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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도서관의

경영 환경도 전통적도서관， 하이브리드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최근에는

유비쿼터스도서관이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경영 환경 변화의

중심에는 과거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고객인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

는 고객 만족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에 있어 고객개념과 고객중심의 행정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민들을 민원인으로만 간주하고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고

객이란 용어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민간분야

를 비롯하여 주요 외국에서 고객만족 등 고객중심 관리의 흐름을 더 이

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1)

따라서 도서관도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통찰력을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도

서관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간과해 온 실정이다. 도서관에 고객이 없

거나 도서관장서가 고객에게 흥미와 의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지 못한

다면 도서관은 값비싼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사서들은 고객중심

의 서버스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교육 및 정보 환경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도서관의 정보자료와 서비스， 시설물

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이나 개선 사항에 관한 문제

1) 이용남， “공공도서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서울시 당국의 시민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3권， 제2호(2α)2)， pp. 30-31

2) 유길호， “고객관계관리 (eRM)의 도서관 도입"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2) ，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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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진단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

만족도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둘째， 대학도서관 경영환경에서 이

용자 만족， 즉 고객 만족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고

객 만족이 대두된 대학도서관 경영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넷째，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제

영역에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다섯째， 조사 결과 대학도서관 운

영 환경에서 이용자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

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

교수를 대상으로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편 및 방문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교

차분석을 통하여 설문 항목에 대한 집단별 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이용자만족도의 개념적 정의

오늘날 전자도서관은 네트워크상 정보섹터의 하나로서 정보제공의

시장 원리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지만， 도서관의 고객3)인 이용자의 요

구， 즉 고객만족도를 중시하는 경영지침 또한 필요하다. 최근에는 관계

3) 고객이란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혜자를 의미한다. 또한 도서관에서 고객이란 도서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특정 자료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Peπer

Hernon and Ellen Altman. Assessing Service Quality, 이은철역， 서울 : 힌국도서관협회， 2001. pp.30-3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서관의 고객은 이용자이므로 고객과 이용자를 통일한 개념으로 보고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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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relationship marketing )4)처 럼 시장을 중요시하는 차원을 벗어나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고객만족형 마케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것은 개인과 조직의 가치교환이라는 관계성을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추

구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서버스를 제공

함으로써 가치를 이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에 의해 도서관의 존재가치

를 높이는 가치의 교환이 나타난다. 따라서 도서관은 고객인 이용자 중

심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도서관 만족도를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해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5)

이러한 고객 만족 개념의 정의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고객만족

은 결과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과정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6) 전자는 고객만족을 소비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로 개념화하였

으며， 후자는 평가과정에 초점을 맞춰 고객만족을 정의하였다.7) 전자의

입장으로 Oliver8)는 “불일치된 기대와 소비자가 소비경험에 대해 사전

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된 종합적 심리상

태” 라고 주장하였으며， 후자의 관점으로는 Tse and Wilton9)은 “사전

적 기대와 소비후 지각된 제품성과 사이의 차이에 대해 보이는 소비자

의 반응” 이라고 정의하였다.

두 관점중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의한 정의들이 더 유용한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과정지향적인 관점에서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

는 소비경험 전체를 포괄하고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고객만

4) 과거 서비스 마케팅과 같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에서 이제는 고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마케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관계마케팅이 있다(허원무， 관계마케팅， 서울 한국

방송광고공사， 2α:6. p. 32).

5) 濟월宣昭， “電子圖뿔館經營論" 現代σ)圖書館， 第36卷， 第4號(1999) ， pp. 281-282

6) 이유재， “고객만족의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제29권， 제1.2호(1995)， pp. 145-146

7) 이유재， “고객만족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소비자학연구， 제11권， 제2호(2000)， p. 140.

8) Richard Oliver,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Process in Retail Setting," Journal of Retailing,
VoI.57(1981l, pp. 25~48. 이유재， 위의 논문， p. 140, 재인용.

9) David K Tse and Peter C. Wilton,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An Extension ,"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 Vol. 25(1988), pp. 20수212. 이유재， 위의 논문， p. 140. 재인용.



대학도서관 이용자만족도 제고 방안: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I 133

족 요인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만족은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을 속성별로 측정하느냐 혹은 전체적인 만족을 측정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 의 될 수 있다.10) Applegate는 이 러 한 다양한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를 도서관에 적용시켜 “고객 만족은 도서관 서버

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감성적인 반응”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

2.2 대학도서관 경영 환경의 변화

1) 소장매체의 변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며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인쇄매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서관 자료가 점차 전자매체자료의 비

중이 높아지고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전자매체로만 정보가 생산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장매체의 변화는 도서관

장서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이용 환경과 서비스 이용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정보이용 환경의 변화

각종 통신 기반 시설과 정보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정

보이용 환경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소장 중심의 전통적

인 도서관에서 접근 중심의 디지털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운영 환경이 변

화함에 따라서 불리적인 장소로서의 도서관과 논리적인 개체로서의 도

서관12) 개념이 혼재해 있으며， 물리적인 건물 속에 존재하는 정보와 네

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정보자원이 혼재해 있다.13) 이에 따라 도서관의

10) 오동근， 고객만족도서관 경영을 위한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5), p. 17.

11) Peter Hernon없d Ellen Al tman , Assessing Service Quality, 이은철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1), p. 321

12) Stuart A Sutton, Future Seπice Models and the Convergence of F1.lllction The Reference Librarian as
Technician, Author and Consultant. In Kathleen Low[ed.J. Roles of Reference Librarians Today and
Tomorrow(New York : 깐Je Haworth Press, 1앉)6) ， p.132

13)尾城孝「 “東京工業大學電子圖書館(TDL:Tit양1 Digital Library)0)設計ε構集- ，電子圖書館」 ξ求없-c -" 大學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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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간개념과 도서관 업무도 전자화된 업무환경으로 변화하고 있

다. 또한 도서관의 운영 환경은 책과 인간관계의 함수에서 정보와 네트

워크의 관계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능도 ‘지식의

보존’ 에서 ‘지식으로의 접근’ 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고 있다.14) 따라

서 이러한 정보이용 환경의 변화는 정보서비스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3) 정보서비스의 변화

오늘날 도서관의 업무는 도서관 중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보자

료의 소장 중심에서 접근 중심으로 나아가고 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경영관리의 중심이 ‘모든 정보는 도서관으로부

터’ , ‘모든 정보는 이용자를 위하여’ 라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15) 이러한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도 기

존의 단순 정보제공에서 전문화， 맞춤화되는 서버스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수 및 학생들의 강의와 수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학문 영역별 특정 주제의 전문지식을 이수한 사서에 의한 주제전

문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앞으로 도서관 정보서비스는 이라

한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정보서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아

가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 운영마인드나 제도적 측면에서도 환경적 변화

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운영환경의 변화요인으로 소장매

체， 정보이용환경， 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Todaro16)는 이러한

뿔館6자究， 第58號(2000)， pp.1-15 황영환역 “전자도서관(TDL:Titech Digi떠1 Libr따y)의 설계와 구축 : 도쿄공업대
학의 사례" 도서관 문화 제42권， 제1호(2001)， p.16.

14) 濟월宣昭， “電子I꾀뿔館經營論" 現代σ)圖書館， 第36卷， 第4號(1998) ， p.276.

15) 이상복，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전망과 과제" 제36차 국공립 대학도서관 도서관정보학 학술 세미나 (서울 · 육
군사관학교도서관， 2001), p.6.

16) J버ie Todaro , “21st Century Academic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American Associaton of State
Colleges & University(AASCU) Academic Aif;벼rs Winter meeting, February 8, 2008, Tempe, Arizona
(http:;!/www.ala.org/:떠almgrps/diν slκrl/issues/future/lita.때[) kited 때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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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오늘날의도서관과과거 전풍적인

설명하고 있다.

을
끼

스
쉰
갇
」

뺑
센
여

샤
파

도서관과 정보환경의

서관을 대비하여

<표 1> 도서관과 경영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원문이 전자매체로 이용가능하며， 때로는

전자매체로만 이용 가능

개관시간서비스는 도서관

중에만 이용가능

정보자원

도서관서비스(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이용자의 요구)에 대

한 변화요구가 연1회 또는 18
개월에 한번 발생

직접 참고봉사

많은 시등에 더프로그램사용법，검색법

간투자

정보서비

까、

이용자교육이소그룹， 가상교육과 같은

기존의 교육에 추가됨

안패，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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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도서관 하드

웨어에 소비함.

개별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기술 제공

일장비. 하드/소프트웨어의소음. 각종

대일 교습

시간슬

찾는

요구， 학습 및

쉽게 파악가능

이용자들의

지식수준을

예산

이용자

시설및설

비

2.3 선행 연구

이용자만족도를대한서비스에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이용자만족도와 이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되었던 논문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백항기 17)는 대학도서

관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고객 중심의 도서관을 운영하

고자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질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였

다. 그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대출.반납의 신속성이었고， 만족

도가 가장 낮은 것은 불만처리 속도였다. 또한 고객이 특히 중요시하는

서비스 부문은 서가에서의 자료 획득 가능성， 학습시설， 장서의 적절성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만수18)는 대진대학교

17) 백항기， “대학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분석" 한국비블리아， 제12 권， 제 1호(2ooll ， pp ‘ 43-64.

18) 이만수，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ooll ， pp. 59-83



대학도서관 이용자만족도 제고 방안: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 137

조사한 결과，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버스 영역에

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이었다. 또한 사서와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이 부족하며， 사서들의 전문성과 능력은 인정하나 무성의와 사무적인

태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서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용자들의 요구나 불만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양근19)은 대학교육과 대학도서관의 상호 관련성을 고찰하고， K대

학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시설， 자료， 정보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반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각 영역별 이용자 만족도를 K

대학도서관의 운영계획 수립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김규환， 남영준20)은 대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서비

스 품질과 이용자만족도가 이용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C대학도서 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e-서 비스품질과 컨텐츠 품질， 직원품질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학부생은 공간/환경 품질과 컨

텐츠 품질이， 대학원생은 e-서 비 스 품질과 적원 품질이 만족도에 중요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e-서 비스 품질은 이용자만족도와 충성

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김선애21)는 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품질이 도서관 이용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지속적인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K대학도서 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의 전반적

인 품질중 인쇄형태자료， 열람환경， 직원전문성이 이용자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열람환경이 가장 큰 영향력

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련

19) 유양근，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α)5)， pp. 189-211.

20) 김규환， 남영준，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풍질이 이용자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과한 연구" 한국문 현

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 pp. 135-159.

21) 김선애，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만족도와 총생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08) ， pp.
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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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인쇄형태자료， 열람환경， 이용자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hi, Holahan and Jurkat22)는 불일치 이론(disconfinuation the01y)23)이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하였다.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나 기대는 둘 다 불일치 기준으로 조사된

다. 도서관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두 가지 독립 요인에 의해 예

측할 수 있다. 정보 결과물과 관련된 만족도와 정보 결과물을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과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만족도이다. 두개

의 자료는 독립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의 기여한다고 가정된

다. 최근의 연구는 마케팅 분야의 소비자 만족/불만족 이론 모델

(CS/D)을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형성 과정 연구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소비자 만족/불만족 (CS/D) 연구를 도서관과 정보과학의 분

야로 연결시키는 단계이며， 정보 서비스 및 생산품의 소비자들처럼 도

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

공하였다.

Martensen and Gronholdt24)는 ECSI(Europ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모델과 선행연구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서관 이

용자의 품질에 대한 지각과 만족도， 충성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전자자원， 인쇄자료， 기타 서비스， 이

용시설， 도서관 환경， 직원의 6개의 도서관서비스 품질 선행변인이 이용

자만족도와 충성도에 마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飯據亞子25)는 대학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급속한 변화에 따라 대학

도서관의 업무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획득하

22) 장 Shi, Patricia J Holahan, and M. Peter ]urkat, “Satisfaction Formation processes in Librarγ Users
Understanding Multisources Effect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30, No.2(2004), pp. 122•131

23) 불일치이론은 고객의 기대(expectation)와 성과(performation)간의 불일치에 의해 만족 또는 불만족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이두희， 김준환， “고객만족도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체계적 고찰" 상품학 연구， 제 12호(j앉)5) ， pp
85-86).

24) Anne Martensen and lars Gronholdt, “Impro찌ng Library Users' Perceived Quality, Satisfaction and Loyalty
: An Integrated Measurement and Management System,"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 -ship, Vol. 29,
No.3(2003) , pp. 140-147.

25) 飯像뾰子， “그-f」二顧客理解σ) t::. ItJ I :':東京人學情報基盤k ν 갖 끼取 O組A，” 情報管理， 第48卷 第12號(2006) ， pp.
7깨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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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러한 좋은 평판을 달성하기 위하

여 도서관의 이용자를 이해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하였

다. 도서관의 고객인 이용자를 이해하는 것은 종래 봉사라는 것을 넘어，

조직의 존속과 대외적인 평가 획득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그 중요

성， 의미， 방법을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현장 수준으로 재인식， 재검

토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上間員紀子26)는 게이오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방향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부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은 질적분석 방법인 근

거이론적 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방법 에 의하였다. 그 결과

‘장소로서의 도서관’ 과 ‘학습 지원’ 이라는 두 개의 영역과 1)혼자

공부하는 장소 2)함께 공부하기 위한 장소 3)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4)음

식 5)도서관 서버스 전반 6)학습에 필요한 것 7)열람 자료 8)도서관 웹

사이트 9)원하는 정보 10)정보활용 교육 11)인적자원의 11개 세부 영역

을 추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는 국내 거점

국립종합대학교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설문 문항의 구성과

설문 조사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진단과 이를 통한 이용

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3. 이용자만족도 분석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도서관 운영의 제 운영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27)

를 분석하였다.

26) 上間員紀子， “慶應義熟大學I::: 칩 In， 利用者調호η事1JiiJ ， " 情報σ폐學ε技術， 第58卷 第6號(2α)8) ， pp.27S-쟁4

27) 각 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빈도와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또한 응답 결과중 ‘보통’

으로 응답한 값을 제외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로 응답한 값을 만족의 비율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

다’ ‘만족하지 않는다’ 로 응답한 값을 불만족의 비율로 산출하여 만족/불만족 여부를 평가하였다.



140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8輯

3.1 조사목적 및 방법

1) 조사 목적

대학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인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와 학습활동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하고자 도서관 운영의 제 영역에 걸쳐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였다.

2) 조사 방법

(1)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표본집단은 전공 영역별 집단의 규모를 고려하여 임의 할당표본추

출28)방법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부 결과，<표 2>와 같이 교수집

단은 계열별， 학과별 전엄교수를 기준으로 총 451부를 배부하여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전체 계열의 학과 교수님으로부터 112부를 회수하여

21.9%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학생의 경우 계열별 학과별 학생을 대상으

로 1，955부를 배부하여 950부를 회수하여 48.6%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러나 무응답 설문지 등 분석 대상으로 부적합한 70부를 제외한 992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설문지 회수 결과

학생

교수 페
-
觀
(
搬

950부

112부

1 ，062부

57부

13부

70부

893부

99부

992부

48.6%

21.9%

44.1%합계

28) 할당표본추출 (quota sampling) 은 인구통계적 요인 등 분류기준에 의해 전체 표본올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사전에 정해진 비율(prespecified quota)로 추출하는 방법(채서일. 사회과학조사 방법론

제3판. 서울 : 학현사， 2003. p.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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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 구성은 본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 제반 운영환경

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자원， 정보서버스， 시설，

직원/행정 등 세부항목과 각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 측정하기 위한 항

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 내용

수업과제에 관한 최신 정보이용의 용이성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이용의 적시성

이용자가 원하는 전공도서 소장의 적정성

이용자가 원하는 전공분야 학술지 소장의 적정성

이용자가 원하는 전공분야 전자저딜 소장의 적정성

다양한 형태 자료의 소장 여부

낡은 도서의 지속적 갱신 여부

희망도서 구입신정 방법의 용이성

구입 요청 도서 이용의 신속성

검색된 자료의 서가에서 찾기의 용이성

소장자료 검색루 상세정보 제공의 충분성

도서의 대출/반납 처리의 정확성

도서의 대출 권수 및 기간의 적정성

대출연장 서비스의 편리성

소장자료 및 학술DB 관련 이용자교육의 적정성

전자저널， 온라인 학술DB 원문정보이용의 편리성

정보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반납기간 위반시 제재수위의 적정성

열람실(자료실， 일반열람실 등) 운영시간의 적절성

자료열람실 환경 관리(환기， 청소， 조명 등)으| 적절성

별관(학습관) 일반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절성

일반열람실 환경 관리(환기， 청소， 조명 등)의 적절성

관내 이용자용 소모품(음료， 휴지， 비누) 비치의 적절성

도서관홈페이지 운영(수정， 보완)의 적절성

교외에서 도서관의 학술DB 이용의 원활성

전자기기 (PC， 복사기 등) 구비의 적절성

전자기기 (PC， 복사기 등) 유지， 보수의 적절성

관내 각종 시설물(정수기， 형광등， 의자 등) 관리의 적절성

이용자 질의에 대한 직원 응답의 친절성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직원 응답의 신속성

정보자료

여
a

여
「
벼
르

만
족

도
정보서비스

시설물

직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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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질의에 대한 직원 답변의 정확성

이용의 불편(개선)사항 건의 방법의 용이성

행정업무(공지사항， 도서회원증 발급 등) 처리의 신속성

행정업무 처리 시 이용자 중심 수행성

전만
정보자료 만족도

전반적인 정보서비λ 만족도

반족
만족도 시설물 만족도

적도
직원 및 행정업무 만족도

(3)설문지 조사 과정

첫째， 2009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국립 거점 종합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시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설문 문항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2009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만족도

조사 관련 기존의 설문 문항을 분석하였다.

셋째， 2009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상기의 거점 종합대학도서

관 이용자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분석과 기존의 대학도서관 이용자만

족도 조사 관련 설문 문항 분석을 토대로 설문 시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2009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개발된 조사도구의 타당성

과 신뢰성， 응답의 편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대학도서관 직원과 학

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전조사 결과 일부 설문내용을 보완하여 2009년 4월 6일부

터 4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2009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회수된 설문지의 적정 여

부 검토와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SPSS 12.0 통계패키지

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닮째， 2009년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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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

(4)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폐쇄형 설문에 대

한 분석으로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하여 설문 항목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별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함

에 있어서 응답자가 특정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결측값

(missing value)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개방형 질문

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응답을 엑셀에 입력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각 설문 영역별로 유사한 내용의 응답을 분류하여 빈도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3.2 분석 결과

1) 웅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학생 및 교수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의 비율을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남성이 468명(52.6%) ， 여성이 422
명 (47.4%)으로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나 교수의 경우 남성이 92명

(93.9%) , 여성이 6명(6.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수의 경우， 남성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

재직 교수 중 남성비율(89.4%)이 여성(10.6%)보다 높은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 웅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j닐깅
=c르

L~= 468 \ 52.6% \ 성별
L~
C그 92 I 93.9%

여 여 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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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47 .4%

학부
교수 52 53.1%

784 89.7% -닙-교스t 16 16.3%

신분 대학원 Z-「l 二I=l그
조교수 21 21 .4%

77 8.8% 전임강사 7 7.1%

기타
13 1.5%

기타 2 2.0%

1 학년
127 14.5%

5년 이하 27 28.1%

2학년
233 26.5%

6-10년 20 20.8%

를-1} lL펴..:. 3학년
284 32.3%

:ζ껴~ ~ 11-15년 15 15.6%

4하-， 녀L..:.

185 21.1 %
16-20년 16 16.7%

대학원
49 5.6%

21 년 이상 18 18.8%

공학계열
322 36.3%

공학계열 24 24.7%

사회계열
58 6.5%

사회계열 7 7.2%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
저L..:.고= 2 0.2% 01 그c그〉
학과 의지학/수의

학 56 6.3%
의치학/수의학 15 15.5%

인문계열
168 18.9%

인문계열 18 18.6%

자연계열
281 31.7%

자연계열 32 34.0%

전공별 응답률에서 학생의 경우， 공학계열 322명(36.3%)， 사회계열

58명(6.5%)， 예체능계열 2명 (0.2%)， 의치학/수의학계열 56명(6.3%)， 인문

계열 168명(18.9%)， 자연계열 281명(31.7%)이 었다. 교수의 경우， 공학계

열 24명 (24.7%) , 사회 계 열 7명 (7.2%) , 의 치 학/수의 학계 열 15명 (15.5%) ,

인문계열 18명(18.6%) 자연계열 32명(34.0%)으로 학생과 교수의 전공

별 응답률에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신분별 응답률에 있어서 학부 학생이 784명(89.7%) ， 대학원생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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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8.8%) ， 기타가 13명 (1.5%)으로 대부분 학부 학생이었으며， 교수의 직

급별 응답률에 있어서는 교수 52명(53.1%) ， 부교수 16명(16.3%)， 조교수

21명(21.4% )， 전임강사 7명(7.1%)으로 교수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영역별 이용 만족도 분석

(1) 정보자료 영역

‘정보자원’ 영역에 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7개 항

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수업과제

에 관한 최신 정보이용의 용이성’ 3.12점 ， ‘필요한 정보이용의 적시

성’ 3.10점 ， ‘전공도서 소장의 적정성’ 3.03점 ， ‘전공 분야 학술지

소장의 적정성’ 3.03점 ，4개 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으로 정보

자료의 소장과 접근에 대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공 분야 전자저널 소장의 적

정성’ 2.97점 ， ‘다양한 형태 자료의 소장’ 2.99점 ， ‘낡은 도서의 지속

적 갱신’ 2.66점 ， 3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이 하로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정보자료 영역 분석 결과

수업과제에 관한 최신 정보이용의 용이성 만족 3.12 .878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이용의 적시성 만족 3.10 .893

이용자가 원하는 전공도서 소장의 적정성 만족 3.03 .976

이용자가 원하는 전공분야 학술지 소장의 적정성 만족 3.03 .848
이용자가 원하는 전공분야 전자저널 소장의 적정

불만족 I 2.97 I .857
서ζ그

다양한 형태 자료의 소장 여부 .909
낡은 도서의 지속적 갱신 여부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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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서비스 영역

‘정 보서 비 스’ 영 역 에 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2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희망도

서 구입신청 방법의 용이성’ 3.07점 ， ‘검색된 자료의 서가에서 찾기의

용이성’ 3.30점 ， ‘소장자료 검색후 상세정보 제공의 충분성’ 3.29점 ，

‘도서 대출/반납처리의 정확성’ 3.48점 ， ‘대출권수 및 기간의 적정

성’ 3.24점 ， ‘대출연장서비스의 편리성’ 3.56점 ， ‘이용자교육의 적절

성’ 3.08점 ， ‘전자저널， 온라인학술DB 원문정보이용의 편리성’ 3.09

점， ‘정보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3.15점 ， ‘제재수위의 적정성’ 3.27

점， ‘열람실 운영시간의 적절성’ 3.04점 ， 1l7H항목은 평균 점수가 3,0

점 이상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교수 및 학생집단

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구입

요청도서 이용의 신속성’ 2.91점 ， 1개 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이 하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정보서비스 영역 분석 결과

희망도서 구입신청 방법의 용이성 e!三-εl 3.07 ‘ 849

구입 요청 도서 이용의 신속성 불만족 2.91 ‘ 848

검색된 자료의 서가에서 찾기의 용이성 만족 3.30 ,890

소장자료 검색후 상세정보 제공의 충분성 만족 3.29 ,841

도서의 대출/반납 처리의 정확성 만족 3.48 ,896

도서의 대줄 권수 및 기간의 적정성 만족 3.24 .988

대출연장 서비λ의 편리성 e!표---51 3 ,56 .857

소장자료 및 학술DB 관련 이용자교육의 적정성 e!즈-드1 3.08 .801

전자저널， 온라인 학술DB 원문정보이용의 편리성 만족 3.09 .845

정보서비人 제공의 신속성 만족 3 ,15 .790

반납기간 위반시 제재수위의 적정성 만조「 3,27 ,895

열람실(자료실， 일반열람실 등) 운영시간의 적절성 만족 3,04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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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영역

‘시셜’ 영역에 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9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자료열람실 환

경관리의 적절성’ 3.18점 ， ‘학습도서관 좌석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절

성’ 3.13점 ， ‘일반열람실 환경관리의 적절성’ 3.03점 ， ‘도서관 홈페

이지 운영의 적절성’ 3.11 점 ， ‘교외에서 도서관 학술DB 이용의 원활

성’ 3.11점 ， ‘관내 시설물 관리의 적절성’ 3.02점 등 6개 항목은 평

균 점수가 3.0점 이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관내 이용자용 소모품 비치의 적절성’ 2.69점 ， ‘이용자용

전자기기 구비의 적절성’ 2.97점 ， ‘전자기기 유지보수의 적절성’ 2.90

점 등 3개 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이하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시설 영역 분석 결과

자료열람실 환경 관리(환기， 청소， 조명 등)의 적절
만족

성

별관(학습관) 일반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절성

일반열람실 환경 관리(환기， 청소， 조명 등)의 적

절성

관내 이용자용 소모품(음료， 휴지， 비누) 비치의 적

절성

도서관홈페이지 운영(수정， 보완)의 적절성

교외에서 도서관의 학술DB 이용의 원활성

전자기기 (PC， 복사기 등) 구비의 적절성

전자기기 (PC， 복사기 등) 유지， 보수의 적절성

관내 각종 시설물(정수기， 형광등， 의자 등) 관리의

만족

만족

조
「

마
」

볼
-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만족 .884
저저서
-，，，므 C그

3.18

3.13

3.03

2.69

3.11

3.11

2.97

2.90

3.02

.814

.867

.879

.962

.782

.809

.913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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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 영역

‘직원’ 영역에 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6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이용자 질의에

대한 직원 응답의 친절성’ 3.26점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직원 응

답의 신속성’ 3.24점 ‘이용자 질의에 대한 직원 응답의 정확성’

3.24점 ， ‘도서관 행정업무 처리의 신속성’ 3.19점 ， ‘도서관 행정업무

처리 시 이용자 중심 수행성’ 3.18점 등 5개 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으로 도서관의 직원 및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교수 및 학생집단

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용

의 불편(개선)사항 건의방법의 용이성’ 2.98점은 평균 점수가 3.0이 하

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직원 영역 분석 결과

이용자 질의에 대한 직원 응답의 친절성 만족 3.26 .918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직원 응답의 신속성 만족 3.24 .864
이용자 질의에 대한 직원 답변의 정확성 만족 3.24 .870
이용의 불편(개선)사항 건의 방법의 용이성 불만족 2.98 .900
행정업무(공지사항， 도서회원증 발급 등) 처리의 신

만족 3.19 .847
i--:1k〈그{

행정업무 처리 시 이용자 중심 수행성 만족 .843

(5)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영역에 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4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도서관

소장 정보자료 만족도’ 3.20점 ， ‘도서관 제공 정보서비스 만족도’ 3.23

점， ‘도서관 운영 시설불 만족도’ 3.06점 ， ‘도서관 직원 및 행정업무 만

족도’ 3.25점 등 4개 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으로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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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반적 만족도 영역 분석 결과

도서관 소장(접근) 정보자료 만족도

도서관 제공 정보서비스 만족도

도서관 운영 시설물 만족도

도서관 직원 및 행정업무 만족도

만족 3.20 .822

만족 3.23 .774
만족 3.06 .835
만족 3.25 .856

3) 개방형 질문 분석

(1) 정보자료 영역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개방형 설문 결과，<표 10>과 같이

학생집단의 경우 응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신간， 교양， 수업 관련

자료 등 장서부족(175건)’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공서적 부족(67

건)’ , ‘낡고 오래되고 찢어진 도서 많음(57건)’ , ‘구입 요청도서 신

속한 처리 및 진행상황 통보(32건)’ , ‘국내서 및 외국서 개정판 자료

비치 부족(31건)’ 의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표 10> 정보자료 영역 개방형 절문분석 결과

정보자료

신간， 교양， 수업 관련 자료 등 장서부족

전공서적 부족

낡고 오래되고 찢어진 도서 많음

구입 요청도서 신속한 처리 및 진행상황 통보

국내서 및 외국서 개정판 자료 비치 부족

학생증 없이 대출(학번 등)

파·오손 도서관리

판타지소설 많음

175
67
57
32
31
5
3

이에 반하여 교수집단의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최근

e-Joumal 신속한 Open' , ‘국내학술정보 사이트 중 각 분야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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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필수 사이트 소개’ , ‘희망도서 신청시 빠른 구입 요청’ , ‘전자저

널을 구독하더라도 인쇄저널 도서관 소장’ , ‘전자저널 및 전자학술지

구독 확대’ , ‘도서구입 요청절차 개선 & 예산 확충’ 등의 개선을 요

구하였다.

(2) 정보서비스 영역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나 개

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표 11>과 같이 학생집단의

경우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시험기간， 평일， 주말 이용시간 연

장(116건)’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서가내 책 찾기가 어려움(91건)’ ,

‘대출권수， 기간확대 (40건)’ , ‘다양한 형태의 이용교육 실시 (30건)’ ,

‘연체시 제재방법 개선 (28건)’ , ‘이용자 중심 편리한 학술정보시스템

구축(25건)’ , ‘전자저널， 학술논문 열람 불편(접근 장애 등)’ , ‘도서

관 열람시간 등 홍보부족’ 의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표 11> 정보서비스 영역 개방형 설문분석 결과

정보서비스

시험기간， 평일， 주말 이용시간 연장

서가 내 잭찾기의 어려움

대출권수， 기간 확대

다양한 형태의 이용교육 실시

연체시 제재방법 개선

이용자 중심 편리한 학술정보시스텀 구축

전자저널， 학술논문 열람 불편(접근 장애 등)

검색시 이상한 결과 출력

도서관 열람시간 등 롱보부족

일반인 출입 제한

116

91

40
30
28

25
20
17

12

11

이에 반하여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교수집단의 주요 요구사

항을 살펴보면， ‘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법’ , ‘찾아가는 서비스 개

발’ , ‘운영시간이 수업시간과 겹쳐서 불편한 점’ , ‘책 찾기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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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 ‘열람 및 반납기한 연장’ , ‘정보서비스 매뉴얼 생산.배포’ ,

‘도서관 이용자교육’ , ‘도서관 홈페이지 원활한 접속’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3) 시설 영역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설비 운영과 관련하여 불

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표 12>와 같

이 학생집단의 경우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관내 시설개선 (81

건)’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화장실 개선 (70건)’ , ‘컴퓨터 관리 (59

건)’ , ‘복사기 관리 (39건)’ , ‘관내 청소(32건)’ , ‘단대별 반납함

설치 (31건)’ , ‘관내 환기개선 (30건)’ , ‘소음 방지 (29건)’ , ‘컴퓨터

부족(28건 ) ’ , ‘열람석 부족(25건 ) ’ , ‘정수기 관리 (25건)’ , ‘관내 각

종 시설물 추가(21건)’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이에 반하여 관내 시설 및 설비와 관련하여 교수집단의 주요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필기구나 메모지의 비치’ , ‘음료자판기 설치’ ,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 , ‘관내 환기’ , ‘컴퓨터 속도 개선’ , ‘노

후화된 기자재 교체’ , ‘중앙도서관과 별관 연결 통로 설치’ 등의 개

선을 요구하였다.

<표 12> 시설 영역 개방형 설문분석 결과

m
ω-
m
ι
-
않
-%

-
없-
언ω
-m
-
영-
잉-
앙
-%]

-
낀

시설

시설 개선(냉난방， 열람책상， 의자， 조명 등)

화장실 개선(리모덜링， 휴지， 비누 비치 등)

컴퓨터 관리(업그레이드， 바이러스 점검 등)

복사기 관리(기기 노후화， 카드구입 불편)

책 먼지， 창문， 창툴， 에어컨 등 청소

도서관이 너무 멀다(분관， 단대멸 반납할 설치)

환기 개선(학습도서관， 화장실， 열람실)

소음 방지(여학생 힐소리， 전화， 잡담 등)

컴퓨터 부족

열람좌석 부족

정수기 관리(종이컵 구비， 청결 등)

시설추가(반납창구， 자판기， 프린터， 비데， 매점 등)



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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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 영역

우리 도서관의 직원 및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

하여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표

13>과 같이 학생집단의 경우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직원의

친절 (82건)’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직원 부족(5건)’ , ‘건의사항

영 늦음(2건)’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표 13> 직원 영역 개방형 설문분석 결과

직원

직원 불친절(근무태만， 게시판 답변， 근로학생 등)

직원 부족

건의사항 반영 늦음

82
5
2

이에 반하여 교수집단은 ‘전문 사서 확보’ 문제를 개선 사항으로 요

구하였다. 따라서 직원영역과 관련하여 학생집단은 직원의 불친절 문제

의 시정이 주요 요구사항이었고， 교수집단의 경우는 향후 주제전문서

비스， 강의지원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전문사서의 확보문제를 지적하였

다.

4) 논의사항

(1) 정보자료

앞서 분석한 정보자료 영역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14>와 같

이 ‘이용자가 원하는 전공분야 전자저널 소장의 적정성’ , ‘다양한 형

태 자료의 소장 여부’ , ‘낡은 도서의 지속적 갱신 여부’ 는 문항 평

균이 3.0이 하로 만족보다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방형 설문의 분석 결과 학생집단은 전공 및 교양 관련 장서부

족， 낡고 오래되어 훼손된 도서， 구입요청 도서의 신속한 처리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수집단은 최신 e-Joumal의 신속한 구입 및 구독 확대，

전공 영역별 기본적인 필수사이트 소개， 희망도서 신청시 빠른 구입요

청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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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불만족 설문문항 분석 결과

정보

자료

서비스

시설

직원

이용자가 원하는 전공 분야 전자저널 소장의 적정성

다양한 형태 자료의 소장 여부

낡은 도서의 지속적 갱신 여부

구입 요청한 도서 이용의 신속성

관내 이용자용 소모품(음료， 휴지， 비누) 비치의 적절성

이용자용 전자기기 (PC， 복사기 등) 구비의 적절성

이용자용 전자기기 (PC ， 복사기 등) 유지， 보수의 적절성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 건의 방법의 용이성

2.97

2.99

2.66

2.91

2.69

2.97

2.90

2.98

.857

.909

.933

.848

.962

.913

.882

.900

이러한 정보자료 영역에서 교수 및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전공도서， 전자저널， 교양

도서 등)가 신속히 입수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

행 연간 단가계약 제도와 더불어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적시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둘째， 대학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이용형태 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근거로 각 전공 영역별 다양한 형태의 도서와 전자저널， 교양

도서를 구비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

며， 셋째， 소장도서의 운영에 있어서 이용 빈도가 높아 낡은 도서와 교

육과정이 현저히 경과된 도서는 신속히 신간도서 및 개정판 도서로 갱

신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 영역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표 14>와 같이 ‘구입

요청한 도서 이용의 신속성’ 은 문항 평균이 3.0 이하로 만족보다 불만

족의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방형 설문의 분석 결과

학생집단은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대출 권수 및 기간의 확대， 서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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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찾기의 어려움， 편리한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 운영 환경

및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하여 교수집단은 정보서비

스 이용볍， 정보마인드 개선， 도서관 열람시간 연장 등 정보서비스 환경

의 개선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보서비스 영역에서 교수 및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

기 위하여 첫째， ‘구입 요청한 도서 이용의 신속성’ 에 관한 문제는

앞서 정보자료 영역에서 논의된 구입요청 도서의 신속한 처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정리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선정리

서비스’ 와 더불어 정보이용자가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

록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의 운영시간과 대출 책수의 한도와 기간， 연체시 제재

수위는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관시간과 대출 책수 문제를 전향적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제재 수위의 경우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적인 기반 환경

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서

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버스마언드가 도서관 구성원 개개인에게 인식되

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마인드를 전제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설

시설 영역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14>와 같이 ‘관내 이용

자용 소모품(음료， 휴지， 비누) 비치의 적절성’ , ‘이용자용 전자기기

(PC,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구비의 적절성’ , ‘이용자용 전자기기

(PC,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유지 보수의 적절성’ 은 문항 평균이 3.0

이하로 만족보다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

방형 설문의 분석 결과 학생집단은 노후화된 시설물(냉난방기기， 열람

책상， 의자， 형광등 등)의 개선， 이용자용 전자기기의 정기적 관리，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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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소음 방지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수집단은 이용자가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논 쾌적한 열람 환경 조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시설 영역에서 교수 및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

여 첫째， 일반열람실， 화장실， 휴게공간에 비치된 음료， 휴지， 비누 등

이용자용 소모품은 잘 비치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배려하

여야 하며，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둘째， 이용자들이 상시 이용하는 PC, 복사

기， 프런터， 스캐너 등 전자기기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지속적인 업그

레이드를 통하여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환경과 학습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전자기기와 시

설물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편리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넷째， 노후화된 시설

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항시 쾌적한 학습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관내 정기적인 소독과 청소를 통하여 청

결한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혹 하여야 한다.

(4) 직원

직원 및 행정업무 영역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표 14>와 같이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건의 방법의 용이성’ 은 문항 평균이 3.0이 하

로 만족보다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방형

설문의 분석 결과 학생집단은 직원의 불친절， 직원부족， 건의사항 반영

이 늦음을 지적하였고， 교수집단은 전문사서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직원 영역에서 교수 및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

여 첫째， 대학사회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변화된 정보환경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전환을 통하

여 이용자 중심의 친절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대학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인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학과별 강의지원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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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공 영역별 주제전문사서의 도업이 필요하다.

셋째， 교수 및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들

을 도서관 홈페이지， e-mail, 전화，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통하

여 의견을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도

서관 담당자는 접수된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선속히

답변을 올려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속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에 관련 근거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이용자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

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오늘날 대학도서관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매체가

인쇄매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웹 자원까지 관리하게 되었고， 도서

관의 정보이용 환경도 물리적인 시설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논

리적인 개체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옳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구수

준도 나날이 다양화， 전문화， 맞춤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

학도서관이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

다면 존재의 가치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학사회에 팽배해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정보와 학습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사명인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은 과연 어떠한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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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이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

영 전반에 걸쳐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 도서관이용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자원’ 영역에 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7

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업과제에 관한 최

선 정보이용의 용이성’ 3.12점 ， ‘필요한 정보이용의 적시성’ 3.10점 ，

‘전공도서 소장의 적정성’ 3.03점 ， ‘전공 분야 학술지 소장의 적정

성’ 3.03점 ， 4개 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으로 정보자료의 소장

과 접근에 대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공 분야 전자저널 소장의 적정성’ 2.97

점， ‘다양한 형태 자료의 소장’ 2.99점 ， ‘낡은 도서의 지속적 갱신’

2.66점 ， 3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이 하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보자료’ 영역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개방형 설문의 분석 결과 학생집단의 경우는 장서부족， 낡고 오래된

도서의 교체， 구입 요청도서의 신속한 처리， 개정판의 신속한 비치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었고， 이에 반하여 교수집단은 최근 e-Journal의 신속한

구입， 국내 학술정보 사이트 중 각 전공영역 펼수사이트 소개， 전자저널

의 구독 확대 등 전자저널의 신속한 구독과 이용에 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하였다.

둘째， ‘정보서비스’ 영역에 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2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희망도서 구입신

청 방법의 용이성’ 3.07점 ， ‘검색된 자료의 서가에서 찾기의 용이성’

3.30점 ， ‘소장자료 검색후 상세정보 제공의 충분성’ 3.29점 ， ‘도서 대

출/반납처려의 정확성’ 3.48점 ， ‘대출권수 및 기간의 적정성’ 3.24점 ，

‘대출연장서버스의 편리성’ 3.56점 ， ‘이용자교육의 적절성’ 3.08점 ，

‘전자저널， 온라인학술DB 원문정보이용의 편리성’ 3.09점 ， ‘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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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의 신속성’ 3.15점 ， ‘제재수위의 적정성’ 3.27점 ， ‘열람실

운영시간의 적절성’ 3.04점 ， 1l7H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구입 요청도서

이용의 신속성’ 2.91 점 ， 1개 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이 하로 교수 및 학

생집단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보서비스’ 영역에 관한 개방형 설문의 분석 결과 학생집

단의 경우는 도서관 운영시간의 연장， 대출권수 및 기간의 확대， 연체시

제재방법의 개선， 서가 내 책 찾기의 어려움 등 도서관 운영환경 개선

에 관한 사항이 개진되었고， 이에 반하여 교수집단은 정보서비스 이용

법， 정보서비스 마인드 개선， 매뉴얼 생성 및 배포， 도서관 열람시간 연

장， 대출/반납 환경 개선 등 정보서버스의 이용 환경 개선이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셋째， ‘시셜’ 영역에 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9개 항

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료열람실 환경관리의

적절성’ 3.18점 ， ‘학습도서관 좌석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절성’ 3.13점 ，

‘일반열람실 환경관리의 적절성’ 3.03점 ，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의

적절성’ 3.11점 ， ‘교외에서 도서관 학술DB 이용의 원활성’ 3.11점 ，

‘관내 시설물 관리의 적절성’ 3.02점 등 6개 항목온 평균 점수가 3.0

점 이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교수 및 학생집

단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관

내 이용자용 소모품 비치의 적절성’ 2.69점 ， ‘이용자용 전자기기 구비

의 적절성’ 2.97점 ， ‘전자기기 유지보수의 적절성’ 2.90점 등 3개 항

목은 평균 점수가 3.0이 하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 영역에 관한 개방형 설문의 분석 결과 학생집단의 경

우는 노후화된 시설환경의 개선， 이용자용 전자기기의 정기적 관리， 관

내 청소 및 환기， 소음방지 등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이 주요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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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이에 반하여 교수집단은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 노후화된 전

자기기 교체 등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람환경의 개선

이 주요 요구사항이 었다.

넷째， ‘직원’ 영역에 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6개 항

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 질의에 대한 직원

응답의 친절성’ 3.26점 ，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직원 응답의 신속

성’ 3.24점 ， ‘이용자 질의에 대한 직원 응답의 정확성’ 3.24점 ， ‘도

서관 행정업무 처리의 신속성’ 3.19점 ， ‘도서관 행정업무 처리 시 이

용자 중심 수행성’ 3.18점 등 5개 항목은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으로

도서관의 직원 및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보

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용의 불편

(개선)사항 건의방법의 용이성’ 2.98점은 평균 점수가 3.0이 하로 교수

및 학생집단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원’ 영역에

관한 개방형 설문의 분석 결과 학생집단의 경우는 직원의 불친절 문제

가 주요 요구사항이었고， 교수집단의 경우는 향후 주제전문서비스， 강의

지원서버스 운영과 관련한 전문사서의 확보푼제를 지적하였다.

4.2 제언

상기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

고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사회의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변화된 정보환경에 대한 사서들의 인

식전환과 더불어 전문적인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정보자원개발에서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자원이 신속히

입수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정보이용형

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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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도 정보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 높은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수준을 고려한 맞

춤화， 전문화된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넷째， 대학사회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서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시설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

입과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대학도서관이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환경에 부응하

는 전문적인 서버스와 필요한 정보자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

적인 인력의 수급 계획 과 아울러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기적인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도서관 운영

의 문제점 진단과 이용자의 불편사항 수렴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 운영 환경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신뢰받는 도서관 운영 환

경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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