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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개인이 수용하여 활용하는 과정에 향을 미치는 변인과 변인 간의 

계를 표 한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을 바탕으로 교과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도서 활용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을 수용하는 변인과 각 변인 간의 계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함으로써 도서 활

용수업을 수용하는데 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 이 있다. 이에 , ,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과교사 

30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AMOS 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첫째,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의 성과기 , 사회  향은 수업 의도에 향을 미쳤다. 둘째, 도서 활용

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행 의도는 사용 행 에 향을 주었다. 셋째,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의 

사회  향이 행 의도에 미치는 계에 인지된 험이 조  효과를 나타냈다.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기 , 사회  향, 인지된 험의 측면에서 도서 활용수업 활성화를 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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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es for subject teach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BI by establishing a relationship model between the acceptance variable 

and the variable for LBI and verifying with a structural equation based on the UTAUT model 

tha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utilizing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erformance 

expectancy and social influence of the subject teachers on LBI influenced the intention of teaching. 

Second, behavioral intention affected use behavior. Third, there were moderating effects of LBI 

perceived risk level on the relationship of subject teachers’ social influence on LBI to behavioral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above, performance expectancy, social influence, and perceived 

risks should be considered for activating LBI of subject teachers.

KEYWORDS : Library Based Instruction(LBI), Subject Teacher, Teacher Librarian,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UT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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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변화하고 교육이 변화함에 따라 학교도서 은 그 역할과 요성을 달리해 왔다. 지식정

보사회를 넘어 4차 산업 명에 의한 지능정보사회로 사회가 변함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

의 삶을 개척하고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교육의 방향이 바 고 있다. IFLA(2015)는 

학교도서 은 자원기반 역량, 사고 기반 역량, 지식 기반 역량, 독서  리터러시 역량, 개인 상호 

작용 역량, 학습 리 역량 등을 통해 교육과정과 통합한 교육 로그램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으

며, 한국도서 회(2013)는 정보사회  평생학습 사회에 능동 으로 처하여 학교의 교육 목

표 달성에 기여하고, 정보 자원의 활용 과정을 통하여 탐구능력, 창의력, 상상력,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필수 교육 기 으로 학교도서 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학교도서 은 교양 독서나 교

수․학습자료의 단순한 제공 등에 그쳤으나, 최근 지식정보사회의 등장과 창의  사고능력 신장

을 한 교육이 두되면서 학교도서 은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 등 교육 서비스의 역할

과 이와 련된 다양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시  변화에 부합하는 학교도서 의 운 을 해서는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교사, 학생 등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이 학교도서 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한 가치와 요

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도서 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학교

도서 의 교육  역할과 가치를 실 하고, 학교도서 의 교육  존재 가치를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서 도서 활용수업이 있다. 

도서 활용수업은 교육  요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도서 의 교육  역할을 확 하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

양하기 해 도서 활용수업의 활성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도서 활용수업의 실행에 있어 

학교도서 의 교육 주체인 사서교사의 수업 능력, 도서 활용수업 지원에 한 의지  태도 등도 

요하지만, 교과교사가 도서 활용수업의 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보편 인 수업 방법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이 가장 요하다. 따라서 도서 활용수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도서 활용수업의 실천 과정에서 교과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을 수업 기술로 수용하거나 수용

하지 않는 원인과 수용하는 데 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계를 규명하여 이에 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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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과 방법

새로운 기술이나 신 인 아이디어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곧바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도우즈 업데이트 버 이나 최신 스마트기기가 등장하여도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고 

의 익숙하게 사용하던 것을 그 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그러하다. 정보기술수용 이론이란 ‘새로

운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을 맞추어, 새로운 기술이나 신 인 아이디어

를 개개인이 어떻게 수용하며, 수용 과정에 미치는 요인과 그 과정을 밝히려는 연구이며, 이와 

련된 정보기술수용 모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정보기술수용 모형은 IT나 경 학 분야에서 정보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

되는 모형  하나로, 기술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여, 정보기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와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데 향을 미치는 변인과 특징을 찾는 데 목 을 두고 있다(Davis 1989, 320). 

최근에는 학교교육 분야에서 학생, 교사들을 심으로 정보기술이 수용되는 상을 분석하기 하

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e-learning, 스마트 교육, 로 활용교육 등의 분야에서 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수용 모형의 최근 버 이라 할 수 있는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기술수용 요인을 바탕으로 교과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을 수용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다양한 정보기술수용 모형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을 용한 이유는 정보기술의 

수용 요인을 가장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며, 요인 간의 계  조  요인을 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도서 활용수업의 수용 구조를 밝히는데 가장 합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

기술을 개개인이 수용하여 활용하는 과정에 향을 미치는 변인과 변인 간의 계를 표 한 통합정

보기술수용 모형을 바탕으로 도서 활용수업에 한 수용 변인과 변인 간의 계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여, 도서 활용수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Ⅱ. 이론  배경

1. 도서 활용수업

도서 활용수업(Library-Based Instruction: LBI)은 교수․학습의 목표를 향상시키기 하여 

학교도서 의 공간, 자료, 시설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의미한다(이병기 2017, 

399).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의 과정에서 있어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수업을 

의미하는 포  개념이며, 학교도서 에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력 수업은 도서 활용수업에 

포함되는 개념이다(이병기 2006, 5). 도서 활용수업은 교과교사가 사서교사의 특별한 도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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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 에서 수업을 개할 수도 있으나 사서교사의 력과 지원이 있을 때 가장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력에 의한 도서 활용수업의 형태를 특별히 

도서 력수업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얻은 도서 활용수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활용수업은 구성주의 학습을 기반으로 한다. 학생 스스로가 학교도서 의 인쇄, 

상, 자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 과제 설정, 정보 검색, 

정보 분석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수업에 용하여 교과교사는 교과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사서교사는 학교도서 의 물리  자원과 교수 역량을 활용하여 정보활용능력 신장 달성을 목표로 

한 자원기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송기호 2016, 6). 

둘째, 도서 활용수업은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한 수업 방법이다. 제 4차산업 명이 

도래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과 연결의 세계는 모든 분야를 융복합시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속한 변화를 요구한다. 표 화, 정형화, 규격화된 학생들을 양성하는 기존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는 창의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미래 교육에 한 사회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 도서 활용수업은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력과 동

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서진원 2011)이기에 미래사회를 비하기 한 최 의 

방법이다.

셋째, 도서 활용수업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합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도서 활용

수업은 학교의 교수․학습을 지원하여 교육활동의 성과를 극 화함으로써 교육목표를 효율 으

로 달성하기 한 교수․학습 활동이다(김종성 2007). 학생들은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학습 태

도, 정보활용능력, 독서 습 , 자기효능감 등의 다양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강 숙 2013; 

김승희, 홍세희 2016). 이러한 도서 활용수업의 효과는 교육 문제가 복잡해지고 정보가 증가하는 

상 속에서, 사회  요구에 맞는 수업을 만들기 한 필수  교수․학습방법이 되도록 작용한다

(Montiel-Overall 2005a, 24-25). 

넷째, 도서 활용수업은 교육부 등의 주요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한다. 2002년 교육인 자원부는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 방안(2003∼2007)을 발표한 후, 학교도서  진흥 1차 기본 계획(2008∼

2013), 학교도서  진흥 2차 기본 계획(2014∼2018), 학교도서  진흥 제 3차 기본 계획(2019∼

2023)을 통하여 학교도서 이 교육과정 지원을 한 교수․학습 센터로 운 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선택, 

조정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 사회가 차 정보 

사회로 변화함에 따른 것으로,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을 습득, 암기하는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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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다(노동조, 신화정 2012). 

2. 통합기술수용모형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United Thoey of Acceptance and Use od Techology: UTAUT)은 

Venkatesh et al.(2003)이 인간의 정보기술 수용 과정 행 에 향을 미치는 계를 탐색하기 하

여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바탕으로 동기모형(Motivational Model), 

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TAM-TPM 

통합이론(C-TAM & TPM), PC활용모형(MPCU) 등의 다양한 이론과 모형을 종합하여 재구

성한 것이다. 

통합정보기술수용의 모형은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3가지 변수(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와 사용 행 에 향을 주는 1가지 변수( 진 조건) 그리고 성별, 나이, 경험, 사용의 

자발성의 4가지 조 변수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모형화하 다.

<그림 1>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Venkatesh et al. 2003, 447)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은 행 의도에 향을 미치고, 

진 조건은 사용 행 에 향을 미친다. 이때 성별, 나이, 경험은 행  의도를 조 하는 변인으로 

사용이 되고, 사용의 자발성은 사회  향이 행  의도에 향을 조 하는 변인으로 사용된다.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은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 으며, 체 으로 

약 70%의 설명력이 있음을 확인하 다(Venkatesh et al. 2003).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에서 제

시한 성과 기  변인은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직무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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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정도로 정의되며, 인지된 유용성, 외재  동기, 직무 합성 등의 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력 기  변인은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련된 용이성의 정도로 정의되며, 인지된 용이

성, 복잡성, 사용 용이성 등의 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향 변인은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인식하는 정도로써 주  규범, 사회  

향, 이미지 등의 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 조건 변인은 개인이 시스템 사용을 이용하

는데 있어 조직 ․기술  기반 인 라가 갖춰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써 인지된 행동 특성, 진 

조건, 호환성 등으로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변인 정의 하  개념 련 이론

성과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직무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정도

인지된유용성 TAM

외재  동기 MM

직무 합성 MPCU

상  이 IDT

결과 기 SCT

노력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련된 

용이성의 정도

인지된 용이성 TAM, C-TAM/TPB

복잡성 MPCU

사용 용이성 IDT

사회  향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인식하는 정도

주  규범 TRA

사회  요인 MPCU

이미지 IDT

진 조건

개인이 시스템 사용을 이용하는데 있어 

조직 ․기술  기반 인 라가 

갖춰져 있다고 믿는 정도

인지된 행동 특성 TPB, C-TAM/TPB

진 조건 MPCU

호환성 IDT

<표 1> UTAUT 구성요인(Venkatesh et al. 2003; 박태연, 남재우 2017)

도서 활용수업이 하나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용되기 해서는 교과교사들의 도서 활용수

업에 한 인식을 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교 장에서는 수업에 용할 수 있는 다양

한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 있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며, 도서 활용수업이 교사

와 학생에게 효과 인 교수․학습 방법일지라도 용을 해서는 장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기반

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우윤희, 김종성, 이용구 2013).

3. 인지된 험

인지된 험(perceived risk)은 Bauer(1960)가 처음 소개한 용어이며, 마  분야에서 신 

항과 연 된 개념으로 구매에 뒤따르는 손실에 한 인식 정도(Peter and Ryan 1976, 185)를 

의미한다. 인지된 험은 포  수 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를 채택했을 때 수용자가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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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한 지각 정도(성동규 2009, 389)이며, 특정 상이나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서 그 결과를 측할 수 없을 때 행 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이다(이미숙 2007, 2514). 인지된 험에 

따르면 실 으로 험이 존재하는 경우, 행 자가 험을 주 으로 인지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행 에 한 경험과 지식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험을 감소시키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한 동기가 높을수록 행  의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Ward and Lee 2000). 

이와 같이 인지된 험은 수용자의 신 항을 높이며 기술의 수용  채택을 해하는 요소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Ram 1987; Ram and Sheth 1989; 이미숙 2007; 성동규 2009). 

이에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을 근간으로 하되, 인지된 험 요인을 인식 수 을 조 하는 변인

으로 추가하여 도서 활용수업의 수용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가설설정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 정보기술수용 모형에 비해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을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정보기술

수용 모형은 다양한 수용 요소들을 담고 있기에 도서 활용수업의 수용과정에 한 높은 설명력

을 보일 것으로 단한다. 한 인지된 험은 각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이 도서 활용

수업의 행 의도에 향을 조 할 수 이에 련 변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성과 기 는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행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노력 기 는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행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회  향은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행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 진 조건은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사용 행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5. 교과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행  의도는 사용 행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6. 성과 기 와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행  의도의 향 계에 있어 인지된 험이 

조 작용을 할 것이다.

H7. 노력 기 와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행  의도의 향 계에 있어 인지된 험이 

조 작용을 할 것이다.

H8. 사회  향과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행  의도의 향 계에 있어 인지된 험이 

조 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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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2. 변수의 조작  정의

가. 성과기

수업에 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들은 교사들의 수업 방법 변화에 한 의지와 태도가 

선행되어야 실질 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 록, 정미 , 김재  2013). 미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하에 교육부는 수업 방법 신, 민주시민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신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 한 이와 같은 정책의 하나로 함께 추진되

고 있다(교육부 2019, 1). 교육부를 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정책 수립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용할 것을 요구하며, 교과교사들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 외에 도서 활용수업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용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학생

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 를 가질 수 있다(양소라, 2010).

Venkatesh et al.(2003)은 성과기 를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직무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정도’로 정의하 다. 이에 성과기 의 세부 측정요인으로 제시한 ‘인지된 유용성, 외재

 동기, 직무 합성, 상  이 , 결과 기 ’를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성과기 의 측정 요인인 ① 인지된 유용성을 ‘도서 활용수업을 통한 교육목표(과정) 달성의 

효과 인식 정도’로 ② 외재  동기를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생의 수업 이해 

효과 인식’으로 ③ 직무 합성을 ‘도서 활용수업을 통한 수업 능력 효과 인식’으로 ④ 상  

이 을 ‘기존 수업 방법 비 수업 방법 개선 효과 인식’으로 ⑤ 결과 기 를 ‘도서 활용수업을 

통한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인식’으로 정의하 다. 최종 으로 의 변수를 토 로 성과 기

를 ‘도서 활용수업을 하는 것이 교수․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정도’

라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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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력기

이용자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기술에 한 큰 항 없이 정

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선화, 송기호(2017)는 국어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경험과 인식에 한 연구에서 교사들의 심  의견이 ‘도서 활용수업이 힘에 부침’이라는 결과

를 얻어냈다. 한 노동조, 신화정(2012)은 교과교사들이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도서 활용

수업을 어려워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을 고려해볼 때 교과교사들이 

시간과 방법에 있어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도서 활용수업을 

인식한다면 도서 활용수업에 한 정  인식과 사용 행 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Venkatesh et al.(2003)은 노력기 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련된 용이성의 정도’로 정의

하 다. 이에 노력기 의 세부 측정요인으로 제시한 인지된 용이성, 복잡성, 사용 용이성을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정의하 다. 

노력기 의 측정요인인 ① 인지된 용이성은 교사가 ‘도서 활용수업을 수업에 쉽게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 ② 복잡성은 ‘도서 활용수업을 수업에 용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③ 사용 용이성은 ‘교사가 도서 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 최종 으로 의 변수를 토 로 성과 기 를 ‘도서 활용수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고 믿는 정도’라 정의하 다.

다. 사회  향

학교 조직에서 교사, 교장(감) 등의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지원은 특정 수업 방법을 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학교 조직 문화는 학교의 철학, 가치뿐만 아니라 태도, 규범, 의사소통 등 학교 

구성원들의 상징  행 의 총체이기 때문이다(Owen 2001, 152-154).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

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이 변화되며 실제 수업 장에서의 변화 요구도 

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교육 정책에 한 학교 구성원들의  공유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김태온, 우연경, 이재진 2017, 500). 이러한 상을 고려해볼 때, 학교 

구성원들이 교수․학습 방법 신에 한 공통된 과 이에 한 믿음이 있다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교실수업에서 용되며 수업의 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Venkatesh et al.(2003)은 사회  향을 ‘자신 주변의 요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 

사회  향의 측정요인으로 제시한 주  규범, 사회  향, 이미지를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측정요인인 ① 주  규범을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리자)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육  기 ’ ② 사회  향을 ‘ 리자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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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미지를 ‘주변 교과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 용에 한 인식’으로 정의하 다. 최종 으로 

의 변수를 토 로 사회  향에 한 정의를 “도서 활용수업의 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 학교 구성원의 믿음”이라고 정의하 다. 

라. 진 조건

학교 시설은 교육과정 운 에 합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 활동에 직간 인 향을 

주며,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교육과정 운 , 교사의 수업 비  의에도 교수․학습 

공간 유형  규모는 교육에 요한 향을 미친다(박 숙 외, 2009). 도서 활용수업이 갖는 

자료 기반 학습으로서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학교도서 의 자료, 인 자원, 공간 등은 도서 활용수

업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Venkatesh et al.(2003)은 진요인을 ‘개인이 시스템 사용을 이용하는 데 있어 조직 , 기술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 다. 이에 측정요인으로 제시한 인지된 행동 특성, 

진조건, 호환성을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정의하 다. 

측정요인인 ① 인지된 행동 특성은 ‘학교도서 의 자료, 시설 등의 물리  자원이 도서 활용수

업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정도’ ② 진 조건은 ‘도서 활용수업을 한 연수 등의 교육 환경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정도’ ③ 호환성은 ‘기존의 수업 방법과 도서 활용수업이 유사하다고 인식하

는 정도’로 정의하 다. 이에 최종 으로 의 변수를 토 로 진 조건을 “도서 활용수업을 하

는데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마. 인지된 험

Ram(1987)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련한 신 항모형을 제안하며 인지

된 험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신에 한 항이 높다고 제시하 다. 마찬가지로 도서 활용

수업을 수용하는데 있어 교과교사들이 인지하는 험의 수 과 요소는 각기 다르며, 이러한 불확

실성에 한 인식은 수용의도에 향을 다. 도서 활용수업을 경험하고 지식을 갖춘 교사일수

록 도서 활용수업에 한 인식과 의지가 높아진다(신윤정, 김기  2018, 255)는 연구결과와 같

이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경험과 지식의 수 이 높을수록, 도서 활용수업에 한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도서 활용수업의 수용이 높아질 것이며 이와는 반 로 도서 활용수업에 

한 경험과 지식의 수 이 낮을수록, 도서 활용수업에 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도서 활용수

업에 한 수용이 낮아진다고 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된 험의 개념을 학교 장에 용한

다면 교사들이 교과 수업에서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지 고려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확

실성이라 할 수 있다. 특정 교수․학습 방법을 실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험 요인이 존재함을 고려하게 되고, 이러한 험 요인은 교사들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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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인지된 험을 교과교사가 ‘도서 활용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실에 

해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 

바. 행 의도  사용 행

합리  행 이론을 주장한 Fishbein and Azen(1975)은 의도를 ‘행 를 수행하려는 의도의 

강도’라고 정의하 다. 행 자의 강한 의도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을 제시한 

Venkatesh et al.(2003)은 행  의도는 사용 행 에 매우 높은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를 제시하 으며, 다양한 수용모형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분 의도와 사용 행 는 매우 높은 

유의미한 계가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  의도를 사용 행 와 연 된 자발  심리 

상태라는 바탕 하에 ‘교과교사들이 교수․학습방법으로 수업에 용하고자 하는 인식 정도’로 정

의하 으며, 사용 행 는 ‘교과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을 수업에 용한 정도’로 정의하 다. 

3. 설문 도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교과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UTAUT의 요인을 이용하여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요인, (도서 활용수

업) 행  의도, (도서 활용수업) 사용 행 의 6가지 역으로 설문도구를 구성하 다. 

모든 변수는 학생들의 설문 능력에 따라 7  척도로 측정하 다. 측정도구들의 합성을 확인하

기 하여 교과교사 3명, 사서교사 3명  문헌정보학 공 교수 1인과의 면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 다. 

의 조작  변인을 정리하여 통합정보기술수용 모형 심의 도서 활용수업 수용 변인 항목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구성 요인 용 세부 요인 측정항목

성과 기

도서 활용수업을 하는 것이 

교수․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정도

인지된 유용성 도서 활용수업의 교육 목표 달성 효과

외재  동기 학생의 수업 이해 효과 증진

직무 합성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

상  이 기존 수업 비 수업방법개선 효과

결과 기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노력 기
도서 활용수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인지된 용이성 도서 활용수업 진행의 용이성 인식

복잡성 도서 활용수업 과정의 복잡함

사용 용이성 교사의 도서  이용에 한 용이성 

<표 2> 도서 활용수업 수용 변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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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상  자료 수집

본 연구를 하여 사서교사가 배치된 국 , , 고등학교의 교과교사 300명을 모집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하 으며, 설문 

상자의 일반  사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자 191 63.7

학교

등 104 34.7

남자 109 36.3 등 103 34.3

연령

20 37 12.3 고등 93 31

30 149 49.7

지역

특별 126 42

40 77 25.7 소도시 102 34

50  이상 37 12.3 읍면 72 24

<표 3> 설문 상자의 일반  사항

구성 요인 용 세부 요인 측정항목

사회  향

도서 활용수업의 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구성원의 믿음

주  규범
주변 사람(학생, 주변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육  기

사회  요인 리자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인식

이미지
주변 교과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에 수업 용 

인식

진 조건
도서 활용수업에 한 

조직 이고 기술  지원의 

존재를 믿는 정도

인지된 행동 특성 도서 활용수업을 한 환경 조성에 한 인식

진 조건
도서 활용수업을 쉽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에 한 인식

호환성 기존 수업과 도서 활용수업의 유사성 인식

인지된 험

도서 활용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실에 해 인식하는 정도

물리  험

방법  험

결과  험

소요 시간, 비용, 공간 등의 부재

사서교사 부재

필요성 인식 부재

교과 연계성 부족

효과의 불확실성

행  의도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정도

도서 활용수업 수업 용 의도

사서교사에 도서 활용수업 요청 의도

도서 활용수업의 타인에 권유 의도

사용 행 도서 활용수업의 실행 경험

도서 활용수업 계획 경험

도서 활용수업 실행 경험 

사서교사와의 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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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와 같이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을 살펴보면, 남자 109명(36.3%), 여자 191명(63.7%)

으로 조사되었다. 나이의 경우 30  149명(49.7%), 40  77명(25.7%), 20  37명(12.3%), 50  

이상 37명(12.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의 경우 등학교 104명(34.7%), 학교 103명

(34.3%), 고등학교 93명(31%)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은 특별( 역)시 126명(42%), 소도시 102명

(34%), 읍면 72명(24%)으로 표집되었다. 

가. 요인별 기술 통계  상 계 분석

먼  기술통계에서는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종속 변수의 일반 인 경향을 악하 고, 이

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요인 문항
체

왜도 표 오차 첨도 표 오차
평균 표 편차

성과 기 Q.1.1-1.5 6.059 .051 -1.021 .141 1.970 .281

노력 기 Q.2.1-2.4 4.820 .077 -.088 .141 -.662 .281

사회  향 Q.3.1-3.5 5.425 .060 -.438 .141 .028 .281

진 조건 Q.4.1-4.5 5.395 .058 -.533 .141 .004 .281

행  의도 Q.5.1-6.5 5.875 .064 -.869 .141 -.036 .281

사용 행 Q.6.1-6.4 4.294 .087 -.445 .141 -.411 .281

인지된 험 Q.7.1-7.10 4.137 1.048 -.386 .141 .243 .281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측정 변수들의 평균은 성과기 (M=6.059), 의도(M=5.875), 

사회 요인(M=5.425), 진요인(M=5.395), 노력기 (M=4.820), 행동(M=4.294), 인지된 

험(M=4.137) 순으로 나타났다. 

한, 수집된 자료의 정규 분포를 악하기 하여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 다. 자료의 정규성 

검정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 으며 정규성 항목  왜도와 첨도를 통해 

악하 다. 본 연구의 응답 자료 정규성 검토 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의 경우에 -1.021

∼-.088, 첨도의 경우에 -.662∼1.970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 조건, 행  의도  사용 행 , 인지된 험의 계 상

계 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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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성과기 노력기 사회  향 진요인 행 의도 사용행 인지된 험

성과

기

상 계수 1

p 　

노력

기

상 계수 .458** 1

p .000 　

사회

향

상 계수 .546** .544** 1

p .000 .000 　

진

조건

상 계수 .327** .358** .315** 1

p .000 .000 .000 　

행

의도

상 계수 .563** .349** .430** .317** 1

p .000 .000 .000 .000 　

사용

행

상 계수 .327** .601** .468** .192** .364** 1

p .000 .000 .000 .001 .000

인지된

험

상 계수 .149** .297** .254** .273** .270** .263** 1

p .01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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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요인별 상 계 분석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기 ․노력기 ․사회 요인․ 진요인과 행동 의도의 경우 

r=.563, r=.349, r=.430, r=.364, r=.317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p<.01). 한 성과기

․노력기 ․사회 요인․ 진요인․행  의도와 사용 행 는 r=.327, r=.601, r=.468, r=.192, 

r=364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p<.01). 조 변인으로 설정한 인지된 험은 다른 요인들과 

역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미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여 역코딩을 실시하 고, 가설로 

연계된 변인인 성취기 , 노력기 , 사회  향, 행  의도 행동에 있어서 각각 r=.149, r=.297, 

r=.254, r=.270, r=.263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p<.01). 

나. 측정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변수들의 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주성분 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으며, 요인회 에 있어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직교회

(varimax)법을 이용하 다. 련변인에 한 변수들 간의 상 계를 통한 표본 합도를 나타내

는 KMO(Kaiser-Meyer-Olkin)검증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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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신뢰도

(Cronbach`s α)

행 의도(Q6.5) .810 .269 .166 .238 .165 .039

.936

행 의도(Q6.2) .802 .223 .178 .170 .236 .073

행 의도(Q6.4) .801 .275 .171 .110 .093 .018

행 의도(Q6.1) .788 .352 .110 .187 .141 .049

행 의도(Q6.3) .778 .379 .117 .184 .089 .066

성과기 (Q1.1) .211 .850 .112 .168 .070 .045

.915

성과기 (Q1.2) .307 .817 .180 .179 .078 .114

성과기 (Q1.3) .274 .795 .124 .148 .146 .086

성과기 (Q1.5) .362 .685 .143 .183 .044 .077

성과기 (Q1.4) .428 .649 .209 .188 .039 .007

노력기 (Q2.2) .100 .110 .826 .224 .185 .061

.908
노력기 (Q2.3) .201 .216 .815 .114 .230 .003

노력기 (Q2.1) .126 .146 .798 .268 .234 .096

노력기 (Q2.4) .216 .202 .740 .195 .188 .032

사회  향(Q3.2) .320 .169 .132 .795 .149 .054

.840
사회  향(Q3.3) .173 .250 .232 .775 .031 .129

사회  향(Q3.4) .054 .210 .240 .720 .235 .056

사회  향(Q3.1) .333 .136 .198 .584 .192 -.055

사용행 (Q7.3) .100 .149 .210 .130 .818 .007

.810
사용행 (Q7.1) .213 -.049 .325 .126 .746 -.049

사용행 (Q7.4) .137 .167 .062 .299 .699 -.014

사용행 (Q7.2) .141 .026 .462 -.022 .623 .044

진조건(Q4.1) .054 .085 -.004 .057 .043 .930

.872진조건(Q4.3) -.001 .048 .078 -.005 .007 .895

진조건(Q4.2) .082 .072 .053 .082 -.060 .836

KMO 표본 합도=.901 (근사 카이제곱)=5648.219 df=300 유의수  .000

<표 6> 탐색  요인 분석  문항 신뢰도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표본 합도인 KMO=.901, Bartlett 구형성 검증 =5648.219 

(df=300, p=.000)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KMO값이 .5 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경우 p값이 유의수  .1 이하이면 요인 분석을 해도 괜찮은 정도의 상 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 분석에서 련요인들의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5 이상을 기 으로 하 고, 

요인 재값이 .5 미만인 요인 1개(사회  향 5)와 결과에 따라 2개 이상 요인에 복으로 부하된 

2개 문항( 진 조건 4, 5)을 삭제하 다. 이에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련 변인을 설명

하는 요인은 6개가 추출되었으며 요인을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75.656%로 나타나 측정항목

들의 타당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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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 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분석에 사용한 설문문항에 한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 고, 성과기  .915, 노력기  .908, 사회 요인 .840, 진요인 .872, 행 의도 .936, 

사용행  .810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7 이상인 경우 수용 합, .8 이상의 경우 

수용하기 좋은 결과로 해석된다. 각 요인은 모두 .8 이상의 값을 보여 내  일 성을 확보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 확인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합지수인 카이자승()과 자유도(DF), SRMR(Standarded RMR),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oximation)를, 증분 합지수로는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간명 합지수로 PNFI 

(Parsimony NFI), PCFI(Parsimont CFI)를 이용하여 사용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분 분석결과 합도 기 합여부

 부합 지수

CMIN/p값 710.067/.00 p>.05 부 합

SRMR .052 0.1 합

CMIN/DF 2.731 3 이하 합

증분 합 지수

RMSEA .076 .08 이하 합

NFI .878 .9 이상 부 합

CFI .919 .9 이상 합

간명 합 지수

IFI .919 .9 이상 합

PNFI .761 .5 이상 합

PCFI .796 .5 이상 합

<표 7> 확인  요인 분석 모형 합도

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  요인 분석에 의한 측정도구의 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부합지수인 =710.067 p=.000, CMIN/DF=2.731, RMSEA=.0076으로 나타났으며, 

CMIN/를 제외한 나머지 합도는 기 을 충족하 다. 증분 합지수인 NFI=.878, CFI=.919, 

IFI=.919로 NFI의 경우에는 합도 기 치에 미치지 못하 으나 나머지 다른 수치의 경우 부분 

합하게 나타났다. 간명 합 지수인 PNFI=.761, PCFI=.796으로 모두 합도는 기 치 이상으

로 나타났다.  검증의 경우 동일 모형에 동일한 행렬자료라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값이 변하

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에 으로 의존하기보다 여러 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배병렬 2017, 194). 따라서, 9가지의 합지수  7가지를 충족하 기에 확인  

요인 분석에 따른 측정모형의 합도는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정보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교과교사의 도서관활용수업 수용 요인에 관한 연구

- 139 -

2. 모형 검증

구조 방정식 모형(SEM)을 이용하 고, 변수들 간의 인과 계  상 계를 검증하기 한 

통계기법으로서 계수 추정을 하여 최 우도추정치(Maximum Likelihood)법을 사용하 다. 연

구모형의 경우에 합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 기모형의 경우에 수치가 합도에 미치지 않았다. 

다  상 제곱인 값인 SMC(Square Multiple Correlations) 값이 기 치인 .4 이하로 나온 측

변수의 오차항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 다. 모두 요인 내 측정오차 상 (within-factor corelated 

mesurement error)으로 사회  향(Q3.3<->Q3.4), 성과기 (Q2_1<->Q2_2), 의도(Q6_4<->Q6_5)

에 해당하는 측변수 사이에 각각 설정하 다. 기 모형과 수정모형의 합도 지수는 <표 8>과 

같다. 

구분
분석결과

합도 기
합여부

기 수정 기 수정

 

부합 

지수

CMIN/p값
1017.08

/.00

734.133

/.00
p>.05 부 합 부 합

SRMR .2177 .0948 .1 이하 부 합 합

CMIN/DF 3.767 2.781 1 이상∼3 이하 부 합 합

증분 

합 

지수

RMSEA .0996 .077 .08 이하 부 합 합

NFI .825 .874 .9 이상 부 합 부 합

CFI .865 .915 .9 이상 부 합 합

간명 

합 

지수

IFI .866 .915 .9 이상 부 합 합

PNFI .743 .769 .5 이상 합 합

PCFI .778 .805 .5 이상 합 합

<표 8> 수정모형의 합도 지수

<표 8>과 같이 부합지수인 SRMR .0948, CMIN/DF 2.781, RMSEA .077, 증분 합지수

인 NFI .874, CFI .915, IFI .915, 간명 합지수인 PNFI .769, PCFI .805로 나타났다. 증분 합지

수인 NFI가 합 우수 기 인 .9에 조  낮지만 타 연구에서는 .8 이상을 우수하지는 않지만 용

가능한 수 으로 제시하 으며, CMIN/p값과 NFI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합도 지수를 만족하

기에 최종모형으로 선정하 다. 

이에 변수 간 인과 계  상 인 향력 크기를 비교하기 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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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표 화 

계수

비표 화 

계수

표

오차
t p

H1 성과기 -> 행 의도 .581 .577 .065 8.918 ***

H2 노력기 -> 행 의도 .071 .043 .064 1.277 .202

H3 사회  향 -> 행 의도 .244 .235 .034 3.661 ***

H4 진조건 -> 사용행 -.027 -.031 .067 -.456 .648

H5 행 의도 -> 사용행 .491 .903 .119 7.589 ***

***p<.001

<표 9> 최종 모형의 인과 계 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H1. ‘성과기  ￫ 행 의도’, H3. ‘사회  향 ￫ 행 의도’, H5. ‘행 의도 ￫ 사용 

행 ’의 3개의 경로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H2. ‘노력기  ￫ 행 의도’, 

H4. ‘ 진조건 ￫ 사용행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간의 인과 계 

 표 화 계수는 H1. ‘성과기  ￫ 행 의도(β=.581, t=8.918)’, H5. ‘행 의도 ￫ 사용행 (β=.491, 

t=7.589)’, H3. ‘사회  향 ￫ 행 의도(β=.244, t=3.661)’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인지된 험의 조 효과를 악하기 하여 다 집단 분석을 실시하 다. 인지된 험은 

험 수 에 따라 , , 고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 다. 다 집단분석을 해 동일성 검증을 실시

하 고, 다음 <표 10>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 △df p TLI CFI RMSEA

비제약모형 1879.858 0.825 0.812 0.824

제약모형 1905.489 25.631 19 .141 0.824 0.815 0.823

<표 10> 인지된 험에 따른 다 집단 분석결과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의 △이 25.631이고 p값이 .141로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된 험군에 따른 세 집단은 모형뿐만 아니라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요인계수의 측정 동일성을 가지므로 다 집단분석이 가능하다. 한 TLI, CFI, 

RMSEA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설검증을 하여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 고, 제약 모형과 비제약 모형의 자유도 변화

에 따른 카이제곱 검증을 통하여 평가되었다. 인지  험에 따라 나타난 다 집단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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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항목
Estimate

/p
채택

여부고

H6 성과기 -> 행 의도 .547*** .752*** .657*** 1.357/.507 기각

H7 노력기 -> 행 의도 -.102 .115 .221* 5.637/.060 기각

H8 사회 요인 -> 행 의도 .365* .037 .083 6.377/.041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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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인지된 험에 따른 다 집단 분석결과

<표 11>의 결과와 같이 사회  향이 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인지  험은 조

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험 수 이 낮은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  

향이 행 의도에 미치는 경로가 .36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련변수와 조 변수에 

따른 최종 가설 검증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가설 검증 모형

3. 분석결과

첫째, 교과교사들이 인식하는 도서 활용수업의 교육  효과에 한 인식은 교과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용하려는 의도에 매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악되었다. 수업 개선에 한 노력을 통해 수업 활동의 효과성을 인식한다면, 교사의 효능감은 

상승하고 이는 순환하여 지속 인 수업 개선 노력으로 이어진다(최원석, 길혜지 2019). 이는 교과

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교수․학습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이 클수록 도서 활용

수업에 한 행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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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서 활용수업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쉽게 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교과의 교수․학

습 방법으로 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 다. 이선화, 송기호(2017)가 

학교 국어교사를 상으로 도서 활용수업 경험과 인식을 분석한 연구에서 도서 활용수업을 

경험한 후 ‘도서 에 한 정서 , 지  근성 높임’, ‘교직에 한 자부심’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이에 교과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을 교수․학습방법으로 인식하

고 실제 용하는 이유는 수업방법으로써 용이성이 아닌, 교육 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교사로

서의 자부심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에 도서 활용수업을 사용하려는 행 의도에 연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도서 활용수업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용하는데 있어 학생, 동료교사, 교장(감)의 인

식과 같은 사회  향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용하려는 의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악되었다. 교사들은 학교가 교사들의 학습 증진을 도모하고 지원과 보상을 아끼지 않을 

때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문성을 발휘한다(허정은 2011). 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의 행동을 

찰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며(송인발, 박주호 2016), 학교 리자가 교사로 하여  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하는 경우 더욱 많은 노력을 한다(정제 , 이희숙 2015). 이와 같이 교과

교사들은 학생, 교사, 교장(감)으로 구성된 학교교육공동체에 향을 많이 받으며, 도서 활용수

업에 한 이들의 심과 기 는 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채택하려는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도서 활용수업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용하는데 있어 진 조건(시설, 자료, 연수)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도서   도서 활용수업에 한 

근 향상을 하여 학교도서  한 시설과 장서와 같은 인 라 조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최근 연구(소병문, 송기호 2018)에 반하여, 진 조건은 교과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의 사용 

행 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섯째, 교과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행  의도는 사용행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활용수업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행  의도는 

도서 활용수업의 실제  행 로 이어지는데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인지된 험이 사회  향과 행  의도에 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과교사들의 인지된 험이 낮은 경우 사회  향이 행  의도에 향을 

미치지만, 인지된 험이 높아지며 사회  향은 사용 의도에 향을 주지 못하 다. 즉, 도서

활용수업에 한 인지된 험이 낮은 경우 학생, 교사, 교감(장)의 지원과 기 를 통해 행

의도로 연결될 수 있지만, 도서 활용수업에 한 인지된 험을 갖고있는 경우, 수업 용에 

한 높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갖게 되어 도서 활용수업 행  의도로 연계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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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도서 활용수업은 학교도서 의 교육서비스의 핵심이다. 한 학교도서 에 교사들이 수업하

러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수업 목 을 한 방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 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최선이며, 최고의 방법이다. 교과에는 교과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

습 방법이 존재하며, 지 도 계속 으로 방법  측면에서 교수 활동은 발 해 나가고 있다. 사서교

사가 학교도서  교육서비스의 제공자라면, 교과교사들은 도서 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도서 활

용수업을 교수․학습활동에 용하는 최종 이용자이다. 즉, 도서 활용수업이 교과교사들에게 최

선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정착되기 해서는 이용자 요구 측면에서 도서 활용수업 수용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과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논의는 매우 한정

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통합정보기술수용모형을 용하여 교과교사가 수업에 도서 활용

수업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용하려고 하는 의도와 사용 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

간의 계를 분석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교과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에 한 효과성을 

인식하고, 자기 주변의 교사, 학생 등이 도서 활용수업에 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도서

활용수업에 한 불확실성이 을 때 도서 활용수업에 한 수업 의도와 사용 행 로 연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교과교사들의 지속 인 도서 활용수업 용을 해 성과기 , 사회

향, 인지된 험 요인을 고려한 도서 활용수업 활성화 방안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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