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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서  멀티미디어실과 련된 기존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연구 범 와 데이터 분석방법이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요 미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공계열  이용행태에 입각한 만족도 

차이를 식별하지 않았다. 둘째, 체만족도에 향을 끼치는 도서  제반 요인의 역(자료, 자료검색, 장비  

시설, 서비스 담당자)만족도간의 차이를 식별하지 않았다. 셋째, 개선방안 도출과 련하여 ‘이용자’ 집단만을 조사 상

으로 하 으며, ‘서비스 담당자’들의 의견을 조사 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공계열이 이용행태에 끼치는 향을 알아보고, 둘째,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끼치는 역만족도 요인들과 체만족도간의 계를 규명하고, 셋째, 이용자  서비스 담당자가 제시하는 학도서  

멀티미디어실의 개선 을 발견하고자 하 다. 조사 상은 서울동북부사립 학교도서 의회에 소속된 학  

8개 학교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를 토 로 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련된다: ① 기존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② 장비  시설의 확충 필요성, ③ 자료의 확충 필요성, ④ 이용자 교육의 확  필요성, ⑤ 행정  법  련 

요인에 한 뒷받침의 필요성 등이다.

ABSTRACT

While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multimedia rooms in academic libraries, 
they have limitations both in the research scope and in the data analysis methods. The principal 
limitations are: ① Lack of investigation on the variation in user satisfaction by users’ major areas 

and utilization behaviors; ② Insufficiency of examining the variation in user satisfaction with diverse 
library areas; ③ Lack of consideration of service providers’ opinion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ollows: ① investigating how users’ major fields and utilization behaviors affect user 

satisfaction; ② deter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rea satisfaction factors and satisfaction 
in general; and ③ discovering what to improve, as indicated by users and service provider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suggestions relate to the improvements of the followings: ① the existing 

system; ② equipments and facilities; ③ resources; ④ user education; and ⑤ administrative and 
legal support.

키워드: 학도서 ,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만족도, 서동도

Academic Library, Multimedia Room, User Satisfaction

*

**
***

본 연구는 한성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을 축약한 것임.

본 연구는 한성 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한성 학교 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liberty032@naver.com) (제1 자)

한성 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ykim@hansung.ac.kr) (공동 자, 교신 자)

논문 수일자 : 2015년 2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3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3월 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5-33,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1.005]



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5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학도서 에

서 소장 인 자료의 다양화와 련기기의 발달

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도서

은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형태의 정

보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즉 학도서 이 

제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기 한 발 하는 정보

기술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멀티미

디어실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설치의 당 성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에는 도서 이 종이책을 심으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통한 지식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이 증해왔다. 둘째, 인터넷 등 다양한 정

보 매체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원

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해서는 과거의 인쇄자료 주의 도서 체제로

는 정보제공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셋째, 학도서 은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편집, 미디어제작, 어학학

습, 성방송 시청, DVD/VTR 시청, E-books, 

E-learning 등 디지털정보원  기능 에서 이

용자들에게 양질의 항목을 선정․개발하여 

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실의 필요성은 앞선 기

존연구에서도 강조된바 있다. 즉 도서 의 정

보자료  인 자원을 기반으로 정보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이용자들의 연구  학습

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공간으로서 멀티미디

어실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정기열 2008). 

한 학도서  자료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

오 등의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로 디

지털화되고 네트워크상에서 쉽게 근하여 검

색  활용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배성락 2011).

학도서  멀티미디어실과 련된 기존 연구

의 경우, 학도서  이용자의 멀티미디어실에 

한 각종 요구충족  서비스 개선을 한 연구

가 다수 있었으나(백혜숙 2004; 정기열 2008; 

배성락 2011; Junping et al. 2008; Bailey and 

Tierney 2009; Khan and Shafique 2011; 

Lian et al. 2012), 연구범 와 데이터 분석방

법이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공계열  

이용행태간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다. 

공계열은 상이한 학문 역별로 차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조사

상으로 생각된다.

둘째, 체만족도에 향을 끼치는 도서  

제반 요인의 역(자료, 자료검색, 장비  시

설, 서비스 담당자)만족도간의 차이를 식별하

지 못하 다. ‘자료’, ‘자료검색’, ‘장비  시설’, 

‘서비스 담당자’는 기존연구에서 도서 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각 구성요소들

이 이용자 만족도에 주는 향력의 차이는 

요한 분석요소로 생각된다.

셋째, 개선방안 도출과 련하여 ‘이용자’ 집

단만을 조사 상으로 하 으며, ‘서비스 담당자’

들의 의견을 조사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

분이다. 이는 ‘서비스 담당자’가 멀티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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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한 핵심 인 제 조건인 ‘ 산’과 

련된 사항에 해 답변해  수 있다는 에서 

요한 미비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에 따른 추가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도서  멀티미디어

실 이용자 만족도를 통해 재의 학도서  

멀티미디어실의 황을 조사한 후, 첫째, 학

도서  멀티미디어실 이용자들의 공계열이 

이용행태에 끼치는 향을 알아보고, 둘째, 멀

티미디어실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끼치는 

역만족도 요인들과 체만족도간의 계를 규

명하고, 셋째, 학도서  멀티미디어실에 한 

이용자  서비스 담당자 의견을 악하여 이

에 따른 개선 을 발견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한계

본 연구는 문헌조사연구와 장조사  설문

과 면담조사를 통해 실증  연구를 진행하 다. 

문헌조사연구를 통해서는 학도서 이 가지

는 멀티미디어실의 의미와 역할, 요성  이

용자 만족도에 한 기존연구를 조사하 다.

실증  연구의 경우, 서울동북부사립 학교

도서 의회(이하 서동도 으로 약칭함)의 도

서   설문조사를 거 한 학교를 제외한, 8

개 학교의 멀티미디어실을 상으로 진행하

다. 설문조사는 학도서  멀티미디어실의 

각 학교당 이용자 30명씩 총 240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면담조사의 경우 설문 상 8개 

학도서  면담을 거 한 3개 학교를 제외

한 5개 학교의 멀티미디어실 서비스담당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다만 국내 학도서  체를 조사하지 못하

고, 서동도 에 한정하여 조사한 것은 본 연구

의 한계 이라고 하겠다.

1.3 연구질문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

문 구성에서 연구결과의 보다 구체 이고 명확

한 구분을 하여 연구질문 1을 연구질문 2의 

하 질문으로 두지 않고 별도질문으로 설정하

다.

∙연구질문 1.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이

용자의 공계열별 역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질문 2.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이

용자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질문 2.1 이용자의 세부만족도, 

역만족도, 체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질문 2.2 역만족도별 체만족도

에 끼치는 향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질문 3.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이

용자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해 개선되어

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3.1 이용자가 제시하는 개선요

인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3.2 서비스 담당자가 제시하는 

개선요인은 무엇인가?

2. 이론  배경

2.1 멀티미디어실의 개념

 멀티미디어실은 창기에는 각 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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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컴퓨터실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

어 단순 인터넷 검색과 문서출력만 가능한 공

간이었으나, 재는 각종 정보원의 활용이 가

능한 공간으로 변화하 다. 이와 련하여 멀

티미디어실에 한 개념 한 변하여왔다. 

재 각 기 마다 근하는 에 따라 지칭하

는 명칭이 각각 다르며, 정의나 개념 한 모호

한 편이다. 그러나 체로 멀티미디어 기기 사

용이 가능하며, 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간을 지칭한다는 공통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명칭의 경우, 국내에서는 1990년  후반부

터 ‘ 자정보실’, ‘멀티미디어정보실’, ‘ 자도서

’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

도서 의 경우 정부 주도의 도서  정보화 종

합계획에 의해 ‘디지털자료실’로 표 화된 명칭

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련하여 멀티

미디어실에 한 선행연구와 재 사용 인 

유사한 용어를 통해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Raitt(1996, 479)는 유사한 용어로서 ‘

자도서 ’(Electronic Library)을 “컴퓨터와 텔

커뮤니 이션을 하게 용하여 정보수집, 

축 , 검색  배포와 도서 의 기본 시스템 통

제를 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텍스트, 데

이터, 비디오 상, 그림, 음성, 소리 등 모든 형

태의 정보를 공간 으로 축 , 종합, 처리  

근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Multimedia)시스템

을 갖춘 공간”이라고 하 다. 이러한 개념은 

재의 멀티미디어실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생

각된다.

MacWhinnie(2003)는 도서 의 자료입수, 

제공 등의 본질 인 기능의 요성을 제시하며, 

자자료와 인쇄자료의 근, 조사, 력학습을 

한 공간조성의 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공간의 시발 으로 ‘멀티미디어정보실’을 제안

하고 있다. 한, Albanese(2004)는 컴퓨터와 

함께 가구를 비치하여 카페나 라운지와 같이 

동학습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공

간’으로서의 ‘멀티미디어실’을 강조하 다.

한편, 서여화(2006)는 ‘ 자정보실’(Digital 

Multimedia Center)은 ‘ 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련 시설과 기기를 설치한 자료실’로, 

디지털도서 의 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을 지 하 다. 즉 디지털화된 정보를 네트워

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형태의 

시청각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성방송수신, 

원격화상강의까지 가능한 교육과 연구보조기

능을 겸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 다. 한편, 

디지털자료실의 경우, 도서 을 통하여 책 이

외로 생산되는 디지털자료(CD-ROM)와 인터

넷 제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정의

하 다.

한, 정기열(2008)은 ‘멀티미디어정보실’이 

이용자가 독립된 시설의 원스톱 환경에서 자

정보원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받으며, 

정보자원에 근  활용 가능한 공간이라 하

으며, 배성락(2011)은 ‘멀티미디어실’을 컴퓨터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 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제시하 다.

이상과 같은 멀티미디어실의 발  과정을 돌

아볼 때, 1990년 는 주로 ‘ 자도서 ’ 등 포

인 개념을 사용하 으나, 2000년  들어서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강조하는 보다 구체 인 

용어를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와 같은 선행연구와 유사 용어에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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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의를 종합하 을 때, 멀티미디어실은 CD, 

VOD, DVD, Blue-ray, 어학자료  오디오 자

료, 성방송  IPTV 등의 각종 자매체의 활

용과 운용을 한 응용소 트웨어의 활용이 

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공간에서 멀티미디어 편

집, 미디어제작, 어학학습, 성방송 시청, DVD/ 

VTR 시청, 문서작성 등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란을 피하

기 하여 ‘멀티미디어실’로 통일하여 기술하고

자 한다.

2.2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황

서울동북부사립 학교도서 의회(The Uni- 

versity Library Council in the Northeast Seoul) 

즉 ‘서동도 ’은 서울 동북부 지역에 근 한 사

립 학도서  상호간의 업무 조  유 강화

와, 정보교환, 업무의 발 을 한 공동연구 등

을 목 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1994년에 설립된 

이래로 재까지 월례회의, 실무 원회, 학술워

크샵, 자정보 공동구매, 각 학교간의 상호

차  자료 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규모의 

경우 체 으로 학생 수 7,000명에서 9,000명 

남짓의 소규모의 12개의 사립 학교도서

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멀티미디어실의 명칭의 경우 각 학교마

다 멀티미디어실에 한 근 이 달라 명

칭이 조 씩 다르며, 독립공간 설치여부의 경

우 8개교  과반수이상인 5개교가 독립된 공

간을 보유하고 있었고, 3개교는 다른 자료실과 

함께 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제공방

식의 경우 2개교만이 개가제를 채택하고 있었

다. 멀티미디어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서

비스의 경우 질의응답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실 이용자교육을 겸하

는 학교도 2개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멀

티미디어 자료검색은 8개교 모두 멀티미디어 

자료만 별도로 검색이 가능했으며, 2개교는 멀

티미디어 자료 형태별 검색을 지원하 고, 1개

교는 입수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가나다순 리스

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참조).

2.3 선행연구

선행연구의 경우 먼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배성락(2011)은 S 학교를 상으로 ‘멀티미디

어실’ 이용행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분석

하 으며, 반 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이용교육의 경우,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만족도

에 차이가 다소 나타남을 확인하 다.

정기열(2009)은 마산․창원지역 학도서

을 심으로 문 학과 종합 학으로 나 어 

‘멀티미디어실’ 운 황과 이용자 만족도간의 

학별 차이 을 분석하 으며, 종합 학보다 

문 학이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하 다.

백혜숙(2004)은 주  남지역의 국립  

2개, 사립  2개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이

용자 만족도  운  실태를 분석하 으며, 

반 으로 사립 학의 만족도가 국립 학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도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멀티미디어실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

하 다.

이상의 세 연구는 앞서 언 한 로 역만족

도 요인들과 체만족도간의 상 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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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학생수

(명)
명칭

리모델링

년도

독립공간

설치여부

자료제공

방식
서비스

멀티미디어

자료검색

A 학 10,605 멀티미디어실 2006
다른 자료실과

함께 운
폐가제

질의응답

서비스 자료형태별

검색 가능이용자

교육

B 학 17,653
멀티미디어

정보실
2014 독립공간보유 폐가제

질의응답

서비스

별도 비도서

검색페이지제공

C 학 8,693
이용자

서비스실
2009

다른 자료실과

함께 운
폐가제

질의응답

서비스

비도서자료의

가나다순

리스트제공

D 학 6,030 멀티미디어실 2006 독립공간보유 폐가제
질의응답

서비스

별도 비도서

검색페이지 제공

E 학 7,606 디지털정보실 2012 독립공간보유 폐가제

질의응답

서비스 자료형태별

검색 가능이용자

교육

F 학 7,186
자정보

자료실
2009 독립공간보유 개가제

질의응답

서비스 별도 비도서

검색페이지 제공이용자

교육

G 학 7,625
멀티미디어

정보자료실
2010 독립공간보유 폐가제

질의응답

서비스

별도 비도서

검색페이지 제공

H 학 7,655
멀티미디어

정보실
2003

다른 자료실과

함께 운
개가제

질의응답

서비스

별도 비도서

검색페이지 제공

<표 1> 서울동북부사립 학교도서  멀티미디어실 일반 황

체만족도에 향을 끼치는 역만족도 요인

간의 차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추가연구가 요구

되는 바이다.

이지원(2000)은 국내 멀티미디어실은 디지

털도서 의 하 개념이며, 네트워크를 통한 

자정보 확인  시청각자료 열람, 원격화상 강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보조기

능 공간임을 주장하 다.

심상순(1997)은 멀티미디어실은 자정보원 

검색  이용자교육, 교육매체 제작 등의 기능을 

하는 복합공간으로, 련된 문지식을 갖춘 

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One-Stop-Research”의 

개념 실 이 멀티미디어실에서 실 되어야 함

을 주장하 다. 따라서 이상의 두 연구는 멀티

미디어실의 개념 부분과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김정희와 김태수(2009)는 문도서 을 

상으로 도서  서비스 품질차원 변수들과 이용

자 만족도간의 상 계  상  향력, 차

별  향력 분석을 통해 문도서  환경에 맞

는 서비스 품질 구성차원과 이용자 만족도 역

의 변수를 도출하 으며, 도출한 변수는 서비스 

품질 차원의 변수(인력자원; 정보자원; 공간자

원)와 이용자 만족도 역 변수( 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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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원에 한 만족도; 재이용 의도)이며, 

이상의 변수들은 본 연구의 ‘ 역’ 구분과 련

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하 다.

김선애(2008)는 유럽의 고객만족도모델(ECSI)

을 용하여 학도서 의 체품질  도서  

이용에 따른 체만족도와 지속 인 이용의사

(충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의 충

성도 증가를 한 요인으로, 열람환경품질개선, 

인쇄형태자료의 품질 개선, 직원의 문성  

태도에 한 품질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의 개선을 주장하 으며, 이와 

련된 변수들은 본 연구의 설문문항과 련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차성종(2011)은 2010년 공공도서  운  평

가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항목의 만족도 변인(장서; 직원; 시설 로그

램; 온라인서비스; 정보제공정도)과 반 인 

만족도간의 계 확인을 해, 각 변인별로 만

족도를 측정한 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체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도를 

분석함. 그 결과 정보제공정도, 시설, 직원이 높

았으며, 온라인서비스, 로그램은 상 으로 

낮았음을 확인하 으며, 이상의 연구 방법은 본 

연구의 연구질문 5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노동조와 남민석(2012)은 6시그마 도구를 

활용하여 학도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선

에 향을 미치는 변수 도출을 통해 멀티미디

어 서비스 로세스 분석  핵심 품질 특성을 

지표화 하 으며, 연구 결과, 자료 선정 담자 

유무; 자료 선정주기; 독립된 멀티미디어실 운

 유무; 자료 배가 방법; 인기자료 안내 여부; 

입수자료 통보 여부; 신간 자료 안내 방법; 구

입주문처리 방법; 주문자료 진행사항 검 주

기; 자료 신청자 유형; 자료 신청 방법; 반납 

시 자료 상태 검 여부; 소장자료 목록 안내 

방법; 연체자료 회수방법으로 총 14개 변수를 

도출하 으며, 이상의 14개 변수들은 본 연구

의 멀티미디어실 개선 요인(연구질문 6)과 연

결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이성신(2013)은 고객만족도와 충성도 사이

의 상 계가 높지 않다는 일부 경 학 분야의 

연구결과가 공공도서 의 이용자 만족도  충

성도 련 지표간의 상 계분석과 연 이 있

는가에 한 의미와 매개변수를 조사하고자 공

공도서  두 곳의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도서  이용자 만족

도와 충성도간의 상 계는 존재하지만 높은 

편은 아님을 확인하 다. 한 만족도  충성

도 지표  가장 상 계가 낮은 것으로는 ‘새

로운 도서  서비스 이용의사’ 으며, 가장 상

계가 높은 것으로는 ‘타인에게 사용을 권할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만족도와 

충성도간에 상 계에서 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는 지리  근성;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주차문제; 도서  자료의 부족  최신성과 다

양성 부족; 도서 내의 편의시설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는 본 연구의 설문문항

과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국외 연구의 경우 Lian et al.(2012)은 유비

쿼터스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한 요성을 제

시하며, 재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해 

오디오  비디오 스트리 , 디지털 컬 션, 온

라인 비즈니스 등이 리 보 되어 있으며, 추

후 이와 련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윤리

가 요 사안으로 부각될 것임을 제시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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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의 장비  시설의 요성을 언 하

다.

Khan and Shafique(2011)은 바하왈푸르 

이슬라미아 학의 경 학 석사과정(MBA)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도서 의 역

할과 요성에 한 인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 

두 학과 모두 인터넷 서비스  각종 멀티미디

어 기기와 시청각자료의 증설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본 연구

의 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Bailey and Tierney(2009)은 20여개 학

도서  멀티미디어실의 황을 조사하여 학 

 공공, 학교도서  등 각 도서  종별로 실

제 용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모델을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실 모델 

제시를 통해 본 연구의 멀티미디어실 개선 요

인(연구문제 6)과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Junping et al.(2008)은 도서  마  방안

으로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  유형 분석과 

함께, 국어권 국가의 학도서 을 상으로 

멀티미디어실 시설에 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분의 국 학 도서 들이 멀티미디어실

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 & 타이완 학이 

국 학보다 VOD 제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본 연구의 설문

지 역의 자료와 장비  시설 역 부분의 설

문문항과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Hass(2004)는 미국연구도서 회(ARL)에 

가입한 74개 학도서  22개 학도서 이 

멀티미디어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

당 학도서 을 상으로 멀티미디어실 설치 

 운 황을 조사하 음. 조사 결과 1995년 

이 에는 4개 에 불과했으나, 차 멀티미디

어실 수가 증가함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멀

티미디어실의 격한 증가는 본 연구의 요성

을 뒷받침하고 있다.

2.4 기존연구를 토 로 한 설문 역 도출

이상의 멀티미디어실 련 선행연구의 설문

지  련내용 요소를 국내와 국외로 나  후, 

각 연구자별로 정리하 으며(<표 2> 참조), 이

들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련 요

소를 확인한 결과, ‘자료’, ‘자료검색’, ‘장비  

시설’, ‘서비스 담당자’ 총 네 가지인 것으로 나

타났다(<표 3> 참조).

한 <표 2>를 바탕으로 각각의 선행연구를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내용의 순서 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 학도서  멀티미디어

실 만족도’, ‘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련 연

구’, ‘멀티미디어 련 연구’, ‘ 학도서  만족

도 련 연구’, ‘기타 종의 멀티미디어실 만족

도’의 순서로 나 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

구로부터 설문지 역과 각 역별 하 요소를 

도출하 다. 도출한 역은 앞서 언 한 로 

‘자료’, ‘자료검색’, ‘장비  시설’, ‘서비스 담당

자’로 총 네 가지이며, 이들 역의 하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  자료의 경우 ‘최신성’, ‘다양

성’, ‘ 문성’ 세 가지로 구분하 다. 자료검색

의 경우 ‘기능성’과 ‘이용용이성’의 하 요소를 

제시하 다. 장비  시설의 경우 ‘성능’, ‘다양

성’, ‘편의성’, ‘이용안내’ 네 가지로 구분하 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담당자의 경우 서비스담당

자의 ‘이해성’, ‘ 역지식’, ‘친 성’ 총 세 가지

로 나 어 제시하 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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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만족도 평가 역

Lian et al.(2012) 장비  시설(성능, 다양성)

배성락(2011)

직원(서비스, 문제해결)

이용교육(이수경험, 만족도, 교육 필요성)

활성화 방안(총 만족도, 개선사항)

자료(이용서비스 반, 최신성, 다양성)

서비스(서비스 만족도, 시설물 불편사항, 활성화  홍보방안, 방문결과 만족도)

차성종(2011)

직원( 문성, 친 성)

시설( 성, 편리성)

로그램(충실성)

온라인서비스(충분성, 용이성)

정보제공정도(이용목  달성 정도)

Khan & 

Shafique(2011)

도서 에서 제공 인 각종 서비스

자료(최신성, 다양성)

정기열(2009)

콘텐츠(최신성, 다양성)  기자재(다양성, 편의성, 인터넷 속속도)

서비스 만족도(직원서비스, 총 , 분 기, 불만요인, 이용시 불편사항 해결책)

활성화(이용교육  홍보)방안

자료(최신성, 다양성, 목록제공, 이용안내)

시설(다양성, 수, 성능, 속속도, 분 기)

Bailey & 

Tierney(2009)

자료( 문성)

자료검색(편리성, 기능성)

장비  시설(성능)

서비스 담당자(이해성, 충분성, 친 성)

김선애(2008)

직원의 문성  태도( 문성  능력의 합성, 조 인 자세, 충족정도)

도서 의 유용성( 요성  역할, 개인  요구 충족 기 , 필요성)

이용자 만족도(서비스 만족도, 체만족도, 이상 인 도서   서비스 비 수 )

이용자 충성도(재이용, 재방문 의사, 도서  이용의 개인  요성, 타인에게 도서  이용 권유)

장서(최신성, 충분성)

Junping et al.

(2008)

자료(다양성)

장비  시설(다양성)

백혜숙(2004)

자자원( 성, 요건충족정도)

인쇄형태자료( 성, 요건충족정도)

제공 로그램(질  수 , 요건충족정도)

도서  시설/장비( 성, 요건충족정도)

열람환경(편리성, 쾌 성, 유용성, 요건충족정도)

<표 2> 멀티미디어실 만족도 평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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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하

요소

선 행 연 구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만족도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련 연구

멀티미디어

련 연구

학도서

만족도 련 

연구

기타 종의

멀티미디어실

만족도

자료

최신성
정기열(2009)

백혜숙(2004)
Khan & Shafique

(2011)
차성종(2011)

배성락(2011)

다양성
정기열(2009) 백혜숙(2004) Khan & Shafique

(2011)
김선애(2008)

배성락(2011) Junping et al.(2008)

문성
Bailey & 

Tierney(2009)
차성종(2011)

자료검색

기능성
Bailey & 

Tierney(2009)
차성종(2011)

이용

용이성
백혜숙(2004) 김선애(2008)

장비  

시설

성능 배성락(2011)
Bailey & 

Tierney(2009)

Lian et al.

(2012)

다양성
정기열(2009) 백혜숙(2004) Lian et al.

(2012)
김선애(2008)

배성락(2011) Junping et al.(2008)

편의성 정기열(2009) 백혜숙(2004) 김선애(2008)

이용

안내
정기열(2009)

서비스 

담당자

이해성
정기열(2009) Bailey & 

Tierney(2009)
김선애(2008)

배성락(2011)

역

지식

Bailey & 

Tierney(2009)
김선애(2008) 차성종(2011)

친 성 정기열(2009)

백혜숙(2004)

Bailey & 

Tierney(2009)

<표 3>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역  하 요소

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신뢰도 검증

자료 수집은 앞에서 분석된 4가지 역인 멀

티미디어실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역  하

요소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2014년 9월 30

일부터 2014년 10월 8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

다. 면 조사의 경우 2014년 11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진행하 다. 한 자료 

수집을 해 장조사 8회, 설문조사 8회, 면

조사 5회씩 총 21회를 방문하 으며, 설문조사

의 경우 비교  이용률이 높은 오후 시간 (오

후 3시부터 오후 6시)를 선정하여 조사하 다. 

한편 본 연구의 자료수집 이후 1개 학교가 서동

도 에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구조는 총 25개 항목

이며 주요 항목을 ① 자료, ② 자료검색, ③ 장

비  시설, ④ 서비스 담당자, ⑤ 체만족도



학도서  멀티미디어실에 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  15

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조화 하 다. 설문지 측

정 방법은 5  Likert Scale을 시행하 으며, 1

 매우 그 지 않다, 2  그 지 않다, 3  보

통, 4  그 다, 5  매우 그 지 않다로 나 어 

측정하 다(<표 4> 참조).

면 조사지에서는 크게 6가지 역 즉 ‘멀티

미디어실에 한 서비스 담당자의 인식’, ‘멀티

미디어실 개선방안  향후 계획’, ‘이용자’, ‘자

료’, ‘자료검색’, ‘장비  시설’에 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조사하 고, 실제 질문은 총 16문

항이다(<표 5> 참조).

한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의 경우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를 사용하 으며, 내  일

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 다. 한 설문

항목의 경우 신뢰성을 인정받기 한 인 

기 은 없으나 일반 으로 알 (Alpha)계수

가 0.6 이상이면 비교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

성은 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

든 설문항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표 6> 참조).

3.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수화 하

여 연구질문별로 통계처리 하 으며, SPSS/WIN 

구 분 항 목

이용행태

(1문항)
공계열

자료

(4문항)

소장자료의 최신성 만족도

소장자료의 다양성 만족도

소장자료의 문성 만족도

소장자료의 체 만족도

자료검색

(3문항)

자료검색의 기능성 만족도

자료검색의 이용용이성 만족도

자료검색의 체 만족도

장비  시설

(6문항)

인터넷 속속도 만족도

장비  시설의 성능 만족도

장비  시설의 다양성 만족도

장비  시설의 편의성 만족도

장비  시설의 이용안내 만족도

장비  시설의 체 만족도

서비스 담당자

(5문항)

서비스 담당자의 이해성 만족도

서비스 담당자의 역지식 만족도

서비스 담당자의 친 성 만족도

서비스 담당자의 자발  도움 만족도

서비스 담당자의 체 만족도

체 만족도

(2문항)

멀티미디어실 체 만족도

멀티미디어실 개선 요인

<표 4>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만족도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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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멀티미디어실에 한

서비스 담당자의 인식

(4문항)

멀티미디어실의 장

멀티미디어실의 만족 요인

멀티미디어실의 불만족 요인

멀티미디어실 산 증가시 추가하고 싶은 사항

멀티미디어실 개선방안 

향후 계획

(3문항)

멀티미디어실 개선을 해 필요한 부분

멀티미디어실 발 을 한 필요 사항

멀티미디어실의 미래지향  향후 발 계획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3문항)

주요 사용하는 기기

사용 빈도가 낮은 기기

이용자의 멀티미디어실 방문 목

자료

(2문항)

이용자가 선호하는 자료유형  주제

문 인 자료소장에 한 견해

자료검색

(1문항)
멀티미디어 자료검색기능 개선사항

장비  시설

(3문항)

제외하고 싶은 장비  시설

추가하고 싶은 장비  시설

반드시 입수해야 하는 장비  시설

<표 5>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 면 조사 내용

 역 Alpha

멀티미디어실 자료 .883

멀티미디어 자료검색 .912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설 .866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 .869

<표 6> 역의 신뢰성검증

연구질문 분석방법 분 석 내 용

연구질문 1 ANOVA 공계열별 각 역만족도의 차이

연구질문 2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만족도 분석

연구질문 2.1 평균분석 이용행태를 제외한 체 설문 문항의 세부만족도, 역만족도, 체만족도별 평균

연구질문 2.2 다 회귀분석 각 역만족도별로 체만족도에 끼치는 향의 차이

연구질문 3 멀티미디어실 개선요인 제안

연구질문 3.1 빈도분석 이용자가 제시하는 개선요인과 련된 설문답안을 토 로 빈도분석

연구질문 3.2 내용분석 서비스 담당자가 제시하는 개선요인분석

<표 7> 연구질문별 분석방법

통계 로그램 18.0을 활용하 다. 사용된 분석방

법은 빈도분석, ANOVA, 평균값제시, 다 회귀

분석, 내용분석이다(<표 7> 참조).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95% 신뢰수 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 으로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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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만족도 분석결과

4.1.1 연구 상자의 공계열

연구 상자의 이용행태  공계열을 조사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먼  공계열의 

경우 자연과학  공학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과학, 인문과학, 체능 순으

로 분포되어 있다(<표 8> 참조).

4.1.2 공계열  역별 만족도 분석결과

1) 공계열별 만족도의 차이

공계열별로 역별 만족도 차이 검증에 

한 ANOV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멀티미디어

실 자료’,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설’, ‘멀티미디

어실 서비스 담당자’, ‘멀티미디어실 체’의 경

우 ‘ 체능’ 계열이 타 공 계열보다 만족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멀티미디어 

자료검색’의 경우 ‘자연과학  공학’ 계열이 만

족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9> 참조).

2) 역별 만족도 분석

(1) 이용자의 세부, 역  체만족도 분석

먼  ‘멀티미디어실 자료'의 경우, 모든 문항

에서 ‘매우 그 다’와 ‘그 다’의 정 인 응답

이, ‘매우 그 지 않다’와 ‘그 지 않다’의 부정

인 응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료의 ‘ 역만족도’는 5  만 에 3.78 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를 보

인 반면, ‘자료의 문성’의 경우는 3.48 으로 

다른 문항보다 상 으로 낮은 수를 보 다

(<표 10> 참조).

응답자 수 퍼센트(%)

공계열

인문과학 58 24.2

사회과학 63 26.3

자연과학  공학 82 34.2

체능 37 15.4

합 계 240 100.0

<표 8> 연구 상자의 공계열

응답자 수 평균 표 편차 F p

멀티미디어실

자료

인문과학 58 3.81 .805

.890 .447
사회과학 63 3.70 .944

자연과학  공학 82 3.74 .843

체능 37 3.97 .799

멀티미디어

자료검색

인문과학 58 3.78 .773

.329 .804
사회과학 63 3.70 .927

자연과학  공학 82 3.83 .717

체능 37 3.73 .932

<표 9> 공계열별 만족도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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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자료 응답자 수 퍼센트(%) 평균 표 편차

자료의 최신성

매우 그 지 않다 4 1.7

3.55 .827

그 지 않다 6 2.5

보통 119 49.6

그 다 77 32.1

매우 그 다 34 14.2

자료의 다양성

매우 그 지 않다 0 0

3.64 .826

그 지 않다 17 7.1

보통 89 37.1

그 다 97 40.4

매우 그 다 37 15.4

자료의 문성

매우 그 지 않다 2 .8

3.48 .868

그 지 않다 23 9.6

보통 104 43.3

그 다 80 33.3

매우 그 다 31 12.9

자료 역 만족도

매우 그 지 않다 4 1.7

3.78 .855

그 지 않다 6 2.5

보통 77 32.1

그 다 104 43.3

매우 그 다 49 20.4

합 계 240 100.0

<표 10> 멀티미디어실 ‘자료’의 이용자 만족도

‘멀티미디어 자료검색’ 역의 이용자 만족

도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매우 그 다’와 ‘그

다’의 정 인 응답이, ‘매우 그 지 않다’와 

‘그 지 않다’의 부정  응답보다 압도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료검색의 이

용용이성’의 경우 5  만 에 3.79 , ‘ 역만족

응답자 수 평균 표 편차 F p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설

인문과학 58 3.69 .959

1.023 .383
사회과학 63 3.65 1.003

자연과학  공학 82 3.61 .857

체능 37 3.92 .795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

인문과학 58 3.41 .879

.919 .433
사회과학 63 3.43 .756

자연과학  공학 82 3.52 .878

체능 37 3.68 .818

멀티미디어실

체

인문과학 58 3.83 .653

1.835 .141
사회과학 63 3.71 .728

자연과학  공학 82 3.76 .810

체능 37 4.05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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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77 , ‘자료검색의 기능성’은 3.67 으

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5  만 에 3  이상으

로 나타나 간 이상의 만족도를 보 다(<표 

11> 참조).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설’ 역의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매우 그 다’와 

‘그 다’의 정 인 응답이, ‘매우 그 지 않다’

와 ‘그 지 않다’의 부정 인 응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비  시설의 편의성’

은 5  만 에 3.75 , ‘ 역만족도’는 3.69 으

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장비  시설의 다양성’은 3.42 으로, 

다른 문항보다 상 으로 낮은 수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제공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12> 참조).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 역의 이용

자 만족도의 경우, ‘서비스 담당자의 자발  도

움’은 ‘매우 그 지 않다’와 ‘그 지 않다’의 부

정 인 응답이 약 38%로, ‘매우 그 다’와 ‘그

다’의 약 21%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모두 ‘매우 그 다’와 ‘그

다’의 정 인 응답이 ‘매우 그 지 않다’와 

‘그 지 않다’의 부정  응답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멀티미디어 자료검색 응답자 수 퍼센트(%) 평균 표 편차

자료검색의

기능성

그 지 않다 20 8.3

3.67 .857
보통 81 33.8

그 다 98 40.8

매우 그 다 41 17.1

자료검색의

이용용이성

매우 그 지 않다 1 .4

3.79 .847

그 지 않다 15 6.3

보통 65 27.1

그 다 111 46.3

매우 그 다 48 20.0

자료검색 역

만족도

그 지 않다 12 5.0

3.77 .821
보통 79 32.9

그 다 102 42.5

매우 그 다 47 19.6

합 계 240 100.0

<표 11> 멀티미디어 ‘자료검색’의 이용자 만족도

멀티미디어 장비  시설 응답자 수 퍼센트(%) 평균 표 편차

인터넷 속속도

매우 그 지 않다 10 4.2

3.58 1.098

그 지 않다 28 11.7

보통 71 29.6

그 다 74 30.8

매우 그 다 57 23.8

<표 12>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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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 응답자 수 퍼센트(%) 평균 표 편차

서비스 담당자의

이해성

매우 그 지 않다 0 0

3.55 .791

그 지 않다 14 5.8

보통 111 46.3

그 다 84 35.0

매우 그 다 31 12.9

서비스 담당자의

역지식

매우 그 지 않다 1 .4

3.53 .781

그 지 않다 9 3.8

보통 122 50.8

그 다 77 32.1

매우 그 다 31 12.9

<표 13>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에 한 이용자 만족도

멀티미디어 장비  시설 응답자 수 퍼센트(%) 평균 표 편차

장비  시설의

성능

매우 그 지 않다 5 2.1

3.54 .938

그 지 않다 20 8.3

보통 94 39.2

그 다 80 33.3

매우 그 다 41 17.1

장비  시설의

다양성

매우 그 지 않다 2 .8

3.42 .934

그 지 않다 33 13.8

보통 103 42.9

그 다 66 27.5

매우 그 다 36 15.0

장비  시설의

편의성

매우 그 지 않다 2 .8

3.75 .857

그 지 않다 12 5.0

보통 78 32.5

그 다 101 42.1

매우 그 다 47 19.6

장비  시설의

이용안내

매우 그 지 않다 5 2.1

3.57 .921

그 지 않다 20 8.3

보통 86 35.8

그 다 92 38.3

매우 그 다 37 15.4

장비  시설 역

만족도

매우 그 지 않다 2 .8

3.69 .914

그 지 않다 22 9.2

보통 71 29.6

그 다 99 41.3

매우 그 다 46 19.2

합 계 2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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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 퍼센트(%) 평균 표 편차

체 만족도

매우 그 지 않다 1 .4

3.81 .746

그 지 않다 7 2.9

보통 67 27.9

그 다 127 52.9

매우 그 다 38 15.8

합 계 240 100.0

<표 14> 멀티미디어실 체의 이용자 만족도

한 <표 13>에서 나타났듯이 ‘서비스 담당

자의 자발  도움’의 경우 5  만 에 2.80 으

로 간 이하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에, 이를 제

외한 나머지 문항은 모두 5  만 에 3  이상

으로 나타나 간 이상의 만족도를 보 다(<표 

20> 참조). 4개 역(자료, 자료검색, 장비  

시설, 서비스 담당자)을 포 하는 멀티미디어실 

체 만족도의 경우, ‘매우 그 다’와 ‘그 다’의 

정 인 응답이 약 68%로, ‘매우 그 지 않다’

와 ‘그 지 않다’의 약 3%보다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한, 5  만 에 3.81 의 만

족도를 보 다(<표 14> 참조).

(2) 역만족도별 체만족도에 끼치는 

향분석

각 역만족도별로 체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먼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에 다 공선

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

다.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의 경

우, 모든 독립변수에서 0.579 이상으로 나타나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 응답자 수 퍼센트(%) 평균 표 편차

서비스 담당자의

친 성

매우 그 지 않다 2 .8

3.68 .897

그 지 않다 20 8.3

보통 75 31.3

그 다 99 41.3

매우 그 다 44 18.3

서비스 담당자의

자발  도움

매우 그 지 않다 21 8.8

2.80 .995

그 지 않다 71 29.6

보통 96 40.0

그 다 39 16.3

매우 그 다 13 5.4

서비스 담당자

역 만족도

매우 그 지 않다 3 1.3

3.50 .838

그 지 않다 16 6.7

보통 109 45.4

그 다 83 34.6

매우 그 다 29 12.1

합 계 2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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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B 표 오차 베타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상수) .933 .187 5.000 .000

멀티미디어실 자료 .095 .050 .109 1.900 .059 .579 1.726

멀티미디어 자료검색 .089 .050 .098 1.803 .073 .644 1.552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설 .381 .046 .466 8.286*** .000 .605 1.653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 .221 .044 .249 4.993*** .000 .773 1.294

F=71.827*** p<.001 R
2=.550 Durbin-Watson=1.964

***p<.001

<표 15> 각 역만족도별 체만족도에 미치는 향

0.1보다 컸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한 모든 변수에서 1.726 이하로 

나타나 10 이하임을 확인하 다. Durbin-Watson 

값의 경우, 1.964로 2에 가까워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 다. 잔차 분

석결과 표 화된 잔차의 범 가 -6.150~2.127

로 등분산성을 만족하 으며, 정규성 확인과 모

형의 합성을 확인하 다(F=71.827, p<.001). 

설명력의 경우 55.0%를 설명하며 ‘멀티미디어

실 장비  시설’(β=.466, p<.001)과 ‘멀티미

디어실 서비스 담당자’(β=.249, p<.001)가 정

(+)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4개 변수  향력의 순 는 ‘멀티미디

어실 장비  시설’과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

당자’에 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만족도에 ‘장비  시설’

이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

다(<표 15> 참조).

4.2 개선요인 분석결과

4.2.1 이용자 개선요인

멀티미디어실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해 이

용자가 제시한 개선되어야 할 요인의 경우, ‘시설, 

기기 성능 개선(pc, 인터넷 속도 등)’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자료 필요’가 

12.5%, ‘고장난 시설, 기기 수리, 교체’가 11.7%, 

‘새로운 시설, 기기 추가’가 9.4% 순으로 ‘시설 

 기기’와 련된 응답이 과반수 가까이임을 

확인하 다. 이는 연구문제 2.2의 회귀분석결

과에서 ‘장비  시설’ 역이 이용자 만족도와 

연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듯이, 만족도를 

해 개선되어야 할 요인에서도 ‘장비  시설’에 

한 항목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6> 참조).

4.2.2 서비스 담당자 개선요인

1) 멀티미디어실에 한 서비스 담당자의 

인식

멀티미디어실의 장 에 한 질문의 답변으

로, 다양한 기기와 자료의 활용이 멀티미디어실

의 장 이라고 생각한 담당자는 4명인 반면, 3

명은 휴식, 즉 학생들이 멀티미디어실에서 과제

가 아닌 다양한 자료를 보거나 즐기는 장소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한 담당자는 “도서  내 

다른 공간보다도 멀티미디어실은 휴식이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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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 퍼센트(%)

시설, 기기 성능 개선(PC, 인터넷 속도 등) 40 31.3

다양한 자료 필요 16 12.5

고장난 시설, 기기 수리, 교체 15 11.7

새로운 시설, 기기 추가 12 9.4

이용 설명(매뉴얼) 필요 11 8.6

친 도 향상 10 7.8

편안한 공간, 이용 자리 부족 6 4.7

검색기능 개선 3 2.3

기타 15 11.7

합 계 128 100.0

<표 16> 멀티미디어실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해 개선되어야 할 요인

가가 강조된 공간이다.”라고 말하면서 멀티미디

어실의 휴식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 ‘이용자가 생각하는 멀티미디어실의 만

족 요인’과 ‘이용자가 생각하는 멀티미디어실의 

불만족 요인’에서 만족하는 요인으로는 ‘멀티미

디어 자료열람  기기활용이라고 과반수이상

이 생각한 반면에, 불만족 요인으로는 손상되

었거나, “오래된 자료에 하여 이용이 불편하

므로 불만족 할 것이다.”라고 모든 담당자들이 

제시하 다. 그 외에도 ‘부족한 시설’이나 ‘ 로

그램 수’ 는 ‘복잡한 기기 사용법’이라는 의견

이 있었다(<표 17> 참조).

한편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산 증설

시 추가하고 싶은 사항’의 경우, 모든 담당자들

이 ‘자 의 사정에 맞는 시설의 추가  개선’이

라고 강조하 다. 해당 시설로는 표 으로 

‘ 화 단체 상  공간(시어터)’이라고 제시하

으며, 이는 앞서 이용자 만족요인 부분과 더

불어 ‘장비  시설’이 멀티미디어실에 있어 

요한 요인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 학술과 

련된 자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한 서비스 담

당자는, “ 문 이고 학술 인 멀티미디어 자료

의 경우, 오락성 있는 자료에 비해 그 수가 은 

편이지만, 학도서 의 교수학습지원을 해

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2) 멀티미디어실 개선방안  향후 계획

개선 방안에 한 질문에서 과반수이상의 담

당자들이 멀티미디어실에 한 산 확 와 도

서 에 한 인식 개선을 말한 반면, 도서  

련 행정제도  작권법 개선과 비도서 자료

의 분류체계  목록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비도서 자

료의 분류체계  목록규칙 개정’의 경우 멀티

미디어실 자료를 개가제로 운  인 도서 의 

서비스 담당자는 “ 재의 KDC나 DDC 분류체

계로는 멀티미디어자료의 상세한 분류가 어려

워 재 자기호에 의존한 분류에 가까워 청

구기호 순으로 배가할 경우, 라우징 기능이 

히 떨어져 이용자의 이용이 어려운 편이

다.”라고 멀티미디어 자료의 분류  목록의 개

선이 필요함을 언 하 다. 한편 폐가제로 운

 인 학교의 한 서비스 담당자는 “멀티미디

어 자료의 경우 기존 분류체계로는 상세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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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서비스 담당자의 주요 답변 내용 답변학교

멀티미디어실의

장

다양한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 D, G, H, E

휴식 F, G, H

과제수행 F, G

인쇄 E

개가제로 인한 자료 라우징 H

이용자

만족 요인

멀티미디어 자료열람  기기활용 D, G, H

우수한 기기 성능 E, F

학술 검색 D

기존 시설(PC 좌석) 개선 E

그룹 열람실 이용 H

이용자

불만족 요인

부족한 시설 는 로그램 수 E, G

복잡한 기기 사용법 F, G

손상 는 오래된 형태의 자료 D, H

자료의 외 출 불가 E

부족한 자료 D

고정된 자세의 자료 열람 F

청구기호순 배가의 자료 라우징 H

2인 열람석 부재 H

산 증가시

추가하고 싶은 사항

화 단체 상  공간(시어터) D, F

학술 련 자료 확충 D, H

보유 인 시설의 성능 개선 E, H

PC  DVD 시설 추가 E

그룹 토의실 G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시설 추가(E-books, 상물 제작) G

<표 17> 멀티미디어실에 한 서비스 담당자의 인식

질 문 서비스 담당자의 주요 답변 내용 답변학교

개선을 해

필요한 부분

산 확 D, E, H

도서 에 한 인식 개선 D, E, G

도서  련 행정제도  작권법 개선 G, H

비도서 자료의 분류체계  목록규칙 개정 F, H

VOD 서비스 F

멀티미디어실

발 을 한

필요 사항

학술 련 자료 확충 D, H

산 확 E, G

도서 에 한 인식 개선 E, G

인력(사서) 추가 G

공간 확 G

자자료(E-learning, E-books) 확충 D

도서 의 지역주민 개방 G

수업 련자료의 수집  열람, 보존 G

<표 18> 서비스 담당자가 제시한 멀티미디어실 개선방안  향후 계획



학도서  멀티미디어실에 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  25

류가 어려워 재 폐가제로 운  이며, 등록

번호순으로 배가하고 있다. 재 이를 보완하

기 한 주제별 검색을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말하 다(<표 18> 참조).

한편, 멀티미디어실 발 을 한 필요 사항

으로는 학술 련 자료의 확충과 산의 확 , 

도서 에 한 인식 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개선을 해 필요한 부분’과 ‘멀티미디어

실 발 을 한 필요 사항’에서 ‘ 산 확 ’와 

‘도서 에 한 인식 개선’이라는 항목이 동일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많은 멀티미디어

실 서비스 담당자들이 멀티미디어실 발 을 

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한 모든 서비스 담당자들이 지향하는 멀

티미디어실의 방향이 다른 계로 미래지향

인 발 계획에 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면

을 보여 각기 상이한 답변을 보 다. 특히 ‘멀

티미디어실 자료’와 련된 답변은 ‘사용 빈도

가 낮은 자료형태의 보존  처리’, ‘ 자자료

(E-leaning, E-books) 확충’, ‘VOD 서비스’, 

‘수업 련자료의 수집  열람, 보존’라고 자료

와 련하여 과반수이상(4개 학교)이 응답하

다(<표 18> 참조).

3) 멀티미디어실 이용자에 한 서비스 담당

자의 답변

멀티미디어실 이용자에 한 서비스 담당자

의 답변으로는 이용자의 멀티미디어실 방문 목

이 ‘과제수행’과 ‘개인공부’가 부분이라고 

과반수이상이 답하 다. 이는 앞서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용자들이 멀티미디어실에서 주로 사용하

는 기기의 경우, 모든 서비스 담당자들이 ‘PC’

와 ‘DVD’를 사용한다고 말하 으며, 한 서비스 

담당자는 “PC는 멀티미디어기기라고 보기 어

렵지만 과제  연구수행을 해서는 필수 시

설이기에 가장 한 수량을 보유해야 한다.” 

라고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비  시설’

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 다.

한편, 어학기  오디오 이어의 사용 빈

도가 가장 낮다고 부분의 서비스 담당자들이 

말하 으며, 이는 멀티미디어 기기가 발 함에 

따라 사용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여, 기기 

체의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표 19> 참조).

4) 자료에 한 서비스 담당자의 답변

부분의 서비스 담당자들이 이용자들은 오

락성이 있는 화 자료를 선호한다고 응답하

질 문 서비스 담당자의 주요 답변 내용 답변학교

미래지향

향후 발 계획

사용 빈도가 낮은 자료형태의 보존  처리 D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지역 확 E

VOD 서비스 E

자자료(E-learning, E-books) 확충 F

도서 의 지역주민 개방 G

수업 련자료의 수집  열람, 보존 G

휴게 공간 기능 확 H

이용자 소유의 멀티미디어 기기 활용 확

(무선키보드  무선마우스 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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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서비스 담당자의 주요 답변 내용 답변학교

이용자의

멀티미디어실

방문 목

과제수행 D, E, F, G, H

개인공부 D, F, G

정보검색 D, G

여가  휴식 D, H

개인 노트북 사용 E

인쇄 E, F

주요 사용 기기

PC D, E, F, G, H

DVD 이어 D, E, F, G, H

스캐 F, H

이미지 편집기 H

사용 빈도가

낮은 기기

어학기  오디오 이어 F, G, H

비디오 이어 E

성방송 E

<표 19> 멀티미디어실 이용자에 한 서비스 담당자 답변

질 문 서비스 담당자의 주요 답변 내용 답변학교

이용자 선호의

자료유형  주제

오락성 있는 화 자료 D, E, F, H

수업자료  교양자료 D

문 인

자료소장에 한

견해

학술 련 자료는 필요함 D, E, F, G, H

다양한 콘텐츠 구비가 어려움 F, G

소장하고 있으나 부족함 D

체 소장 자료  10~20% 정도 구입 H

<표 20> 멀티미디어실 자료에 한 서비스 담당자 답변

다. 반면에 ‘학술 련 자료의 소장’에 해서는 

문 인 자료는 필요하다고 서비스 담당자들 

원이 강조하 으나, 학술 련 자료와 오락

성 있는 자료의 소장비율의 정도는 서비스 담

당자마다 조 씩 견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술 련 자료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

으나 다양한 콘텐츠 구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20> 참조).

5) 자료검색에 한 서비스 담당자의 답변

자료의 검색기능 개선의 경우, 다른 형태의 

자료보다 자자료가 우선 으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도 멀티미디어 

자료 검색시 해당 자료의 표지나 화 련 자

료의 경우, 검색시 이해를 돕기 한 포스터 등

의 이미지 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표 21> 참조).

6) 장비  시설에 한 서비스 담당자의 

답변

제외하고 싶은 장비  시설의 경우, ‘어학기 

 오디오 이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앞서 ‘사용 빈도가 낮은 기기’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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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서비스 담당자의 주요 답변 내용 답변학교

멀티미디어

자료검색기능

개선사항

다른 자료보다 자자료 우선 정렬 F, G

특별히 없음( 재에 만족) D

주제별 검색 필요 E

멀티미디어 자료 검색시 련 이미지 지원 H

<표 21> 멀티미디어 자료검색에 한 서비스 담당자 답변

질 문 서비스 담당자의 주요 답변 내용 답변학교

제외하고 싶은

장비  시설

어학기  오디오 이어 F, G

DVD 이어 E

성방송 E

추가하고 싶은

장비  시설

화 단체 상  공간(시어터) D, F, G, H

개인 터치스크린 좌석( 자책  오디오북 열람) E

태블릿 PC E

VOD 서비스 D

3D 스캐   3D 린터 G

최신형 TV H

반드시

입수해야 하는

장비  시설

개인 터치스크린 좌석( 자책  오디오북 열람) E

기타(DVD 보안 이스, 쇼 ) D, F, G, H

<표 22>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설에 한 서비스 담당자 답변

한편 자 의 사정  각 서비스 담당자가 

생각하는 멀티미디어실에 한 견해가 달라 

답변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화 단

체 상  공간(시어터)에 해서는 과반수이상

이 멀티미디어실에 추가하고 싶다고 응답하

다. 다만 이와 련하여 한 서비스 담당자는 

“단체 화 상 공간의 경우 공간의 설치비용

이 높고, 단체 열람시 작권법을 수하는 한

도에서 상 해야 하는 만큼, 시설 도입 이 에 

작권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의견

이 있었다.

한 반드시 입수해야 하는 장비  시설에 

해서는 ‘개인 터치스크린 좌석( 자책  오

디오북 열람)’이라고 응답하 다. 한편 이와 

련한 기타 의견으로는 재 음반매장 등에서 

사용 인 ‘DVD의 보안 이스’ 는 휴게 공

간 확 를 한 ‘쇼 ’설치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22> 참조).

4.3 분석결과 요약  논의

4.3.1 공계열별 이용자 만족도

공계열별 각 역만족도 차이 검증의 경

우, ‘멀티미디어실 자료’,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설’,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 ‘멀티

미디어실 체’의 경우, ‘ 체능’ 계열이 타 

공 계열보다 만족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

다. 즉 ‘과제  연구수행’을 주로 하는 체능

계 학생들(49.2%)이 타 공계열보다 높은 만

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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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역별 이용자 만족도

‘멀티미디어실 자료’ 역 이용자 만족도의 경

우, 모든 문항에서 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 역만족도’가 다른 문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를 보인 반면, ‘자료의 문

성’의 경우 다른 문항보다 상 으로 낮은 

수를 보여, 문성 있는 학술 자료의 확충 필요

성을 보여주었다.

‘멀티미디어 자료검색’ 역의 이용자 만족

도의 경우, 모든 세부 문항에서 큰 폭의 만족도

를 보 다.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설’ 역의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체로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비  시설의 편의

성’과 ‘ 역만족도’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만족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장

비  시설의 다양성’은 다른 문항보다 상

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다양한 장비  시설

의 확충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 역의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서비스 담당자의 자발  도움’은 만족도가 

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나

머지 문항은 모두 일반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료’, ‘자료검색’, ‘장비  

시설’  ‘서비스 담당자’ 역을 포 하는 ‘멀

티미디어실 체만족도’의 경우, 체로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이용자의 역만족도별로 체만족도에 끼치

는 향의 차이에 한 분석결과는 련 변수 

 향력의 순 는 ‘멀티미디어실 장비  시

설’과 ‘멀티미디어실 서비스 담당자’에 한 만

족도 순으로 나타나, ‘장비  시설’이 가장 

요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장비  시설의 요성이 높게 나타난 이용자

가 제시하는 개선요인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4.3.3 개선방안

이용자가 제시하는 개선요인의 경우, ‘시설, 

기기 성능 개선(PC, 인터넷 속도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자료 필요’, ‘고장난 

시설, 기기 수리, 교체’, ‘새로운 시설, 기기 추

가’가 순으로 ‘시설  기기’와 련된 응답이 

과반수 가까이임을 확인하 다. 이는 에서 

논의한 ‘장비  시설’의 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담당자가 제시한 개선방안

으로는 첫째, 시설  자료 확충의 경우, 시설은 

‘PC  DVD 이어’, ‘태블릿 PC’, ‘3D 스캐

’  ‘3D 린터‘, ‘ 화 단체상  공간(시어

터)’의 확충 필요성과 련된 응답이 있었으며, 

자료의 경우 ‘ 자자료(e-learning, e-books) 

확충’, ‘VOD 서비스’, ‘수업 련 자료의 수집 

 열람, 보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

련 자료의 수집  열람, 보존’의 경우, 이용

자의 주된 방문 목 이 ‘과제  연구수행’인 만

큼 각 학교의 교육개발연구원(CTL)과 연계하

여 ‘수업 련 자료의 수집  열람, 보존'에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시스템 개선의 경우, 특히 ‘비도서 

자료 분류체계 개선과 목록규칙 개정’  ‘사용

빈도가 낮은 어학기  오디오 이어 설치

의 재검토’ 등의 사항이 제시되었다. 특히 ‘비도

서 자료의 분류체계  목록규칙 개정’에 련

된 답변이 있었다. 서비스 담당자 면 결과  

“ 재의 KDC나 DDC 분류체계로는 멀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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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료의 상세한 분류가 어려워 재 자기호

에 의존한 분류에 가까워 청구기호 순으로 배

가할 경우, 라우징 기능이 히 떨어져 이

용자의 이용이 어려운 편이다.”라는 이 지

되었다. 이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분류  목록

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한, 폐가

제로 운  인 학교의 서비스 담당자는 “멀티

미디어 자료의 경우 기존 분류체계로는 상세한 

분류가 어려워 재 폐가제로 운  이며, 등

록번호순으로 배가하고 있다”고 언 하 다. 

이는 검색기능을 보완하기 한 주제별 검색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카세트테이 나 CD의 사용을 

제로 한 ‘어학기’의 경우, 사용빈도가 낮아져

가는 추세이므로 교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행정  법  제반요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체로 ‘도서 에 한 인식 개선’, 

‘ 산 확 ’, ‘도서  련 행정제도  작권

법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다수의 학교에서 

화 단체상  공간(시어터)의 필요성을 언 한 

반면, 설치비용의 문제와 더불어 단체 열람시 

작권법을 수해야 한다는 에서 작권법

의 확인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 멀티미디

어실에 한 인식 개선을 수반한 산확 의 

필요성은 장기 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 되었다.

한편, 멀티미디어실의 주요 방문목   하

나가, ‘과제  연구수행’인 반면에 서비스 담당

자를 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학술 

문자료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련

하여 재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교육을 시행하

고 있는 학교가 조사 상 8개 학교  3개 학교

로, 반 이하만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교육을 통해 재 구비된 학술 문자료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정기열 2008; 배성락 2011)에서 이용자 

교육을 받은 이용자의 멀티미디어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만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해서도 이용자 교육은 긴히 필요한 사항으로 생

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설문과 서비스 담당자 면

담에 한 분석을 종합한 결과, 멀티미디어실 

개선방안에 한 이용자와 서비스담당자의 견

해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먼  이용자의 경우 ‘새로운 시설의 확충’과 

‘기존 시설의 개선’ 등 반 으로 장비  시설

과 련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반면, 서비스 담

당자는 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요하지만, 

재 이용 인 시스템 는 행정  법  제반요

인의 개선 한 강조하 다. 즉 보다 포 인 

이용자 만족도 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한

정된 표본집단을 상으로 한 이용자 연구에서

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바와 같이 서비스 담당

자를 상으로 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하겠다.

5. 결론  제언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환경

의 변화로 시 가 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한 변화하고 있다. 이

에 각 학도서 들은 멀티미디어실의 요성

을 일 이 인식하고 운  이며, 이용자의 요

구를 체계 으로 분석해서 보다 나은 멀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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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실 운 에 반 해야한다.

본 연구는 학도서  멀티미디어실의 황

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의 멀티미

디어실의 상황을 진단하고, 멀티미디어실의 활

성화를 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하

다. 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문헌조사  장

조사와 이용자 상의 설문조사, 서비스 담당

자 상의 면 조사를 병행하 다.

본 연구는 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 로 

학도서  멀티미디어실의 활성화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논의한 ‘비도서 자료 분류체계 개선’  ‘사

용 빈도가 낮은 어학기  오디오 설치의 재검

토’ 등의 사항과 련된다. ‘비도서 자료 분류 체

계 개선’의 경우, 재 리 사용되고 있는 KDC

나 DDC 분류체계는 멀티미디어자료의 특징이 

반 되어 있지 않은 단행본 주의 분류체계로, 

KDC와 DDC 분류 후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할 

경우, 라우징 기능이 떨어져 이에 한 개선

이 요구된다. 한 사용빈도가 낮아져가는 카세

트테이 나 CD의 사용을 제로 한 ‘어학기’의 

교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이용자 만족도 요인 ,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 진 것으로서, 

‘이용자’들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에서 그 요성

이 다시 언 된 바 있다. ‘이용자’  ‘서비스 담

당자’들이 멀티미디어실 개선방안으로 ‘PC  

DVD 이어’, ‘태블릿 PC’, ‘3D 스캐 ’  

‘3D 린터‘, ‘ 화 단체상  공간(시어터)’ 확

충 등을 제시한 바, 이와 련된 개선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셋째, 자료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

의 조사에서 나타난 학도서  멀티미디어실 

사용 목   ‘과제  연구수행’이 가장 큰 비

이었던 것과 련된 것이다. 과제  연구수

행을 한 문 인 자료의 확충과 ‘ 자자료

(E-learning, E-books) 확충’, ‘VOD 서비스’, ‘수

업 련 자료의 수집  열람, 보존’ 등이 필요하

겠다.

넷째, 이용자 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멀티미디어실의 주요 방문목 이 ‘과제  연

구수행’으로 나타난 만큼 학술 문자료의 내

용을 소개하는 이용자 교육이 긴요하다고 생각

된다.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정기

열 2008; 배성락 2011)에서도 그 요성이 제

기된 바 있다.

다섯째, 행정  법  련 요인에 한 뒷받

침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  멀티미디어실에 

한 인식 개선’, ‘ 산 확 ’, ‘도서  련 행정

제도  작권법 개선’과 련된 것으로, ․

장기 으로 멀티미디어실 발 을 해 요구되

는 항목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서동도  학교를 상으로 알

아본 장조사로 각 학교의 재학생 수, 멀티미

디어실의 리모델링 년도, 멀티미디어실의 별도 

공간 설치여부, 자료 제공방식, 제공 서비스 등

을 알아본 바, 이를 토 로 한 추가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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