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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1)

박   경   호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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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대학도서관은 인류의 사색, 관찰, 연구의 결과인 도서와 기타 기록물을 수집, 정

리, 보존, 축적하는 동시에 이를 교수와 학생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심지(Information 

Commons)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 내의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

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은 나날이 증대되

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이용자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1) 본고는 2017년 하반기 중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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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서비

스의 질적 향상과 환경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

는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더욱 선진적인 대학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의 조사 ․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교수·학생·직원의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비효율적인 서비스 요소

를 파악하여 이용자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본관 리모델링을 위한 이용자의 요구 수준은 어떠한가?

II. 만족도 조사 개요

1. 조사의 범위

  이 연구는 [표 1]과 같이 ‘2017년 하반기 중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중

심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 진행하였

으며, 총 40개 항목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발송대상은 현재 서

울대학교 구성원으로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교수·학생·직원 등 63,418명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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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명  2017년 하반기 중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기간  2017. 11. 7. ~ 2017. 11. 17.

조사방법  설문조사시스템 활용
문 항 수  40개 항목 43개 문항
응답형식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단계
발송자수  7,296명(메일발송 63,418명)

응답자수  3,122명(응답률 약42.8%)

[표 1] 2017년 하반기 중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요 

  총 2회에 걸쳐 메일을 발송한 결과 7,296명이 메일을 확인하였고, 그 중 3,122명의 

구성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메일 확인자 기준 약 42.8%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문항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문항 구성은 응

답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필수 응답 요소를 설정하지 않아 응답

자의 응답률은 100%였으며, 40개 항목 43개 문항을 응답하는 데 소요된 평균 응답 

시간은 740초로 문항 당 17초 정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로 발송하는 설문조사시스템의 특성 상 응답 경로는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활용한 응답이 2,273명이었으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응답은 849명이었다.

2.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주 요소인 소장자료, 이용 서비

스, 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활용하

였으며, 도서관 각 부서에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 후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

다.

  조사대상은 교수·학생·직원 등 서울대학교 구성원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설문항목은 모두 6개 영역으로 ① 이용자 분석, ② 도서관 자료, ③ 도서관 서비스, 

④ 도서관 IT 및 홈페이지, ⑤ 도서관 공간 및 시설, 그리고 ⑥ 도서관 본관 리모델

링을 대비한 리모델링 시의 개선 의견 등이며, 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하였

다.

  중앙도서관 이용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 신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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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017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와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이

용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7년 하반기 중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이전에 실시했던 만족도 분석 결과를 부분적으로 사용하

였다.

III. 이용자 분석

1. 응답자 현황

  2017년 하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신분별 응답자 수는 아래 [표 2]와 같이 학

부생이 1,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석사과정 686명, 박사과정 443명, 연구생 154

명, 교수 113명, 연구원 133명, 직원 463명, 기타 34명으로 나타났다. 교수, 학생, 직

원 등의 응답자 비율을 신분별로 나누어 보면 학부생(35%), 석사과정(22%), 박사과정

(14%), 연구생(5%) 등 학생이 전체 응답률의 76%를 차지했다.

구 분 학부생 석 사 박 사 연구생 교 수 연구원 직 원 기 타 계
인  원 1,096 686 443 154 113 133 463 34 3,122

백분율 35.11 21.97 14.19 4.93 3.62 4.26 14.83 1.09 100

[표 2] 신분별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 기타: 시간강사, 부설학교 교원 등

  전체 응답자 3,122명에 대한 소속기관별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경영전문대학

원, 공학전문대학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전

문대학원은 학제적으로 동일한 학문 영역인 소속 단과대학에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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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인 원 백분율 소 속 기 관 인 원 백분율
 인문대학 275 8.81  음악대학 31 0.99

 사회과학대학 311 9.96  의과대학(의학대학원) 155 4.96

 자연과학대학 310 9.93  자유전공학부 63 2.02

 간호대학 55 1.76  치의학대학원 50 1.60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74 2.37  보건대학원 60 1.92

 공과대학(공학전문대학원) 579 18.55  행정대학원 49 1.57

 농업생명과학대학(국농원) 231 7.40  환경대학원 45 1.44

 미술대학 37 1.19  국제대학원 25 0.80

 법학대학(법학전문대학원) 50 1.60  융합과학기술대학원 32 1.02

 사범대학 252 8.07  연구시설 48 1.54

 생활과학대학 74 2.37  행정기구 139 4.45

 수의과대학 48 1.54  기타 82 2.63

 약학대학 47 1.51 총 계 3,122 100

[표 3] 소속기관 별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공과대학이 579명(18.55%)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수를 보였고, 이어 사회과학대학 

311명(9.96%), 자연과학대학 310명(9.93%), 인문대학 275명(8.81%), 사범대학 252명

(8.07%) 순으로 많은 응답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5개 단과대학의 응답률은 

55.32%(1,727명)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 수에 

따른 응답률과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도서관 이용 행태

 2.1. 주 이용 도서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은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총 3,120명이 응답하였다. 아

래 [표 4]와 같이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이용자

가 1,4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본관만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393명, 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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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601명이었다. 분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

한 이용자는 229명이었으며,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이용자는 

487명이었다.

구 분 중앙도서관2) 본 관 관 정 관 분 관 거의 이용 안함 계
인  원 1,410 393 601 229 487 3,120

백분율 45.19 12.60 19.26 7.34 15.61 100

[표 4]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단위: 명, %)

  도서관 이용자의 45.19%는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관 또는 관정관만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관정관이 19.26%로 

본관의 1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도서관보다 분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이용자는 7.34%로, 총 84.39%의 이용자가 중앙도서관 또는 분관을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15.61%(487명)는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도

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을 잠재 이용자로 분류하고, 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였다.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총 711명이 응답하였으며, 아래의 [그림 

1]은 이용자들이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세분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60.06%는 중앙도서관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이유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

했다. 이는 연건캠퍼스와 같이 관악캠퍼스에 위치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들

과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에 의해서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거리가 멀어서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중앙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소속대학 자료실 또는 분관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본관, 관정관 동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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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

 2.2. 도서관 방문 횟수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한 질의에는 총 3,089명

이 응답하였다. 아래의 [표 5]와 같이 매일 방문이 85명(2.75%), 주 3~5회가 382명

(12.37%), 주 1~2회가 787명(25.48%), 월 1~2회가 1,245명(40.30%), 거의 이용 안함이 

590명(19.10%)이다.

구 분 매 일 주 3~5회 주 1~2회 월 1~2회 거의 이용 안함 계
인  원 85 382 787 1,245 590 3,089

백분율 2.75 12.37 25.48 40.30 19.10 100

[표 5] 중앙도서관 방문 빈도

(단위: 명, %)

  월 1~2회 방문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료 대출 및 반납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다음에 기술하고 

있는 선호하는 자료의 유형 및 서비스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 2017년 상반기의 도서관 출입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동계 및 하계 방학을 제외한 중앙도서관을 실제 방문했던 이용

자 수를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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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앙도서관 출입자 수 

  최근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는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서관 출

입의 여부가 도서관 서비스 이용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최근

의 도서관 이용이 접근의 개념에서 접속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과 부합하

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2.3. 도서관 이용 시간

  도서관 방문 빈도에 이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도서관에 머물

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총 3,065명이 응답하였다. [표 6]과 같이 하루 중 도서관 

평균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1,206명(39.35%), 1~2시간이 

1,001명(32.66%), 3~4시간이 595명(19.41%), 5~6시간이 188명(6.13%), 7시간 이상이 75

명(2.45%)이었다.

구 분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계
인  원 1,206 1,001 595 188 75 3,065

백분율 39.35 32.66 19.41 6.13 2.45 100

[표 6] 중앙도서관 평균 이용 시간

(단위: 명, %)

  대다수의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1시간 미만이 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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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2시간이 32.66%로 70% 이상의 이용자는 도서관 방문 후 2시간 이내에 도서

관을 나서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이 제공 중인 서비스 중 극히 일부분의 서비스만 

이용 또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방문 빈도와 도서관 평균 이용 시간에 이어 하루 중 중앙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대한 질의에는 총 3,060명이 응답하였다. [표 7]과 같이 06~09시

가 41명(1.34%), 09시~13시가 381명(12.45%), 13시~18시가 1,804명(58.95%), 18~21시가 

774명(25.29%), 21시 이후가 60명(1.96)이었다.

구 분 06~09시 09~13시 13~18시 18~21시 21시 이후 계
인  원 41 381 1,804 774 60 3,060

백분율 1.34 12.45 58.95 25.29 1.96 100

[표 7] 중앙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

(단위: 명, %)

  대부분의 이용자는 13시~18시 사이에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18시~21시에 방문하는 이용자의 경우 수업 시간 이후 자

료 대출 및 반납, 학습공간 이용 등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이는 도서관이 21시까지 연장 개방하는 이유와도 부합한다. 06시~09시와 21시 

이후에 방문하는 이용자 역시 도서관의 학습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볼 수 있다.

 2.4. 도서관 방문 목적 및 선호 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의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게 된다

면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의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자료 대출 및 반납, 학습공간 이용, 자료 조사 및 이용을 도서

관 방문 목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서비스인 자료 대출 및 반납

과 학습공간 이용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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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 문 목 적 방문 가정 시 목적

인 원 백 분 율 인 원 백 분 율

 자료 조사 및 이용 406 13.27 82 11.66

 자료 대출 및 반납 1,688 55.18 288 40.97

 학술지 이용 37 1.21 30 4.27

 상호대차 서비스 25 0.82 25 3.56

 정보검색실 이용 27 0.88 9 1.28

 멀티미디어실 이용 49 1.60 58 8.25

 연구지원 서비스 16 0.52 41 5.83

 도서관 이용 교육 31 1.01 17 2.42

 학습공간 이용 682 22.29 81 11.52

 문화프로그램 이용 14 0.46 32 4.55

 휴식장소로 이용 58 1.90 30 4.27

 편의시설(매점 등) 이용 26 0.85 10 1.42

계 3,059 100 703 100

[표 8] 중앙도서관 방문 목적

(단위: 명, %) 

  [그림 3]에서 보듯이 도서관 기방문자 역시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의 목적으로, 자

료 대출 및 반납, 자료 조사 및 이용, 학습공간 이용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 잠재 이용자의 중앙도서관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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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와 같이 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자료 이용 및 학습공

간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하반기 중앙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그림 4]에서 

보듯이 본관 이용 시 선호하는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의 이용자는 자료 대출 및 반

납, 자료 조사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4] 본관 이용 시 선호하는 서비스

  본관과 달리 관정관 이용 시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관정관 이용 시 선호하는 서비스로 열람실 

이용, PC 및 노트북 이용, 그룹스터디룸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관정관 이용 시 선호하는 서비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중앙도서

관 본관과 관정관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월 1~2회, 하루 1시간 미

만, 13시~18시 사이에 자료와 학습공간 이용을 위해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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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

  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자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본관을, 학습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정관을 방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용자 행태 분석에 이어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시설환경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1.1. 선호하는 자료의 유형

 [표 9]는 선호하는 자료 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신분별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순으로 구분하여 추출한 응답 결과이다.

구 분 전 체
신 분 별

학 부 생 대학원생 교 수

 전공도서 1,951 (29.46) 704 (28.63) 941 (32.70) 84 (34.29)

 교양도서 1,756 (26.52) 722 (29.36) 561 (19.49) 42 (17.14)

 학술지 604 (9.12) 152 (6.18) 342 (11.88) 26 (10.61)

 신문·잡지 96 (1.45) 30 (1.22) 25 (0.87) 3 (1.22)

 e-Journal & Database 631 (9.53) 141 (5.73) 360 (12.51) 44 (17.96)

 e-Book 284 (4.29) 83 (3.38) 146 (5.07) 15 (6.12)

 멀티미디어자료(DVD 등) 435 (6.57) 277 (11.26) 116 (4.03) 9 (3.67)

 비도서자료(지도, 악보 등) 68 (1.03) 26 (1.06) 28 (0.97) 2 (0.82)

 학위논문 433 (6.54) 173 (7.04) 211 (7.33) 7 (2.86)

 참고자료 303 (4.58) 141 (5.73) 111 (3.86) 6 (2.45)

 고문헌 61 (0.92) 10 (0.41) 37 (1.29) 7 (2.86)

계 6,622 (100) 2,459 (100) 2,878 (100) 245 (100)

[표 9] 선호하는 도서관 자료 유형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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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모두 전공도서나 교양도서와 같은 단행본, e-Journal 및 

Database, 학술지, DVD, 학위논문과 참고자료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행본 선호 비중이 타 자료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자료 이용의 만족도 수준

  자료의 선호도 수준에 이어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응답 결

과는 [표 10]과 같다.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는가와, 

다양한 종류 및 주제 분야의 학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료의 최신성과 연속성 지표가 타 항목 대비 다

소 낮으므로 앞으로의 장서 개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 계
충분한 단행본 소장 938 (30.48) 1,510 (49.07) 522 (16.96) 92 (2.99) 15 (0.49) 3,077 (100)

충분한 학술지 소장 893 (29.16) 1,386 (45.26) 662 (21.62) 111 (3.63) 10 (0.33) 3,062 (100)

다양한 자료 소장 976 (31.85) 1,455 (47.49) 528 (17.23) 98 (3.20) 7 (0.23) 3,064 (100)

자료의 최신성 629 (20.54) 1,242 (40.56) 876 (28.61) 272 (8.88) 43 (1.40) 3,062 (100)

자료의 연속성 680 (22.27) 1,433 (46.94) 807 (26.43) 114 (3.73) 19 (0.62) 3,053 (100)

[표 10] 소장자료의 만족도 수준

(단위: 명, %)

  도서관 자료 이용에 대한 신분별 만족도 수준을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

내고 있으나, 교수의 만족도 수준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것

으로 보아 연구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한 학술자료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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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분별 자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수준 

  특히 자료 대출 및 반납을 위한 무인 시스템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서관 리모델링 및 도서관 서비스 개발 시 무인 서비스를 더욱 확충

하고, 무인 서비스를 통해 절감된 운영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영역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자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묻는 질의에 이어, 

자료를 이용하면서 가장 먼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수

준을 확인하였다. 본 항목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이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개선사항은 소장 단행본 확충, 자료의 최신성 확보, 파손 및 

훼손 자료 정비, 대출 가능한 자료 확대, 서가에 없는 자료 점검, 구독 학술지 확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료 확충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대

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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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체
신 분 별

학 부 생 대 학 원 생 교 수

 소장 단행본 확충 678 (22.06) 221 (20.33) 268 (21.27) 39 (34.82)

 구독 학술지 확충 320 (10.41)  41 (3.77) 211 (16.75) 21 (18.75)

 멀티미디어자료 확충 139 (4.52)  76 (6.99)  40 (3.17)  5 (4.46)

 자료의 최신성 확보 598 (19.45) 192 (17.66) 236 (18.73) 16 (14.29)

 대출 가능 자료 확대 399 (12.98) 149 (13.71) 158 (12.54) 10 (8.93)

 서가에 없는 자료 점검 398 (12.95) 150 (13.80) 166 (13.17)  9 (8.04)

 파손 및 훼손 자료 정비 417 (13.57) 211 (19.41) 140 (11.11)  5 (4.46)

 체계적인 자료 배열 125 (4.07)  47 (4.32) 41 (3.25)  7 (6.25)

계 3,074 (100) 1,087 (100) 1,260 (100) 112 (100)

[표 11] 도서관 자료 이용 시의 개선 요구사항

(단위: 명, %)

  자료 이용 시의 개선사항에 대한 신분별 요구사항에 대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소장 단행본 확충, 자료의 최신성 확보, 서가에 없는 자료 점검 순으로 응답했다. 

교수는 소장 단행본 확충, 구독 학술지 확충, 자료의 최신성 확보 순으로 응답했으

나 학부생과 대학원생에 비해 응답률이 높지는 않았다.

 1.3.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의 만족도 수준

  도서관 자료에 이어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 중 희망도서 신청 서비

스, 우선정리 서비스, 연구지원 서비스, 도서관 이용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

준을 확인하였다.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는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직접 자료

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러한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의 경우 약 25%의 응답

자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만족도 수준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희망도서 신청 사이트인 ‘Core Collection’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희망도서 신청 방

법의 만족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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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 계
희망도서 신청 사이트 251 (32.22) 325 (41.72) 147 (18.87) 47 (6.03)  9 (1.16) 779 (100)

희망도서 신청 방법 251 (32.18) 309 (39.62) 148 (18.97) 58 (7.44) 14 (1.79) 780 (100)

희망도서 신청 상한액 154 (19.82) 252 (32.43) 255 (32.82) 80 (10.30) 36 (4.63) 777 (100)

[표 12]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
(단위: 명, %) 

  다만, 개인당 희망도서 신청 상한액의 경우 타 지표 대비 다소 낮은 만족도 수준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의 자료 수집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

용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 수준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이용 수준을 볼 때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가 필요해 보인다.

 1.4. 우선 정리 서비스의 만족도 수준

  우선 정리 서비스는 자료 입수 후 자료실에 아직 비치되기 전의 자료에 대해 이

용자가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우선 정리 

서비스 역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응답자의 10%만이 이용 경험이 있

는 것으로 응답했다.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그림 7]과 같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7] 우선 정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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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리 서비스에 이어 도서관에 미 소장자료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림 8]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직원

에게 문의하겠다는 응답보다 개인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로부터 보더라도, 희망도서 구입신청, 상호대차 서비스, 서가에 없는 

도서 신청 등과 같은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도서관 미 소장 자료에 대한 대처 방법 

 1.5. 연구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수준

  연구지원 서비스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선행연구 조사, 자료검색 및 원문의 입수 

방법 안내, 참고문헌 작성과 인용 방법, SCI 피인용 횟수 조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

스다. 연구지원 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15%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

며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그림 9]에서처럼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연구지원 서비스에 대한 민족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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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연구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는가를 묻는 질의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수 순의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연구지원 서비스 자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신분별 만족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도서관 이용 교육 서비스의 만족도 수준

  도서관 이용 교육 서비스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용 교육을 개설하

여 학습 및 연구 수행에 유용한 각종 학술정보원의 검색과 활용, 논문 작성에 필요

한 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서관 이용 교육 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23%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 도움의 수준에 대해서는 [그림 10]과 같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도서관 이용 교육 서비스의 도움 수준

  선호하는 교육 유형의 경우 [표 13]과 같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교육을,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학술정보 및 DB 활용 교육, 학술 전문가 초청 강의, 서지관리 도

구 교육 등이라고 응답했다. 중앙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이용 교육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

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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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오프라인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계
인  원 1,121 1,933 3,054

백분율 36.71 63.29 100

[표 13] 선호하는 교육 유형

(단위: 명, %)

2. 도서관 시설 및 공간

 2.1. 도서관 학습공간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에는 열람실, 정보검색실, 편의시설, 휴식시설 등과 같

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존재한다. 본관과 관정관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 

공간을 학습공간과 부대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14]와 같이 도서관 학습영역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 수준은 관정관이 본관 공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용이 허용되는 관정관 캐럴의 경우 그 만족도 수

준이 타 공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본
 관  

열람실 623 (20.39) 1,277 (41.79) 970 (31.74) 156 (5.10) 30 (0.98) 3,056 (100)

정보검색실 570 (18.74) 1,240 (40.76) 1,072 (35.24) 135 (4.44) 25 (0.82) 3,042 (100)

그룹스터디룸 576 (19.01) 1,116 (36.83) 1,199 (39.57) 112 (3.70) 27 (0.89) 3,030 (100)

 관
 정
 관 

열람실 1,037 (34.09) 1,327 (43.62) 621 (20.41) 42 (1.38) 15 (0.49) 3,042 (100)

정보검색실 886 (29.20) 1,332 (43.90) 745 (24.56) 54 (1.78) 17 (0.56) 3,034 (100)

스터디가든 872 (28.72) 1,290 (42.49) 809 (26.65) 48 (1.58) 17 (0.56) 3,036 (100)

그룹스터디룸 984 (32.49) 1,265 (41.76) 706 (23.31) 60 (1.98) 14 (0.46) 3,029 (100)

캐럴 627 (20.80) 1,090 (36.16) 1,135 (37.66) 110 (3.65) 52 (1.73) 3,014 (100)

[표 14] 도서관 학습영역에 대한 만족도 수준

(단위: 명, %)

  관정관에 위치한 열람실, 정보검색실, 그룹스터디룸 등도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본관 공간에 비해 높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냈다. 이 역시 자료 서비스 영역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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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대로 학술자료 중심의 본관과 학습공간 중심의 관정관이라는 이용 행태를 반

영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2. 도서관 홈페이지 및 IT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서울대학교의 지식 포털로서 지식정보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

한 만족도 수준을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5]와 같다.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화면 구성 및 디자인 703 (22.91) 1,482 (48.29) 685 (22.32) 162 (5.28) 37 (1.21) 3,069 (100)

정보검색의 편의성 693 (22.62) 1,229 (40.11) 742 (24.22) 299 (9.76) 101 (3.30) 3,064 (100)

콘텐츠의 최신성 673 (21.97) 1,360 (44.40) 885 (28.89) 125 (4.08) 20 (0.65) 3,063 (100)

접속 및 응답 속도 622 (20.30) 1,192 (38.90) 793 (25.88) 338 (11.03) 119 (3.88) 3,064 (100)

신속한 질의응답 613 (20.09) 1,171 (38.38) 1,135 (38.20) 106 (3.47) 26 (0.85) 3,051 (100)

[표 15]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수준

(단위: 명, %)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콘텐츠(정보)의 최

신성 부분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가 담고 있는 방대한 

정보로 인해 접속 및 응답 속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묻고 답하기 형태를 묻는 신속한 질의응답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만

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출입 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출입통제시스템, 열람실과 

그룹스터디룸 등 학습공간 이용을 위한 좌석예약시스템, 정보검색을 위한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 학외접속 등 다양한 종류의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

스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아래의 [그림 11]과 같이 매우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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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도서관 IT에 대한 만족도 수준 

  특히, 관정관 신축과 함께 도서관 곳곳에 설치된 게이트 통과를 위한 출입통제시

스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표 대비 학외접속

(Proxy)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다소 낮았다.

 2.3. 도서관 편의시설

  [표 16]은 도서관 휴식 및 편의시설 공간에 대한 만족도 수준으로 학습 영역에 대

한 만족도 수준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관정관 공간이 본관에 

비해 다소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편의시설 공간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이며 관정관에 비해 본관 공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본
관 

북카페 659 (21.63) 1,276 (41.89) 1,039 (34.11) 61 (2.00) 11 (0.36) 3,046 (100)

옥상정원 759 (24.97) 1,269 (41.74) 940 (30.92) 59 (1.94) 13 (0.43) 3,040 (100)

편의시설(매점 등) 892 (29.20) 1,365 (44.68) 702 (22.98) 81 (2.65) 15 (0.49) 3,055 (100)

 관  
 정
 관 

관정마루 701 (23.13) 1,276 (42.10) 998 (32.93) 47 (1.55) 9 (0.30) 3,031 (100)

로비(전시공간) 666 (21.89) 1,272 (41.81) 1,005 (33.04) 88 (2.89) 11 (0.36) 3,042 (100)

휴식공간(각 층) 745 (24.48) 1,296 (42.59) 855 (28.10) 129 (4.24) 18 (0.59) 3,043 (100)

실내정원 743 (24.48) 1,320 (43.49) 891 (29.36) 61 (2.01) 20 (0.66) 3,035 (100)

편의시설(편의점 등) 683 (22.54) 1,216 (40.13) 854 (28.18) 192 (6.34) 82 (2.81) 3,030 (100)

[표 16] 도서관 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수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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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본관 리모델링 시 본관 공간에 마련할 편의시설 구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2.4. 도서관 문화행사 및 홍보

  중앙도서관은 학습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표 17]과 같이 매 학기 종강일에 맞춰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을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저명 학자를 초청하여 ‘북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관정관 1층 로비에 있는 전시공간에서는 신진 작가를 초

청하여 ‘작은 전시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정인식 소극장’에

서 각종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용경험없음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9.13.) 325 (10.66) 570 (18.69) 494 (16.20) 25 (0.82) 11 (0.36) 1,625 (53.28)

제2회 김대식 교수 북콘서트 233 (7.66) 438 (14.40) 573 (18.84) 17 (0.56) 11 (0.36) 1,770 (58.19)

제1회 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 284 (9.33) 592 (19.45) 590 (19.39) 25 (0.82) 12 (0.39) 1,540 (50.61)

아시아 우수 학술도서 전시 246 (8.10) 481 (15.84) 594 (19.56) 20 (0.66) 7 (0.23) 1,689 (55.61)

제1회 중앙도서관 배리어프리 영화제 286 (9.44) 493 (16.27) 491 (16.20) 19 (0.63) 6 (0.20) 1,736 (57.27)

시네마 스토리(매주 목) 365 (12.05) 561 (18.51) 433 (14.29) 25 (0.83) 7 (0.23) 1,639 (54.09)

[표 17] 도서관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 수준

(단위: 명, %) 

  도서관이 기획 및 개최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신분별 만족도 수준에 있

어서는 학부생이 대학원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네마스

토리의 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수준을 볼 때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높지 않고 투입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 수기 등을 근거로 볼 때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문화행사 개최 등에 대한 정보를 주

로 어디에서 확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은 도서관 홈페

이지, 서울대학교 포털, 현수막 등을 통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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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등과 같은 SNS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도서관 서비스 및 각종 정보원 확인 경로

  도서관 홍보가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의에는 [표 18]과 같이 매

우 만족 462명(15.23%), 만족 1,430명(47.13%), 보통 937명(30.88%), 불만족 177명

(5.83%), 매우 불만족 28명(0.92%)으로 총 3,034명이 응답했으며, 도움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도서관 홍보의 도움 정도 462 (15.23) 1,430 (47.13) 937 (30.88) 177 (5.83) 28 (0.92) 3,034 (100)

[표 18] 도서관 홍보의 도움 수준

(단위: 명, %)

3. 본관 리모델링

  1974년 준공 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본관 건물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여러 가

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앙도서관은 열악한 본관의 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 리모

델링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시 본

관 공간 구성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도서관은 본관 리모델링을 위한 리모델링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TF를 

토대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공간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표 19]는 본관 리모델링 시 공간 개선에 대한 요구 수준을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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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계
자료실 내 보행동선 664 (21.89) 1,039 (34.26) 1,033 (34.06) 235 (7.75) 62 (2.04) 3,033 (100)

자료실 내 열람 공간 559 (18.49) 1,214 (40.16) 1,004 (33.21) 191 (6.32) 55 (1.82) 3,023 (100)

열람실 테이블 및 의자 637 (21.11) 1,136 (37.64) 1,018 (33.73) 180 (5.96) 47 (1.56) 3,018 (100)

냉 ․ 난방 시설 413 (13.68) 881 (29.19) 1,339 (44.37) 305 (10.11) 80 (2.65) 3,018 (100)

조명 시설 417 (13.83) 914 (30.32) 1,290 (42.79) 322 (10.68) 72 (2.39) 3,015 (100)

화장실 이용 환경 658 (21.82) 936 (31.04) 1,108 (36.75) 250 (8.29) 63 (2.09) 3,015 (100)

엘리베이터 설치 등 519 (17.19) 997 (33.02) 1,143 (37.86) 283 (9.37) 77 (2.55) 3,019 (100)

장애인 편의시설 814 (26.96) 1,194 (39.55) 888 (29.41) 81 (2.68) 42 (1.39) 3,019 (100)

IT 시설 확충 569 (18.84) 1,156 (38.28) 1,084 (35.89) 159 (5.26) 52 (1.72) 3,020 (100)

창의공간 확충 479 (15.87) 953 (31.58) 1,243 (41.19) 252 (8.35) 91 (3.02) 3,018 (100)

휴식공간 확충 676 (22.30) 1,106 (36.49) 1,009 (33.29) 178 (5.87) 62 (2.05) 3,031 (100)

편의시설 확충 617 (20.50) 1,078 (35.81) 1,058 (35.15) 195 (6.48) 62 (2.06) 3,010 (100)

[표 19] 본관 리모델링 시 공간 개선에 대한 요구 수준

(단위: 명, %)

  이용자들은 본관 공간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관 리모델링 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공간을 묻는 질

의에는 [그림 13]과 같이 특히 단행본자료실과 중앙대출실, 열람실 공간을 가장 시

급히 개선해야 할 공간으로 응답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본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영역 개선에 대한 요구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화장실, 휴

식공간, 편의시설, 중앙 통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본관에 위치

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본관 리모델링 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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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관 공간에 대한 신분별 요구 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에서 본관 공간 

개선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 시설확충, 본관과 관정관과의 

연계, 자료실 내 보행동선, 화장실 이용 환경 등 일부 항목에서는 타 신분 대비 교

수 신분에서 높은 요구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본관 리모델링 시 이들 집단에 

대한 면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서술형 응답

 4.1. R 워드 클라우드3)

  중앙도서관 이용 시 건의하고 싶은 내용 또는 본관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에 대해

서는 서술형 의견 형태로 취합하였다. 그 결과를 R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분석

한 것이 [그림 14]의 데이터 분포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의 단어는 생

략하여 추출하였으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출력된 단어는 ‘관정’, ‘열람

실’, ‘공간’, ‘본관’, ‘자료실’, ‘이용’이고, 이어 ‘화장실’, ‘단행본’, 

‘불편’, ‘필요’, ‘개선’, ‘대출’ 등이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출력되었다.

[그림 14] 서술형 응답 데이터 추출

3) 문서의 키워드, 개념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기법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루는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할 때 데이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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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도서관 자료

  도서관 자료에 대한 서술형 응답 분석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단행본의 경우 

오래된 책들이 많아 신간 서적으로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며, 연속간행물

은 학술지의 양과 질의 개선과 함께 보다 편리한 접근성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그림 15] 도서관 자료에 대한 서술형 응답

  또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은 효율적인 검색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료관리 측

면에서는 서가에 없는 도서, 미반납 도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4.3.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의 경우 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접하고 있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도서관 이용 교육 서비스의 경우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도서관 문화행사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도서관 본연의 업무인 장서 관리 및 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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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줄 것을 요구하는 답변도 있었다.

[그림 16]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서술형 응답

  도서관 홈페이지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며, 도서관 서비스 

및 행사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한 응답자도 있었다.

 4.4. 도서관 시설 및 공간

  이 설문을 통해 우리는 중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

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관정관과 본관의 동선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단행본자료실에 대한 개선 요구는 전반적으로 매

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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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도서관 공간 및 리모델링에 대한 서술형 응답

  또한 관정관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과 함께 본관의 화장실, 조명, 환기, 냉·난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본관 리모델링 추진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도서관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더

욱 개선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7년 하반기 중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이용자의 다양

한 의견은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 만족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물리적 접근성이다. 온라인 정보원 

활용, 소속 대학 자료실 이용 역시 도서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나타나는 현상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학술 정보원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소속 대학 자료실 

등의 지원 강화를 통해 도서관의 물리적 제약을 개선하고, 나아가 각 분관을 활성화



논단

- 29 -

하여 캠퍼스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는 주로 월 1~2회, 자료 대출 및 반납의 목적으로 1~2시간 내 도서관

을 이용하고,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은 13시~21시 사이이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

여 도서관 규정, 행사, 서비스 개발 시 이용자의 이용시간, 목적 등의 패턴을 고려

한 정교한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호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전공도서, e저널, 학술지, 학위논문 등 학술적인 

자료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양도서, DVD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선

호도 또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희망도서, 우선정리, 상호대차, 연구지원, 이용교육 서비스 등 전통적으로 

제공하는 학술관련 서비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행

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적인 학술관련 서비스는 보다 강화하되, 기타 행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만일 새로운 행사를 추진하더라도 문화 행사 위주의 구성으로 좀 

더 내실 있는 행사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도서관 홍보, 안내의 주된 채널은 홈페이지, 서울대포털, 현수막 순으로 

조사되어, 향후 도서관 홍보 시 이들 매체의 활용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서관 홍

보, 안내에 소요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섯째, 전반적 시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현재 기준에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의미이지, 절대적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본관 리모델링 추진 시 공간 개선에 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휴식

공간 확충, 자료실 열람 공간 등 본관 전 부분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기 때문이다.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는 것이다. 향후 리모델링 추진 시 장애인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

다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다. 우리가 기울이는 현재의 노력이 과연 이용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파악하는 것, 즉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간극

을 줄이는 것은 결국 도서관의 존립, 나아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의미한

다.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은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원천이

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보다 완벽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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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추후 보다 실제적인 이용자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의 

유효성 강화 및 고도화가 요구된다. 또한, 조사결과 왜곡 방지를 위한 설문 시점 선

정 및 다양한 설문 기법 활용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