관 이용 의도

.354
.259

.264
.281

.076
.038

4.662
6.894

***
***

채택
채택

이용 용이성

￫

도서관 이용 의도

-.005

-.004

.065

-.077

.939

기각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
￫

도서관 이용 의도
도서관 이용 의도

.636
.253

.520
.290

.051
.054

12.522
4.674

***
***

채택
채택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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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유용성에 대한 영향을 제외한 가설은

있다(<표 9> 참조).

모두 채택되었다. 다만, 물리적 도서관에서 이
용 용이성이 도서관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4.6 신분의 조절효과 검증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는 반대로 디지털도서관
의 경우 이용 의도에 유의한(B=.107, p<.001) 정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분석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함에 있어 이용자의 신분에 따른 조절효과 가능

두 독립변수인 주관적 규범(B=.558, p<.001)과

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신분에 따른 조절효과

자기효능감(B=.320, p<.001) 또한 종속변수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이용 의도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가는 경로에서 유일하게 주관적 규범이 디지털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의도로 가는 경로에서만 신분의 조

두 형태의 도서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에서

절효과가 있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두 집단 간

이용 용이성이 도서관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원생

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 이외에도, 외부변인인

(β=.576)이 학부생(β=.409)보다 유의하게 정

접근성이 독립변수인 이용 용이성에 미치는 영

적(+)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향이 물리적 도서관(.775), 디지털도서관(.378)

적으로 볼 때 신분 조절 효과가 일부 확인되기는

모두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지만 물리적 도

하였지만, 신분의 조절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

서관의 경우 디지털도서관의 경우보다 상대적

단된다. 교수 그룹의 경우 148명으로 표본크기

으로 높은 영향을 보이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

가 작아 조절효과 분석을 할 수 없었다(<표 10>

에게 접근성이라는 요인은 디지털도서관보다

참조).

물리적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더 많은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표 9> 경로분석 결과(디지털도서관)
경로(디지털도서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가설채택
여부

품질

￫

유용성

.687

.686

.055

12.538

***

채택

접근성
도서관 이미지

￫
￫

이용 용이성
유용성

.364
-.028

.378
-.006

.027
.203

13.474
-.136

***
.892

채택
기각

도서관 이미지

￫

자기효능감

5.835

.843

1.660

3.515

***

채택

이용 용이성
유용성

￫
￫

유용성
도서관 이용 의도

.080
.478

.120
.304

.019
.057

4.237
8.382

***
***

채택
채택

이용 용이성

￫

도서관 이용 의도

.107

.102

.026

4.030

***

채택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
￫

도서관 이용 의도
도서관 이용 의도

.558
.320

.416
.294

.047
.067

11.767
4.778

***
***

채택
채택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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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분의 조절효과
구분

표본수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724
216
724
216
724
216
724
216
724
216
724
216
724
216
724
216

종속
변수

독립
변수

C.R.

학부생
Beta

대학원생
Beta

결과

물리적 도서관
이용 의도

물리적 도서관
유용성

-1.241

.279

.171

기각

물리적 도서관
이용 의도

물리적 도서관
이용 용이성

1.106

.010

.174

기각

물리적 도서관
이용 의도

물리적 도서관
주관적 규범

1.312

.487

.611

기각

물리적 도서관
이용 의도

물리적 도서관
자기효능감

.010

.128

.129

기각

디지털도서관
이용 의도

디지털도서관
유용성

-1.007

.508***

.384***

기각

디지털도서관
이용 의도

디지털도서관
이용 용이성

.451

.098**

.125*

기각

디지털도서관
이용 의도

디지털도서관
주관적 규범

1.963

.409***

.576***

채택

디지털도서관
이용 의도

디지털도서관
자기효능감

.873

.155*

.387

기각

Structural weights

5. 결론 및 고찰

p>.05

이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반면, 교수 이용자는
디지털도서관의 이용, 특히 온라인정보원의 이

본 연구는 공간 중심의 물리적 도서관과 온

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생

라인 정보원 중심의 디지털도서관이 공존하고

이용자는 학부생 이용자보다 교수 이용자의 이

있는 하이브리드형 대학 도서관 이용 환경에서

용패턴에 훨씬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계획행

학생과 교수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

동이론과 기술수용모형에 기반한 본 연구의 모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심리학적 행동이론

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이

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용자의 대학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jzen(1991)

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 모형

의 계획행동이론(TPB)과 Davis(1989)의 기

에 따르면 1) 인식된 유용성, 2) 인식된 이용

술수용모형(TAM)을 결합한 모형을 적용함으

용이성, 3) 주관적 규범, 4) 인식된 행동통제력

로써 이용 의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

(자기효능감)이 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급변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독립변수에는

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대학도서관의 이용

품질, 접근성, 도서관 이미지등의 외부요인이

활성화 전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분석결과를 통해, 학부생은 물리적 도서관의

이용자의 신분 특성과 주제 배경이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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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또한 그것이 도서관 유형에 따라 차

대한 활발한 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이를 보이는지도 파악하였다.

물리적 도서관의 이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주된 정보제공자

이용자가 도서관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하고,

로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활용이 이용자의 학업

이용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쟁이 요구된다

이나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Sennyey, Ross, & Mills, 2009). 이는 대학도

한다는, 즉, 유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관 정보자원의 핵심이 인쇄 자료에서 온라인

그렇다면 인식된 유용성 확보는 어떠한 경로

정보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서관과 이용자 간

를 통해 가능할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계의 주도권이 도서관에서 이용자로 옮겨간

경로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Choy, 2011).

외부변인인 품질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이 연구 및 학습지원

러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대학

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도서관은 도서관의 품질, 즉, 도서관의 시설과

수 있기 위해서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해서는

장비, 장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

안되며, 높은 이용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

고 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도

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대학

서관의 이용이 유용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

도서관이 이용자의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면

도록 해야 한다. 예비조사 단계인 심층면접 시

서 동시에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향후

일부 응답자의 경우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전략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

서비스, 사서의 역할, 도서관 이용을 통한 혜택

다. 물리적 도서관이 경험하고 있는 이용 감소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

및 이용자의 이용 비대칭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도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서비스나 역할

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도서관 활용이 저조

경로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이용 의도에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유용성과 주관적 규범

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도서관을 경험하게 할 수

이 이용 용이성과 자기효능감에 비해 상대적으

있을 것이다.

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디지털도서관의 경우는 물리적 도서관과는

이는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의 이용 의

다른 접근 방식으로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

디지털도서관은 공간의 의미가 사라진, 정보자

다. 물리적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공간으로서

원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 즉, 도서관 웹사

의미를 가지므로 이용자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

이트를 찾는 이용자의 주된 목적은 정보 획득

용하게 된다. 이는 공간 중심의 물리적 도서관

에 있었으며, 인터넷 상에서 쉽고 빠르게 원하

에서 이용자의 경험 누적에 의해 구축된 익숙

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관성이 매우 중요

함이 곧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자료와 공

되고,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에

간을 통합하거나 사서와 서비스의 노출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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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을 이용하는데 있어 글로벌 포털과 차별화된

디지털도서관은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전 지구적 틀 속에 있으며 Google과 같은 글로

주관적규범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벌 포털과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들

이용자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인식

이 글로벌 포털을 선호하는 것은 직관적인 인

할 때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주변에 영향을

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편리성이 영향을 미치

미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관성 및 편리성에

활용과 관련된 이벤트 또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서 도서관이 글로벌 포털과 경쟁하기 어렵다면,

공간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

디지털도서관만이 가지는 지역성을 강화할 필

색할 수 있다. 서비스 고객화 또는 메이커스페

요가 있다. 즉,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디지털도

이스(makerspace)의 구축도 그 좋은 한 예가

서관의 서비스를 고객화하고, Chat Service와

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도서관이나 디지털도

같은 글로벌 포털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서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관적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포털과의 차별성을 강화

규범을 활용한 이용 의도의 향상을 꾀할 수 있

할 필요가 있다.

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주목을 끌

셋째,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 용이성의 확

기 위해, 대학 내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이다. 물리적 도서관의 경우 이용 용이성이

이러닝 플랫폼과 같이 대학도서관 이용자라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유용성은 이용 의도에

자주 접속할 수 밖에 없는 사이트에 도서관 웹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용

사이트의 관련 정보 직접 연계, 노출시킬 수 있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인으로 접근성

다. 대학의 목적이 교육과 연구이고 대학도서

을 확인하였다.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물리적

관이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도서관

도서관과 달리 이용 용이성이 이용 의도에 직

단독으로 성장의 길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다.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접근성은 물리적 도서

교육부의 대학 선진화 방안에서 강조하는 융복

관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 시간 접근성을 말하

합 과정의 개설 및 운영처럼 대학도서관도 대

며,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웹사이트의 디자인

학 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성장을 도모

및 사용자 편의성을 포함하고 있다. 물리적 도

할 필요가 있다.

서관의 지리적 접근성은 쉽게 조정할 수 없다.

둘째로, 주관적규범의 활용을 통한 도서관

하지만, 시간 접근성은 대학의 운영방침에 따

이용 의도 향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라 충분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닝 플랫폼 등 대학 구성

다. 디지털도서관의 접근성 역시 조금만 주의

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사이트

를 기울여도 충분히 매력적인 웹사이트의 구성

나 임베디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

과 접근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물리적

나 정보원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은 서로 유사하지만 다

도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도서관

른 접근방식으로 활성화하여야 그 효과를 극대

294

정보관리학회지 제37권 제3호 2020

통해 이러닝 시스템, MOOC의 활용, 연구성과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대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등, 대학의 주요 기능과

학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

도서관의 기능들이 상호 융합되어 이용자 편의

다. 모기관인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통한 인재

성 및 도서관 서비스 인지도 향상 뿐 아니라 정

양성이라는 기본적 사명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

보서비스 고도화로의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

어 대학도서관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배움의 공간, 커뮤니티센터 시민참여의 장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융복합의 시대적 변

상호 간 소통이 권장되고, 도서관 이용자들 간

화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며, 진

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곳, 이와 더불어 워크샵,

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

북 페스티벌, 강좌 등을 통해 지역의 지식을 변

학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개선 등의 자구적인

화시키는 지역 협력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유도해야한

실천 활동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또한, 대학의 다른 기관(부처)과의 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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