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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대학 입학 이전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선행적 이용경험
이 대학도서관 이용에서 발생하는 도서관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A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으로 표집하여 설문조사(LAS)를 수행하였다. 445명의 대학도서관을 이용한 신입생 이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대학 입학이전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대학도서관 이용시의 도서관불
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별, 초ᆞ중ᆞ고등학교의 소재지, 학교도서관운영자,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이용, 
도서관활용수업이 도서관불안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과의 관계는 영향이 없었으나 
초ᆞ중ᆞ고등학교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일수록, 학교도서관운영자가 사서(교사)인 경우, 도서관이용이 많을수록, 도서
관활용수업 참여경험이 높을수록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도서관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도서관불안, 대학도서관, 대학 신입생, 학교도서관,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활용수업

ABSTRACT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school libraries use experiences on the academic library anxiety 
among the freshmen of academy, A university’s freshmen who had used the academic library were 
sampled systematically and surveyed. Data collected from 445 freshmen were analyzed using th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independents; sex, locations 
of schools, manager of schools, use education, library use, library aided instruction and compared with 
the previous studies. Library anxiety was also differed according to the locations of schools, managers 
of schools, library use, use education, library aided instru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to reduce the library anxiety of freshmen in academic libraries. 

Keywords: Library anxiety, Academic library, Freshmen, School library, Library use education, Library 
aided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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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의대학진학률순위는 2008년도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운데 8위를차지

하였다.1) 또한 2010년도기준한국의대학생수는약 364만여명으로 1980년의 64만여명에비해

약 6배증가하였다.2) 대학생수는점점증가하여 2000년대중반이후에는한국고교졸업생의대학

진학률은약 80%이상을유지하고있다. 고교졸업자의대부분이대학에진학하는이와같은상황

에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인식제고와 대학도서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대학도서관은위치상대체적으로캠퍼스의중심에자리잡고있지만신입생들에게대학도서관은

핵심적인교수학습의장으로여기지않거나혹은그중요성을자각하더라도적극적으로활용되어지

지않는기관일뿐이다.3) 본연구의대상인대학도서관은대학생의교수-학습활동, 교수의학술연

구활동이복합적으로이루어지는대학교육의중심기관으로신입생의도서관에대한인식제고와함

께도서관불안, 두려움, 거부감을감소시키기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문헌정보학계는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 현황과 원인 규명, 그리고 도서관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한다양한연구들을진행하여왔다. 선행연구들은도서관불안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켰다는

데큰의의가있으나대학생들의도서관이용에관한선행경험등이포함되지않아대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규명하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위와같은근거에의해대학신입생들을대상으로 대학입학이전의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

의노출경험이입학한후대학도서관불안지수감소와의관계특성을조사하여분석할필요가있

으며이를기반으로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서비스방법, 연계방안의모색, 그리고대학도서

관 이용교육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대학신입생들의초․중․고등학교도서관의인적자원, 이용교육, 이

용빈도, 도서관활용수업등의요인들이대학도서관불안에미치는영향에관해실증하고공공도

서관이용교육, 이용빈도등의요인들이대학도서관불안에미치는바와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

관 이용경험이 대학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영향간의 관계를 실증하는 것이다.

1) 경기개발연구원, “대학진학률 80%의 허와 실”<http://grikr.tistory.com/565> [인용 2013. 12. 20].

2)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인용 2013. 9. 26].

3) Larry Ed. Hardesty, The Role of the Library in the First College Year. The First-Year Experience Monograph

Series No. 45.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The First-Year Experience and Students in Transition. 2007,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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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이연구의범위로는대학도서관불안에신입생의대학입학전도서관경험에초점을맞추었고

연구대상의경험에는대학신입생들의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총 9년간의학교도

서관이용환경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학교도서관을선정하였으며학교도서관이외

의이용경험으로는지역사회에서청소년들의접근성이높은공공도서관을사전경험의대상도서

관으로 한정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대학입학이전의도서관노출경험이대학입학후도서관불안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가

를검정하고자하는본연구의한계로는국내전체대학의 2013학년도신입생을대상으로실시되

어야하나연구실행에있어서현실적인어려움이있으므로재학생기준 10,000명 이상의대규모

4년제종합대학교가운데A종합대학교를선정하여대상대학교의 2013학년도신입생을대상으

로실제대학도서관이용을마치고출구를나오는학생들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는점에서한계

가 있었다.

Ⅱ. 대학도서관과 도서관불안

문헌정보학계는 Bostick,4) Westbrook & DeDecker,5) Daley 1997; Carlile,6) Nicol7)의연구들

에서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 현황과 원인 규명, 그리고 도서관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진행하여왔다. 이들연구들은도서관불안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켰다는데큰의의가

있으나대학생들의도서관이용에관한선행경험등이포함되지않아대학생들의개인적인특성

과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규명하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도출된도서관불안에관한변인들간회귀분석에관하여연구들이후속되었다. 즉, 도서관불안

을유발시키는요인들간의관계를조사분석한연구8)와도서관불안과대학원생의학습습관의

4) S. L. Bostick,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PH. D. diss., Wayne State

University, 1992.

5) L. Westbrook & S. DeDecker. “Supporting user needs and skills to minimize library anxiety: consideration for

academic libraries," Reference Librarian, Vol.40(1993), pp.43-51.

6) Heather Carlile, “The Implications of Library Anxiety for Academic Reference Servic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Vol.38, No.2(2007), pp.129-147.

7) Erica Carlson Nicol, “Alleviating Library Anxiety," Public Services Quarterly, Vol.4(2009), pp.278-281.

8) Qun G. Jiao & Anthony J. Onwuegbuzie, Library Anxiety: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Annual Mid-Sout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Biloxi, MS(November 9, 1995)

<http://www.eric.ed.gov/contentdelivery/servlet/ERICServlet?accno=ED4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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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과약점에대한연구,9) 대학생들을대상으로컴퓨터소양능력과도서관불안과의관계에관

한연구,10) 대학원생의인종과도서관불안과의관계연구,11) 그리고대학생의비판적사고경험

이도서관불안과의관계에관한연구들12)13)이실행되었다. 이들연구들은대학생들의학습습관,

인종, 비판적사고경험등의독립변인에대한종속변인인도서관불안과의관련성을규명함으로

써도서관불안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요인들을밝혀내고이를통해도서관불안을해소하기

위한 특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도서관 자체 경험에 기반한 도서관 노출 등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불안을 이해하려는 관점의 연구는 식별되지 않았다.

본연구와관련이있는대학신입생에대한연구사례들을살펴본결과, 이와관련된연구들이

많지않아향후연구할만한많은문제들을함축하고있다. 대학신입생을대상으로한연구들로

는도서관오리엔테이션에대한평가항목에추가하여도서관불안을조사한연구들과14)15) 대학

신입생들의도서관이용목적과도서관불안과의관계를분석한연구들로16) 주로도서관이용교

육전후불안의차이검증이수행되었으며재학생들에비해신입생들이도서관불안이크며이용

교육이도서관불안에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는결과를도출하였지만대학입학이전의도서관

노출경험을 기초로 대학도서관 불안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국내선행연구에서도도서관불안이론고찰에관한연구들로도서관불안에대한관심이시작

되었으며나아가한국의상황에적합한도서관불안측정도구개발에관한권나현,17) 남태우 황

옥경,18) 남태우 박현영,19) 정수진 외,20) 박주범 정동열21)연구가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

9) Qun G.Jiao & Anthony J. Onwuegbuzie, “Library anxiety and characteristic strengths and weaknesses of

graduate students' study habits," Library Review, Vol.50, No.2(2001), pp.73-81.

10) Dinane Mizrachi, “Computer attitudes and library anxiety among undergraduates: a study of Israeli B. Ed

students,"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Vol.36, No.1(2004), pp.19-29.

11) Qun G. Jiao, “The Relationship between race and library anxiety among graduate students: A replication

study,"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42, No.3(2006), pp.843-851.

12) Nahyun Kwon, “A Mixed-Methods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Library

Anxie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ir Information Search Proces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69, No.2(2008), pp.117-131.

13) Cari Merkley, “Undergraduate Students with Strong Tendencies Towards Critical Thinking Experience Less

Library Anxiety," Evidence Based Library & Information Practice, Vol.4, No.4(2009), pp.63-66.

14) Anna M. Van Scoyoc, “Reducing Library Anxiety in First-Year Student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2, No.4(2003), pp.29-341.

15) Ann Goebel Brown, “Librarians don't bite: assessing library orientation for freshmen," Reference Services
Review, Vol.32, No.4(2004), pp.394-403.

16) Connie Lea C. Legaspi, “The relationship of secondary school library use and library anxiety among U.P.

Diliman Freshmen students," Journal of Philippine Librarianship, Vol.27, No.1-2(2007), p.214.

17) 권나현. “디지털도서관에서의도서관불안과측정도구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pp.29-47.

18) 남태우, 황옥경. “도서관불안 이론의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pp.71-84.

19) 남태우, 박현영.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p.151-168.

- 274 -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노출경험이 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5

에저해되는요인으로서도서관불안의원인을규명하고공공도서관이용을촉진시키려는유병

장,22) 김홍렬,23) 장보성외,24) 이연옥25)의연구들이최근까지시도되었다. 인구사회학적측면에

서도서관불안을측정한결과, 공공도서관에서도불안현상이존재하며해소를위한방안을제시

하였으나 이용자의 도서관 선행경험과의 관점은 보이지 않았다.

대학도서관의 불안에관한 현황과독립변인간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하는 연구가장혜란 오

의경,26) 남태우 박현영,27) 박현영 남태우,28) 남영준외,29) 오의경30)에의해최근까지활발하게

시도되었다. 남태우와박현영은대학도서관이용자 360명을대상으로도서관이용후기를조사ㆍ

분석한결과, 국내대학도서관이용자들도도서관불안을경험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장혜란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 도서관방문빈도, 도서관이용교육이도서관불안에미치는영향을검증한결

과, 특히정서적장벽으로인한불안은학년이높고, 도서관방문빈도가증가할수록감소되는것으

로나타났다. 남태우 박현영과장혜란은대학재학생들에게도대학도서관불안이차이를보였으

며 대학도서관의 이용경험만을 중심으로 도서관 불안을 이해하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연구와관련이있는대학신입생을대상으로한연구로박현영과남태우는도서관이용교육

전후의차이검증결과, 유의미한차이가입증되었으며도서관이용빈도에따른교육효과의차이

를보였고교육이후에완화된것을확인하였다. 또한오의경은대학생을대상으로정보활용능력

인지수준과도서관불안을측정한결과, 정보활용능력인지수준이높을수록도서관불안이감소

하는 것이 확인하였다. 최근 남영준 외는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 유학생에게도 문화적이질

감, 기계적인 장벽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살펴본국내․외선행연구들을요약하면, 대학도서관이용자가운데저학년, 특히대

학신입생에대한도서관불안이가장높게나타난다는사실을식별할수있었다. 또한대학도서

20) 정수진, 황지영, 김보금, 김기영, “한국형도서관불안척도(K-LAS)의 통계적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009,

pp.173-179.

21) 박주범, 정동열, “디지털도서관불안척도개발에관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4호(2010, pp.353-371.

22) 유병장, “고객만족을위한공공도서관평가지표에관한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pp.321-339.

23) 김홍렬,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2008), pp.461-478.

24)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3호

(2010), pp.309-327.

25) 이연옥, “북미공공도서관계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경향과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pp.51-76.

26) 장혜란, 오의경, “대학도서관이용자의도서관불안측정과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2006), pp.205-221.

27) 남태우, 박현영,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pp.151-168.

28) 박현영, 남태우, “대학생의도서관불안완화에관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pp.411-429.

29)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

(2010), pp.313-332.

30) 오의경,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간의 관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4호(2011),

pp.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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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불안의측정범위를재학생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전공영역, 대학도서관이용교육, 이용빈

도등의현재대학도서관의환경하에서만도서관불안을해석하려는연구관점의한계를확인하였

으며대학입학전도서관노출경험이도서관불안에미치는영향관계를실증한연구는국내는물

론 국외의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먼저, 초․중․고등학교의도서관이과거의도서관환경과비교하여많이개선

되었다는점에주목하였다. 2002년에교육당국은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을수립하여 2003

년도부터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학교도서관 사업이 진행되었다.

변우열,31) 곽철완 장윤금,32) 노영희 홍강표3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신입생들은 학교도서관

의이용경험증대와함께도서관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많이향상되었을것으로판단되며이는

우리나라학교도서관이미국의학교도서관연구에서나타난바와같이학생들의학업능력향상에

영향을미칠수있는결과로발전해갈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었다. 이에기초하여대학신입

생들의도서관불안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초․중․고등학교도서관의물리적환경, 이용빈

도, 이용목적, 이용교육, 도서관활용수업등이대학신입생들의도서관불안에미치는영향에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변수로 도입하고자 한다.

둘째, 정동열,34) 한윤옥 곽철완,35) 이경민,36) 이용남37)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에 의한

‘학교도서관지원사업’이실행되어왔으며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간의연계, 협력문제가관심

의대상이됨에따라다양한형태의협력관계가공조되어왔다. 그러므로대학신입생을대상으로

도서관불안에미치는변수로공공도서관의이용빈도, 이용목적, 이용교육참여빈도등이대학

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변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따라서위와같은근거에기초하여대학교신입생들이느끼는도서관불안에어떠한요소들이

불안 감소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1) 변우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pp.139-173.

32) 곽철완, 장윤금, “학교도서관 활성화종합방안효과에대한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pp.143-160.

33) 노영희, 홍강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의추진현황분석및 평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2007), pp.243-271.

34) 정동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3권, 제2호(2002),

pp.5-28.

35) 한윤옥, 곽철완,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협력모델개발에관한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

(2004), pp.337-357.

36) 이경민, “초등학생독서교육을위한도서관협력방안에관한연구-공공도서관의학교도서관지원을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pp.95-117.

37) 이용남,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연계, 협력체제에대한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pp.35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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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의 방법

가. 연구문제의 설정

1) 학교도서관 노출경험과 대학도서관 불안

Jiao,38) Van Scoyoc,39) 장혜란 오의경,40) 오의경41)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대학 재학생들

을대상으로도서관의노출경험에따라도서관불안지수가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이러한논리

적 전개를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입학이전학교도서관노출경험이대학도서관의도서관불안에어떠한영향을

미칠 것인가?

2) 공공도서관 노출경험과 대학도서관 불안

김홍렬42)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이 실시하는 이용교육, 도서관 방문빈도, 그리

고공공도서관교육프로그램이도서관불안에효과가크다고한다. 이러한논리적전개를따라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2. 대학입학이전공공도서관노출경험이대학도서관의도서관불안에어떠한영향을

미칠 것인가?

3)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경험과 대학도서관 불안

‘한국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2003-2008)’과 ‘한국도서관종합발전계획(2008-2012)’에따라학

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외형적증가, 자료의확충, 인적자원의충원등으로인해청소년들의도

서관 노출경험을 증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3. 대학입학이전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의이용경험중어떤도서관경험이대학

도서관 불안에 영향을 더 미칠 것인가?

38) Jiao, op. cit. pp.73-81.
39) Van Scoyoc, op. cit. pp.329-341.
40) 장혜란 오의경, 전게서, pp.205-221.

41) 오의경, 전게서, pp.123-137.

42) 김홍렬, 전게서, pp.46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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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절차 및 측정도구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추진절차는문헌연구에대한철저한검토를한이후에실증적

조사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초․중․고등학교의도서관경험과대학도서관의불안에대한개념 및상관관계

분석을위한국내문헌의고찰과논의가미흡하고대학도서관의불안요소에영향을주는대학입학

이전의도서관노출경험요인에대한연구또한전무한실정임을고려하여서구의문헌연구를체계

적으로검토하였다. 하지만미국을중심으로이뤄진대학도서관불안(academic library anxiety)에

대한 연구도 대학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전

도서관경험노출(library experience exposure)과대학도서관불안에관한연구는다른연구주제

에비해매우제한적으로이뤄졌다. 이는기존의연구가대학입학이전도서관노출경험이대학도

서관불안에미치는바가미미하다고여기거나부정적태도에초점을두었기때문으로설명할수

있다. 이러한연구의한계성을극복하기위해서기존연구에서주로다뤄진대학신입생들을대상으

로하는도서관직원(library staff) 장벽, 정서적(affective) 장벽, 안락함(comfort) 장벽, 도서관지

식(knowledge of the library) 장벽, 기계적(mechanical) 장벽 등도 함께 문헌검토를 하였다.

2) 면담 조사

심층면담과핵심군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의질적인방법과양적방법인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심층면담(Deep Interview): 문헌검토를통해선택된대학입학이전의도서관경험노출항

목과정도를도출하기위해서초․중․고등학교사서교사가운데교육경력 10년이상인 6-8명과

공공도서관사서 6-8명을대상으로심층면담을실시하고면담 결과를기초로대학도서관이용교

육담당사서 6-8명을대상으로대학도서관이용교육의교육내용과의관련성을검증해보는핵심

군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대학입학이전의도서관경험노출항목과정도를

파악된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나. 핵심군면담(Focus Group Interview): 대학도서관에 10년이상근무한사서 6-8명을대상

으로대학도서관이용교육에관해전반적으로탐색하였고, 대학신입생들의특성과의관계를고려

하여 도서관 이용교육에서 고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3) 설문조사(Questionnaires)

 ①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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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신입생수가 3,000명 이상이면서재학생 10,000명이상의종합대학교가운데A대학

교 도서관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A대학교는 부산 소재 4년제 대학교로 10개 대학 68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문조사는 2013학년도신입생을대상으로입학하여도서관이용교육을이수하지않은기간인

3월둘째주부터 셋째주까지 2주일간비정상적인도서관이용이발생하지않는주중으로도서관

개발시간인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도서관출입구에서도서관이용을마친이용자들중신입

생들을확인하고설문에 응할것을권유하여교육받은조사원들에의해 실시되었다. 모두 659명

의이용자에게설문을권유하였고 576명의이용자가설문조사에응하였으며, 불성실한답변을제

외한 총 445건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② 측정도구

도서관불안측정도구들은 Bostick43)의 LAS(Library Anxiety Scale) 이후정보환경의변화

에맞도록 Van Kampen,44) 남태우 박현영,45) 박주범 정동열46)에의해수정, 개발되어왔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의해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Bostic의 설문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이정보기술이나정보환경요소를도서관불안과연결시키고자하는것이아니

라도서관선행적경험요인들과의관계를분석하고자하는것이므로수정이전의도구를사용하는

것에무리가없고, 오히려복수의연구에사용된도구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받아들이기에타당

하다고 판단되었다.

LAS는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장벽, 도서관에 대한 지식

장벽, 기계적장벽의다섯영역을측정하는 43개문항으로이루어졌다. 도서관불안측정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불안이 적은 순으로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하게 하였다.

4) 설문 내용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특성으로성별, 학교급(초, 중, 고), 학교소재지(읍면, 시), 학교도서관운영자(사서교사,

사서, 교사, 기타)

43) Bostick, op. cit.
44) Doris J. Van Kamp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65, No.1, 2004, pp.28-34.

45) 남태우 박현영, 전게서, pp.151-168.

46) 박주범 정동열, 전게서, pp.35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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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학 입학 이전 도서관 경험 특성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선행경험을측정하기위한설문문항은심층면담과 FGI를통해독

립변수의항목과경험빈도를재조정하여도서관이용교육참여빈도, 주당도서관이용빈도, 학기

당도서관활용수업경험빈도등을조사하였다. 학교도서관이용교육참여빈도(1-2회, 3-4회, 5

회이상), 학교도서관주당방문빈도(1-2회, 3-4회, 5회이상), 학기당학교도서관활용수업참여

빈도(1-2회, 3-4회, 5회이상), 공공도서관이용교육참여빈도(1회, 2-3회, 4회이상), 공공도서관

주당 방문 빈도(1-2회, 3-4회, 5회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③ 도서관 직원 장벽(Library Staff Barrier) 특성

도서관직원장벽측정은 Bostick의 LAS에서도서관직원으로인한장벽에관한설문문항 15

문항을 번역하여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사서/학생보조원과의의사소통, 접근시발생하는어려움, 사서의시간부족으로인한

불편함 등을 측정하였다.

도서관직원장벽은 Brown47)가미국유타주립대학교신입생들의도서관오리엔테이션시행전

후의도서관불안(Library Anxiety) 측정치가운데오리엔테이션이전의도서관직원장벽에관

한신입생의도서관불안측정은 Bostick의 LAS를활용하여 5점리커드 척도를사용하였다. 도서

관 직원 불안의 8가지 질문 측정 결과는 리커트 척도 결과 평균 2.4로 측정되었다.

장혜란48)의연구에서 Bostick의 LAS 척도를가지고조사한도서관직원에대한불안측정결

과에서도 1학년의불안(2.58)은 2학년(2.67), 4학년(2.66)의 불안지수보다오히려낮게나타났다.

남태우와 박현영(2006)의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Bostick의 LAS와 Kampen49)의 LAS

척도를근거로 5점 리커트 척도가아닌 긍정과부정의답변으로측정된결과에서도도서관직원

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였다.

 ④ 정서적 장벽(Affective Barrier) 특성

Brown이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신입생들의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전후의 도서관 불안 측정치

가운데오리엔테이션이전의정서적장벽에관한신입생의도서관불안측정은 Bostick의 LAS를

활용하여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장벽 불안의 12가지 질문 측정 결과는 리커트

척도 결과 평균 2.7로 측정되었다.

장혜란의 연구에서 Bostick의 LAS 척도를 가지고조사한정서적불안측정결과에서도 1학년

47) Brown, op. cit. pp.394-403.
48) 장혜란, 전게서, pp.205-221.

49) Van Kampen, op. cit. pp.28-34.

- 280 -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노출경험이 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11

의정서적불안(2.63)은 2학년(2.56), 3학년(2.45) 4학년(2.47)의불안지수보다높게나타났다. 물

론 1학년은대학의도서관이용교육을수료한이후에측정한결과지만본연구에서는대학의오리

엔테이션등도서관이용교육을이수하기이전의상태에서측정할것이므로장혜란의연구결과보

다는 정서적 불안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⑤ 안락함 장벽(Comfort Barrier) 특성

Brown에 의한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신입생들의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전후의도서관 불안 측

정치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이전의 안락함 장벽에 관한 신입생의 도서관 불안 측정은 Bostick의

LAS를 활용하여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안락함 장벽 불안의 8가지 질문 측정 결과는

리커트 척도 결과 평균 2.25로 측정되어 평균정도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장혜란의 연구에서 Bostick의 LAS 척도를 가지고 조사한 안락함 장벽 측정결과 통계적으로

차이는있으나가시적이지않아학년별 집단의불안감차이가구체적으로어떻게나타나는지알

아보기위하여Duncan의사후검정을실시한결과 1-2학년의불안감이 3-4학년의불안감보다더

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대학에입학하여대학도서관이용교육등의이수활동

이 전무한 상태에서 측정한다면 신입생이 감지하는 안락함 장벽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⑥ 도서관에 대한 지식 장벽(Knowledge of Library Barrier) 특성

Bostick의 LAS에서 도서관 지식장벽에 관한 5문항을번역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사용하였고도서관에대한지식에서비롯되는편안함과자신감등을측정하였다. 장혜란의연구에

서도서관지식에대한불안측정결과 1학년이가장불안감이크며, 다음으로 2학년, 4학년, 3학년

의순서로나타났다. Brown의연구에서도도서관지식에대한불안의 8가지질문측정결과에서

도 평균 3.25로 측정되어 도서관 불안이 평균이상으로 측정되었다.

 ⑦ 기계적 장벽(Mechanical Barrier) 특성

기계적 장벽 측정은 Bostick의 LAS에서 기계적 장벽에관한 설문문항 3문항을번역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적용하여도서관내 컴퓨터등을비롯한각종기계의조작과사용능력에서유발되

는 불안감을 측정하였다.

장혜란의 기계적 장벽에 대한 불안 측정 결과, 4학년이 가장 불안감이 크며 다음으로 3학년,

2학년, 1학년의 순서로 나타났다. 통계적 의미는 없는 수준이지만 저학년 일수록 기계적 장벽에

의한불안감이작은것을알수있다. Brown의 연구에서도기계적장벽에대한불안의 3가지질

문 측정 결과에서도 평균 2.25로 측정되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년간

비교는 어렵지만 불안감이 평균점수대보다 낮아 불안감 지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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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분석 방법 및 해석

본연구의목적을수행하기위해서수집될자료는아래와같은통계적분석절차를이용하였다.

첫째, 본 조사의참여자에대한일반적특성과인구사회적특성은기술통계분석을통해실행하

였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빈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성별, 학교급별학교도서관전문가적운영자유무에따른대학도서관불안의차이를확인하였다.

둘째, 신입생들의대학도서관불안평가척도의각문항과문항총합간의상관관계, 문항을제외

했을때신뢰도, 전체신뢰도를분석하였다. 이러한문항분석은서구에서개발된척도를우리나라

대상자를 통해 조사했을 때도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유지되는 지를 보여주었다.

셋째, 대학신입생들의대학도서관불안에미치는영향의요인을파악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

실시되었다. 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도서관경험노출정도의특성을고려하여대학신입생의

도서관불안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수를분석함으로써도서관불안감소를위한실천개입

전략 수립에 있어 제언을 하였다.

위의 제시한일련의통계적분석절차에따라수집된데이터를분석하기위하여「SPSS 20.0

K for windows」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인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도서관불안전체점수와하위영역별점수에대한기초통계를분석하였고독립변인인초․중․고

등학교도서관의운영자별, 이용교육경험, 이용빈도, 도서관활용수업참여빈도가종속변인인도서

관불안의미치는차이가있는가를검증하기위해 T-검정, 교차검정, 다중회귀검정을분석방법으

로 사용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이연구는앞서제기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대학도서관의이용자가운데신입생들을대

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신입생들의초․중․고등학교도서관의노출경험정도가대학도서관의도서관불안

에미치는영향관계를살펴보기위해, 신입생들의과거초․중․고등학교도서관의노출경험(이

용교육참여빈도, 이용빈도, 도서관활용수업참여빈도)이대학도서관의도서관불안에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한다.

둘째, 대학 신입생들의 지역 공공도서관의 노출경험 정도(이용교육 참여 빈도, 이용 빈도)가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의신입생들이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의노출경험가운데대학도서관불안

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상관관계를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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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 선정 및 데이터 수집 절차

대학입학이전의도서관노출경험이대학입학이후도서관불안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가를검

정하고자하는본연구의목적으로위해서는국내전체대학의 2013학년도신입생을대상으로실시

되어야하나연구실행에있어서현실적인어려움이있으므로재학생기준 10,000명 이상의대규모

4년제종합대학교가운데A종합대학교를선정하여대상대학교의 2013학년도신입생을대상으로

실제대학도서관이용을마치고출구를나오는학생들가운데신입생임을확인하고설문에응한신

입생들을대상으로교육을받은조사원들을통해2013학년도 3월 11일부터 22일까지12일간에걸쳐

523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445명의 설문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Ⅳ.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이연구에서사용한측정도구인 LAS는개발된이래국내외에서오랫동안연구에적용되어왔

으므로도구의신뢰도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지만연구절차상측정도구의신뢰도검정을

도외시 할 수 없어 크론바하의 알파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항목 제거

시알파계수 값이 0.787~0.808까지의값을 가지며, 전체알파계수 값은 0.801로높게나타났다.

2. 응답자의 분포 및 기초통계 분석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표 1>에서와 같이 남학생이 206명(46.7%), 여학생이 239명

(53.7%)으로 여학생이조금 많았으며, 전공별분포를보면인문사회계열 170명(38.2%), 자연과

학계열 188명(42.2%), 예체능계열이 87명(19.6%)으로 자연과학계열이 가장많았으며예체능계

열이 가장 적었다.

조사 응답자의 출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소재지는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출신이 35명(7.9%),

시지역이 410명(92.1%)로시지역출신이많았으며이는중학교와고등학교의소재지에서도비슷

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초ㆍ중ㆍ고등학교 소재지가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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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N %

성 별
남 206 46.7

여 239 53.7

출신 학교소재지

초
읍/면 35 7.9

시 410 92.1

중
읍/면 34 7.6

시 411 92.4

고
읍/면 34 7.6

시 411 92.4

사서(교사) 유무

초
유 288 63.3

무 157 35.3

중
유 311 68.4

무 134 30.1

고
유 322 72.4

무 123 27.6

전공영역별

인문사회계열 170 38.2

자연과학계열 188 42.2

예체능계열 87 19.6

<표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초ㆍ중ㆍ고등학교도서관운영자의유형에관한조사결과는사서교사, 사서가운영자

였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288명(63.3%), 비전문가인 경우는 155명(35.3%)이었고,

중학교 도서관은 사서교사나 사서가 운영자였다는 응답이 311명(68.4%), 비전문가가 134명

(30.1%), 고등학교 도서관은 사서교사나 사서가 322명(72.4%), 비전문가가 123명(27.6%)으로

나타나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순으로도서관의운영자가사서교사나사서가운영하는비율

이높게나타났다. 비전문가항목에서는가장많은유형이일반교과교사가운영하는형태였으며

그 다음이 학부모와 자원봉사자에 의한 운영의 사례가 많게 나타났다.

하위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N) 비율(%) 수(N) 비율(%) 수(N) 비율(%)

사서교사 152 34.2 149 33.5 155 34.8

사서 136 30.6 162 36.4 167 37.5

일반교사 68 15.3 88 19.8 87 19.6

학부모(자원봉사자) 58 13.0 25 5.6 19 4.3

없음 31 7.0 21 4.7 17 3.8

전체 445 100 445 100 445 100

〈표 2〉 조사대상의 학교도서관 운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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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응답자의도서관불안에관한각영역별측정치의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는다음

의 <표 3>에서보는바와같다. 측정된도서관불안에서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이며도서관

에관한지식이평균 3.556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도서관의안락함이 3.1031점, 직원으로

인한 장벽이 2.5747점, 정서적 장벽이 2.4377점이고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이 기계적 장벽으로

2.2981점인것을나타났다. 이는 Bostick의연구에서도서관에관한지식영역이가장높게나타난

바와비슷한수치를보이고있으나 Jiao Onwuegbuzie, Onwuegbuzie Jiao, 장혜란의연구에서는

1.94점, 1.95점, 2.22점으로도서관에관한지식영역이가장낮게나타났다는연구결과와는대조적

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불안측정치의총 평균은 2.79392점으로대학재학생을대상으로한 Bostick 연구에서산

출된평균 2.73점과비교하여비슷한도서관불안수치를보여주고있으며또한, 장혜란의연구에서

신입생을대상으로한 2.54점과는다소높은수치를보였다. 이와같은결과는본연구에서의조사

대상은대학도서관이용교육이라는교육경험이전무하고대학도서관을이용한경험이생소한상

태에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하위영역 최소값 최대값 M SD

직원으로 인한 장벽 1.27 4.47 2.5747 0.67892

정서적 장벽 1.17 4.42 2.4377 0.79657

도서관의 안락함 1.50 4.50 3.1031 0.33925

도서관에 대한 지식 1.00 4.80 3.5560 0.61822

기계적 장벽 1.00 5.00 2.2981 0.85395

전체 1.00 5.00 2.79 0.55738

〈표 3〉 도서관 불안 점수 기초통계

3. 성별과 초ᆞ중ᆞ고등학교의 소재지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분석대상자의개인적배경인성별, 출신 초ㆍ중ㆍ고등학교소재지에따라도서관불안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성별에따른불안감의차이를분석한결과는 <표 4>와같다. 남학생이평균 2.76점이었고, 여학

생이평균 2.83점으로나타나대체로남학생에비해여학생이도서관불안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장혜란의연구에서와비슷한결과를보였다. 그러나독립변인으로서남녀성별이도서관불안

에미치는영향이미치고있는가를알아보기위한 t-검증결과는유의수준이 .134로통계적인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285 -



16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45권 제1호)

하위영역 성별 N M SD t F p

도서관불안
남성 205 2.76 1.28724 -1.50

1
3.357 .134

여성 239 2.83 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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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성별과 도서관 불안 분석

분석대상자들인대학신입생들의출신초ㆍ중ㆍ고등학교의소재지에따른도서관불안의정도

에차이가있는가를알아보기위한분석결과는 <표 5>와같다. 초등학교를읍면지역에서졸업한

학생들은 35명으로불안점수평균이 2.88점이었으며시지역초등학교출신자는 410명으로불안평

균점수는 2.71점으로 시지역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불안점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p<.0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출신 중학교소재지에서도읍면지역출신

학생들은평균점수가 2.89점으로시지역출신학생들의 2.71점보다높았으며통계적으로도 p<.0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출신고등학교에서도읍면지역의학생들이

시지역학생들보다불안점수의평균이높게나왔으나통계적으로는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대

체로 읍면지역보다 시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도서관들이 사서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사후분석 결과 나타났다.

종속변인 학교 소재지 N M SD t F p

도서관불안

초
읍/면 35 2.88 1.46766

-2.044 1.590 .042*
시 410 2.71 1.33054

중
읍/면 34 2.89 1.50054

-2.317 1.856 .021*
시 411 2.71 1.32598

고
읍/면 33 2.90 1.63317

-1.629 2.9639 .104
시 412 2.69 1.3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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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조사대상자의 출신 초･중･고등학교 소재지와 도서관불안과의 분석결과

4. 출신 초ᆞ중ᆞ고등학교 도서관의 사서(교사) 유무와 도서관불안 분석

분석대상자들의출신 초ㆍ중ㆍ고등학교도서관의운영자가사서나 사서교사인경우에도서관

불안점수와의관계를분석한결과는 <표 6>과같다. 출신초ㆍ중ㆍ고등학교도서관에서모두사

서나사서교사가배치되어있는학교들이불안평균점수에서 2.63, 2.67, 2.69점으로 사서나사서

교사가배치되지않은불안평균점수 2.96, 2.92, 2.91점 보다적었으며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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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학교도서관에서사서나사서교사의배치가학생들의도서관불안감

을 낮추는 데 큰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종속변인 학교 사서(교사)
N

사서(교사)
M SD t F p

도서관
불안

초
유 287 2.63 .45

-2.164 1.634 .042*
무 158 2.96 .56

중
유 311 2.67 .91

-1.395 1.206 .002**
무 134 2.92 .50

고
유 322 2.69 .16

-2.457 1.592 .000***
무 123 2.9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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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출신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의 사서(교사) 유무와 도서관 불안과의 분석 결과

5. 초ᆞ중ᆞ고등학교 시절 도서관이용교육 경험과 도서관불안 분석

분석대상자들의출신 초ㆍ중ㆍ고등학교시절도서관이용교육경험에 따른도서관불안점수간

의분석결과는 <표 7>과같다. <표 7>과같이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전반적으로이용교육을받은

경우, 이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신입생보다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학교
도서관이용
교육경험

N M SD t F p

도서관
불안

초
유 110 2.51 .34

1.833 3.760 .002**
무 335 3.08 .23

중
유 124 2.49 .50

1.580 1.901 .004**
무 321 3.09 .19

고
유 127 2.55 .52

1.589 1.730 .002**
무 318 3.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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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용교육 경험과 도서관불안 분석

도서관불안의정도에서보면, 초등학교(2.51)보다는중학교(2.49)에서중학교보다는고등학교

(2.55)에서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은 신입생들이 도서관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크므로고등학교도서관에서체계적인도서관이용교육을실시하

는것이대학도서관에서불안감을낮출수있음이밝혀졌다. 사후분석결과고등학교도서관에서

이용교육을받은학생들이초등학교나중학교에서도이용교육을받은비율이높게나타나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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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경험이누적된결과로나타났다. 그러므로대학도서관의이용자교육교육사서와지역고등

학교도서관사서나사서교사와의협력적도서관이용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으며사서나사서교

사가 배치되지 않은 고등학교 도서관과는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6. 초ᆞ중ᆞ고등학교 시절 도서관활용수업 경험과 도서관불안 분석

분석대상자들의초ㆍ중ㆍ고등학교시절도서관활용수업경험이도서관불안에 미치는바를알

아보기위한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도서관활용수업을경험했다고응답한수에서는중학교

시절에 281명(68.1%)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이초등학교시절로 277명(62.2%), 고등학

교시절이 271명(60.9%)으로나타나도서관활용수업을경험하지않은학생보다도경험한학생들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도서관불안평균값에서는고등학교가 2.45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2.50점, 중학교가 2.57점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학교
도서관활용수

업경험
N M SD t F p

도서관
불안

초
유 277 2.50 .93

1.564 4.561 .000***
무 168 3.06 .45

중
유 281 2.57 .89

1.533 4.269 .000***
무 163 3.01 .46

고
유 271 2.45 .95

1.013 4.276 .035*
무 173 3.1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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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활용수업 경험과 도서관불안 분석

통계적으로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모든경우에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이와 같은결과는그동안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의영향으로기존학교도서관들의시설과

자료라는환경이크게개선되었다는점이크게작용했을것으로판단되며사후분석결과, 단순한

도서관활용수업이주를이루고있어향후밀착형도서관활용수업으로의질적전환을도모할필요

가 있다.

7. 독립변인들과 도서관불안 분석

분석대상자들의 독립변인들인 학교(공공)도서관 이용,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활용수업이 종

속변인인 도서관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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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와 같다. 학교도서관 이용에 관한 독립변인은 B값이 -.475에 표준오차(SE)값이 .040으로

β값 -.491에서 t값이 –8.860으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독립변인은 B값이 -.275에 표준오차(SE)값이 .065으로 β값 -.199에서

t값이–4.262으로유의수준 p<.001에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공공)도서

관이용교육에관한독립변인은 B값이 -.417에표준오차(SE)값이 .056으로 β값 -.336에서 t값이

–7.489으로유의수준 p<.001에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도서관도서관활용

수업에관한독립변인의경우에도 B값이 -.460에표준오차(SE)값이 .060으로 β값 -.344에서 t값

이–7.700으로유의수준 p<.001에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러한분석

결과는 도서관불안의 감소에 있어서 독립변인들인 학교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 이용, 학교(공

공)도서관이용교육, 학교도서관활용수업들이많으면많을수록도서관불안감이감소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구 분 B S.E. β t p △R² F

독
립
변
인

ᆞ학교도서관 이용 -.475 .040 -.491 -8.860 .000*** .241 40.664

ᆞ공공도서관 이용 -.276 .065 -.199 -4.262 .000*** .039 18.167

ᆞ학교(공공)도서관 이용교육 -.417 .056 -.336 -7.489 .000*** .113 26.081

ᆞ학교도서관활용수업 -.460 .060 -.344 -7.700 .000*** .118 2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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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독립변인들의 도서관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우리나라대학신입생들이대학입학이전의도서관노출경험이대학도서관이용시

불안감의감소에영향을미치는가를검정하기위한연구로대학입학이전의도서관노출경험을

조사하였고대학도서관이용시불안수준을파악하고분석을통하여도서관노출경험과도서관

불안과의관계를통하여학교도서관과대학도서관에서협업적인도서관불안해소방안을제시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불안을측정하는LAS를통해측정한본연구에서의도서관불안평균은 2.79점으

로 Bostick(1992)의 2.73점보다약간높거나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장혜란(2006), 오의경

(2011)의 도서관 불안 평균보다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서관불안의하위영역별 평균을살펴보면, 도서관에관한지식에관한장벽이 3.56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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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영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관의 안락함 장벽, 직원으로

인한장벽, 정서적장벽, 기계적장벽순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대학도서관이용자들이기계적장

벽으로인한불안은낮으나도서관에관한지식, 도서관직원으로인한장벽이상대적으로높게나

타났다. 외국의경우 직원으로인한장벽이낮아지고있다는경향과비슷한사례를보여주고있다.

셋째, 신입생들의성별과초 중 고등학교의소재지에따른도서관불안감에유의미한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도서관 불안이 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신입생들의출신초 중 고등학교의소재지가읍면지역보다는시

지역출신의신입생들이도서관불안감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음이확인되었다. 사서

나사서교사의배치가읍면지역보다는시지역에배치된비율이높은것과상관이있음이회귀분

석결과 확인되었다.

넷째, 사서(교사)가 있었던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불안감이 낮았으며,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도서관이용빈도, 그리고도서관활용수업의경험이많을수록도서관불안감이낮게나타나통계

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가있음이확인되었다. 사서(교사)가 가장많이배치된학교급은고등학

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서관 이용교육의 통계에서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순으로이용교육을이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도서관활용수업의경험에

있어서는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순으로많았으며대학진학에준비등의영향으로다소입시

부담이 없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도서관활용수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대학도서관의불안감해소에학교도서관과공공도서관에서의경험노출이통계적으로

매우유의미한상관을보이고있으나공공도서관보다는학교도서관의경험노출이더크게영향

을미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이는공공도서관이학교도서관을지원하거나협력하는정

책사례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검증자료라고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지식에대한장벽에있어서도서관불안감이가장크게나타나대학의교양과목에

학술정보활용법, 도서관활용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통한 도서관이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의불안감해소에고등학교도서관노출경험과긴밀한연관이있다는것과관

련하여대학도서관이지역의고등학교도서관사서(교사)들과연계한프로그램을모색할여지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전체대학교의신입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기보다는 1개의 대학도서관

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이전의 도서관 노출 경험이 대학도서관 이용시 불안감 감소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을 뿐이므로 보다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수 대학교의

신입생들로 설문 대상 표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 불안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대학도서관에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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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의도서관경험노출이중요하므로학교도서관에사서(교사)의배치를확대하고밀도

있는도서관이용교육, 일반 교과목과연계된도서관활용수업등을활성화시킬것과함께학교도

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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