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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설환경, 장서, 서비스, 도서 홈페이지 등에 한 만족도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KSDC 로그램을 사용하여, P 학도서 을 이용하는 학생을 상으로 2017년 12월 회수한 설문지를 

분석하 다. 학생들의 성별, 학년, 공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ANOVA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하 고, 

설문문항 내 변인간 상 계의 정도를 Pearson 상 계수를 통하여 검정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① 남녀의 

성별 분석에서 설문조사 참여율도 여학생이 높고, 만족도도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남자 학생들을 

도서 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② 그룹별 만족도에서 자료이용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설환경 부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분석에서도 지리  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용자 

근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 책이 필요하다. ③ 한 상 계 분석에서 이용자서비스 그룹과 시설환경 그룹이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용자서비스를 계획할 때 반드시 시설환경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건의한 의견을 분석한 발 방안도 제시되어있다.

ABSTRACT

The user satisfac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collection, library services including webpage, 

etc. by using KSDC program provided by 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 has been analysed 

in this study. Also, the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P-academic library on December 2017 

were sampled and analysed in this study. ANOVA etc. were used for testing wether gender, 

academic level and major of students affect the satisfaction,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for testing the relation among the variables in the attached questionnaire.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① The policy development for the library use of male undergraduate 

students is needed. ② The special counterplan to improve the user accessibility is needed. ③ 

Also, environmental facilities is absolutely needed when planning to improve user satisfaction. 

Besides, the development plan prepared after analysing the user opinions in essay form was 

suggested in this paper,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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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다. 지식정보사회에

서 특징되는 단어는 인터넷과 사회변화이다. 컴

퓨터와 통신망의 발   사회변화는 도서 을 

장서 심에서 이용자 심으로, 소장 심에서 

근 심으로, off-line 도서 에서 on-line 도

서 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연구․사회 사를 수행하는데 핵심

인 도구로 교수  학생의 연구와 학습에 필요

한 자료를 체계 으로 제공하는 학의 교육기

본시설1)로 정의되는 학도서 은 ‘ 학도서

의 경쟁력은 학경쟁력에 비례하며, 학도서

에 한 1달러의 투자는 4달러의 외부 연구비 

창출효과가 발생한다’2)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발

표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  이상의 재원을 도서

에 투자하는 학은 많지 않다.

최근 10년 간 종별 도서 의 발 을 비교

해 보면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은 정부의 지

원이나 지자체  교육청의 정책에 힘입어 많은 

발 을 이루었으나 학도서 은 산이나 직

원, 출책수 등에 있어 감소 는 동결되어 있

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획기 인 변화 없이는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

황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어려운 학도서 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 을 견인하기 하여 학도서  일선과 제

도권의 노력으로 ｢ 학도서 진흥법｣과 동법시

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도

서  존립의 근거가 되는 시설, 산, 장서, 인력

에 한 정부의 지원없이 각 학의 학칙에 이를 

반 하도록 하고, 도서  운 의 기본이 되는 도

서  직원들에 해서는 학이나 도서 의 규

모와 계없이 최소한의 기 을 충족하도록 하

는 등 ｢ 학도서 진흥법｣이 학도서 의 발

을 해하고 있다는 비 까지 일고 있다. 

제도와 법은 도서 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근

거와 존립에 한 명분은  수 있으나 궁극

으로 학도서 이 존립하고 발 하기 해서

는 시설, 산, 장서나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제는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이용자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어떠한 유형의 자료를 선호하는가를 통계

자료나 이용조사 등을 통하여 악함으로써, 사

서들의 견해, 신념, 희망 등 추상  개념이 아닌 

구체 인 증거를 기 로 장서를 리하고, 교수 

등 이용자 집단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

는 것이 다가오는 4차 산업 명시 에 처하

는 올바른 도서 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서 을 가장 많이 이용하

는 학생들이 도서 에서 제공하는 시설, 장

서, 홈페이지, 운 서비스 등에 해서 어떤 인

식과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를 설

문을 통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도서 의 경쟁

력 강화를 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이를 하여 학도서  경 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

 1) 이 호, 차미경. 2010. 학도서  평가. 한국연구재단 이슈페이퍼-2010-인문총 -001, 1-109.

 2) 박주호. 2008. 학의 경쟁력 강화를 한 학도서  발 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학도서  발  계획 공청

회 자료집, 1-35.



학생들의 도서  이용만족도 분석을 통한 학도서  발 방안에 한 연구  67

보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범 와 방법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라고 한다. 지식정보

사회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있는 사람을 필

요로 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있는 사람

은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있는 사람을 생산하

기 해서는 도서 이 교수와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정리 유통하여 교육과 연구

를 충분히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학도서 의 실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

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

는 도서 도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들로부

터 배우는 것이 요하며 고객의 소리로 부터 

서비스를 개선하기 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P 학 

학생들의 도서 만족도 조사를 사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 발 을 한 이론  배경을 강

화하고, 복연구를 배재하기 하여 학도서

의 만족도와 경 개선 등 발 방안을 제시하

는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선행연

구와 P 학도서 의 만족도 분석에서 어떤 차

이와 상 계가 있는지는 분석하고 이를 통하

여 발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학도서 의 반 인 경 개선을 

해서는 교수, 직원, 학원, 학부, 기타 지역주민

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의 복잡성과 연구의 난이

도를 이기 하여 도서 을 가장 많이 이용하

는 학생만을 상으로 하고, 체를 상으로 

하는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의 범 는 P 학에 재학 인 약

20,000명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을 조사하

고,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에 응답한 재학생들의 

성별, 학년, 공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도서  

소장장서, 자료이용, 도서 홈페이지, 이용자서

비스, 시설환경에 한 문항을 종속변수로 하

여 설문문항을 작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네째, 설문문항은 연구 역별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잘 반 할 수 있도록 5  척도를 사용하

고, 5개 역(도서  소장장서, 자료이용, 도서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25개 문항

으로 설계하고 분석과 검증방법으로는 각 역

별 설문문항을 SPSS을 사용하여 그룹핑하고 평

균값으로 각 역별 차이와 상 계를 분석하

다.

다섯째, 회수된 설문지는 SPSS 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성별, 학년, 공에 따라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 빈도분석, 평균분석, 독립표

본 t-검정, ANOVA를 통하여 검정하고, 설문 

문항이 상호간에 상 계가 있는지를 Pearson 

상 계수를 통하여 검정하 다. 공분석을 하

여 임의로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응용과학계열, 체능계열로 그룹핑하 다. 

인문과학계열에는 인문 학, 사회과학계열에는 경

제통상/경 학, 법과 학, 사범 학, 사회과학

학이 포함되고, 자연과학계열에는 자연과학

학, 생명자원과학 학, 생활환경 학이 포함되고, 

응용과학계열에는 공과 학, 나노생명과학 학, 

약학 학, 간호 학에 포함되고, 체능계열에는 

술 학과 스포츠과학 학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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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앞서 분석된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P 학교도서

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 다. 

2. 선행연구

곽병희(2007)는 ‘ 학도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도서  직원, 정보자원, 시설, 정보서

비스가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국 11

개 교육 학도서 에 근무하는 직원과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학

도서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첫째, 직원, 둘째, 정보자원, 셋째, 정보서비

스, 넷째, 시설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김선애(2008)는 ‘ 학도서 의 이용자만족

도와 충성도에 한 연구’에서 자자원, 인쇄

형태자료, 제공 로그램, 도서 시설, 열람환경, 

직원의 문성․태도 등 6개의 변인으로 설문

지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도서 의 반 인 

품질  인쇄형태자료, 열람환경, 직원 문성․

태도가 이용자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열람환경이 가장 큰 

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상후, 오동근(2007)은 ‘서비스품질지각에 기

반한 학도서  이용자 만족도와 충성도 분석’

에서 학도서 의 서비스품질차원(도서  직

원, 서비스지원, 자료  정보자원, 시설  장

비)에 한 지각이 이용자의 반 인 만족도, 

서비스의 요성, 충성도(재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 해 K 학교 도서 을 이용하

는 학생 403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분석한 결과 각 서비스품질차원은 모두 이용

자의 반 인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경종(2011)은 ‘성과창출을 한 학도서

 경 의 추진 략에 한연구’에서 학도서

 경 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과창출

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략이 필요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

인 추진 략으로 학도서  련 법률과 운

규정에 한 이해가 필요하고, 도서  발

계획 수립, 학도서  평가 비, 통계자료 활

용, 직원 능력 개발, 장서운 정책의 수립, 주제

문사서제도 도입, 독서 로그램 운 , 기획 

 행사 로그램 운 , 자도서 의 운 , 도

서  력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 다.

유경종, 박일종(2007)은 ‘ 학도서  이용조

사를 통한 경 개선 연구’에서 C 학도서 의 

학술정보시스템(LAS)에 구축되어 있는 장서

와 출기록  고객 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객 계 리(CRM)

에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C 학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출

이 가능한 단행본 총 269,387책의 서지데이타

와 고객 12,281명의 데이터, 이용자 출기록 

39,269건이다. 출기록 분석 데이터에서 계

변수로 이용자 신분, 출빈도, 출책수와 출

횟수, 출 년도를 추출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

으로 분석하고, 상 계수로 검증하 다.

이만수(2001)는 ‘ 학도서  이용자의 만족

도 조사 연구’에서 진 학교 앙도서 의 

서비스에 한 이용자 만족 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 시설에 하여 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도서  이용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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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 으며, 단행본, 

연속간행물은 만족하나, 학 논문 외 부분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서와 이용

자간의 커뮤니 이션이 부족하며, 사서들에 

하여 문성과 능력은 인정하나 무성의와 사무

인 태도에 하여 부정 으로 나타났다. 사

서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의 

노력에 하여 극 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 요구와 불만 사항을 계속 으로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 홈페이지 게시 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규(2007)는 ‘ 학도서  서비스 품질 평

가에 한 연구’에서 북미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LibQUAL+모형을 

아주 학교 앙도서  서비스 품질 평가에 

용하여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의 총체 인 도서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다 회귀분석에서는 도서  서비스 품질이 총

체 인 도서  이용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총체 인 도서  이용 

만족도와 도서 의 유용성 평가에도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밝혔다. 한 신분 유형별로 

도서  서비스 품질에 한 평가와 총체 인 

도서  이용 만족도 그리고 도서 의 유용성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보람(2011)은 ‘ 학도서  인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지속의도에 한 연구’에서 

학도서  이용자의 인  서비스에 한 지속

의도는 타성  충성도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체

할 서비스가 나타나면 그들의 이용을 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 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학도서 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의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 인 방안을 제

시하 다. 한, 도서  직원의 서비스 자세 개

선, 인  서비스로의 근성 향상, 정규 인력의 

확보, 홍보  마 의 노력을 시도할 때, 인  

서비스의 지속의도를 기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최 석, 박철용(2014)은 ‘도서  이용자 만족

도를 매개변수로 하는 이용자 충성도에 한 연

구’에서 제공자료 만족도, 환경  시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자 만족도의 매개에 의해

서뿐만 아니라 직 으로도 이용자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 연구의 설계

3.1 P 학교 황

P 학은 1946년 5월 진리, 자유, 사의 건

학이념으로 설립된 한민국 최 의 종합 국립

학이다. 개교 이후 70년의 시간을 거치며 산

업화와 민주화 소용돌이를 오롯이 견뎌내며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한민국 발 의 거

름이 되어왔다. 

재 P 학은 부산, 양산, 양, 아미동 캠퍼스

를 잇는 4개의 멀티 캠퍼스를 구축하고, 16개의 

단과 학과 12개의 문․특수 학원, 93개의 연

구시설, 46개의 지원․부속시설이 설치되어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조직 속에서 3,524명의 

교원과 554명의 직원, 27,102명의 학생들이 창조

 지식공동체를 형성하며 교육환경 선진화, 융

합과 신의 창의  통섭형 엘리트 인재 양성을 

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P 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10,000여명의 교원과 석․박사 과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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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끊임없는 교육, 연구, 개발의 노력으로 각종 

지표에서 국립  1 의 우수한 연구  교육성

과를 기록하고 있다. 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도 극 참여하여 2014년 

지방 학 특성화 사업(CK-1), 2015년 학부교

육 선도 학(ACE) 육성사업, 2016년 소 트

웨어(SW) 심 학으로 선정되는 등 외

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2016년 개교 70주년을 맞은 P 학은 

학생의 미래, 교수의 지, 직원의 보람이 공존

하는 국립 학으로 나눔과 사를 실 하며, 

로벌 명문 학으로 도약을 비하고 있다. 

3.2 P 학교 도서  황

1946년 개교와 함께 설립된 P 학도서 은 

부산캠퍼스의 앙도서 (문학 술자료 , 인

문사회과학자료 , 과학기술자료 )과 새벽벌

도서 (보존서고, 열람실)  법학도서 , 양

산캠퍼스의 의생명과학도서 , 양의 나노생

명과학도서  등 6개 주제도서  체제로 이루

어져 있다. 

재 장을 포함 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물면 은 앙도서 을 포함한 5개

도서 의 체 면 은 359,511㎡이고 열람좌석

수는 5,649석이다. 

도서  자료실의 기본 인 이용시간은 월요

일부터 요일까지는 오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이고, 토요일 오 과 학기 에는 녁 9시까

지 연장개방을 하고 있다. 

도서 의 소장 장서는 총 250만여 권으로 단

행본 220만여 권, 연속간행물 7만여 종( 자

 포함) 등 이며, 고문헌자료실, iCOMMONS, 

북한자료실, 지도자료실, 취업정보자료실, 외국학

술지지원센터 등 특화된 자료실과 UN․EU․

IMF자료, 악보자료, 독서치료자료 등 문화

된 자료 코 가 있다. 

2017년 도서  체 자료구입비는 67억48백

만원이고, 이 , 단행본  e-Book 구입비로 13

억9천만원, 학술지  연간물구독비로 12억8백

만원, 자자료구입비로 39억23백만원을 지출하

다. 이용실 으로는 앙도서 을 포함한 체 

이용자 수는 3백72만명이고, 단행본  e-Book 

출책수는 355,166책이고, 자잡지를 포함한 

온라인 자료이용 건수는 3백73만건이다. 

한 이용자의 연구․학습활동에 필요한 정

보 조사 제공, 이용교육서비스, SCI  논문분

석 서비스,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등 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형 도서 을 

한 각종 기획 시회, 자와의 만남, 독서 로

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문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3.3 연구 설계

P 학교 도서 을 발 시키는데 이용자가 가

장 요하다는 가정 하에 도서 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도서 에서 제공하는 시

설, 장서, 홈페이지, 운 서비스 등에 해서 어

떤 인식과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서

의 경쟁력 강화를 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

는지와 이를 하여 학도서  경 에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하여 구체 으

로 살펴보기 하여 <표 1> 설문지 설계와 같이 

설문지를 설계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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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 문항

1. 연구자 분석 1) 성별, 2) 학년, 3) 공

2. 소장장서
1) 최신자료의 충분성, 2) 단행본자료의 포 성, 3) 연속간행물자료의 충분성, 4) 자자료의 

충분성

3. 자료이용
1) 자료의 근성, 2) 자료배치의 정확성, 3) 출/반납의 정확성, 4) 출/반납 기간의 성, 

5) 캠퍼스간 자료이용 편의성, 6) 타기  자료이용 편의성

4. 도서 홈페이지 1) 검색의 편의성, 2) 질의응답 용이성, 3) 구성의 편의성, 4) 내용의 충분성

5. 이용자 서비스
1) 학술정보가이드 가치성, 4) 도서 서비스에 한 안내와 홍보, 2) 이용자 교육의 충분성, 

3) 독서/문화 로그램의 다양성, 5) 사서의 문제 해결 능력

6. 시설환경
1) 지리  근성, 2) 각종 안내표시의 성, 3) 개인 열람공간의 충분성, 4) 그룹 학습공간의 

충분성, 5) 장비 리의 성, 6) 시설 리의 성

<표 1> 설문지 설계

4. 연구의 결과와 논의 

4.1 표본의 수집 결과

설문조사 방법은 P 학교 학생을 상으

로 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온

라인설문조사(My-Suvey)3) 로그램을 이용

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을 조사하 다. 

설문조사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

년 11월 10일 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설문참

여자 수 213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 <표 3>, <표 4>와 같다.

4.2 빈도분석

4.2.1 응답자 분석

1) 성별

성별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

답자 213명 에서 남성은 90명, 여성은 123명

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42.3, 57.7%로 나타났다. 

2) 학년 

학년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

답자 213명 에서 1학년은 55명, 2학년은 42명, 

3학년은 59명, 4학년은 49명, 5학년은 8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25.8, 19.7, 27.7, 23, 3.8%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유효

남성 90 42.3 42.3 42.3

여성 123 57.7 57.7 100.0

체 213 100.0 100.0

<표 2> 성별통계

 3) 학생, 교수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학술연구  개인업무활동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게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 논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학술연구를 해 수행되는 

설문조사와 기  먼족도조사, 인식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설문조사를 지원하는 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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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유효

1학년 55 25.8 25.8 25.8

2학년 42 19.7 19.7 45.5

3학년 59 27.7 27.7 73.2

4학년 49 23.0 23.0 96.2

5학년 8 3.8 3.8 100.0

체 213 100.0 100.0

<표 3> 학년별 통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유효

인문과학계열 23 10.8 10.8 10.8

사회과학계열 65 30.5 30.5 41.3

자연과학계열 28 13.1 13.1 54.5

응용과학과학 90 42.3 42.3 96.7

체능계열 7 3.3 3.3 100.0

체 213 100.0 100.0

<표 4> 공별 통계

나타났다. 

3) 공 

공계열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인문학계열은 23명, 사

회과학계열은 65명, 자연과학계열은 28명, 응

용과학계열은 90명, 체능계열은 7명으로 각

각의 백분율은 10.8, 30.5, 13.1, 42.3, 3,3%로 

나타났다.

4.2.2 소장자료만족도

1) 최신자료의 충분성

최신자료의 만족도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

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40명, 만족은 110명, 보통은 52명, 불만족은 8명, 

매우 불만족은 3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18.8, 

51.6, 24.4, 13.8, 1.4%로 나타났다.

2) 단행본자료의 포 성

단행본 자료 포 성에 한 만족도에 한 빈

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40명, 만족은 115명, 보통은 37명, 

불만족은 10명, 매우 불만족은 3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22.5, 54, 17.4, 4.7, 1.4%로 나타났다.

3) 연속간행물 자료의 충분성

연속간행물 자료 충분성에 한 만족도의 빈

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

서 매우 만족은 46명, 만족은 96명, 보통은 62

명, 불만족은 7명, 매우 불만족은 2명으로 각각

의 백분율은 21.6, 45.1, 29.1, 3.3, 0.9%로 나타

났다.

4) 자자료의 충분성

자자료 충분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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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46명, 만족은 87명, 보통은 68명, 불만족

은 10명, 매우 불만족은 2명으로 각각의 백분율

은 21.6, 40.8, 31.9, 4.7, 0.9%로 나타났다.

4.2.3 자료이용

1) 자료의 근성

자료의 근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

족은 81명, 만족은 92명, 보통은 34명, 불만족은 

5명, 매우 불만족은 1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38, 43.2, 16, 2.3, 0.5%로 나타났다.

2) 자료배치의 정확성

자료배치의 정확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

우 만족은 81명, 만족은 92명, 보통은 34명, 불

만족은 5명, 매우 불만족은 1명으로 각각의 백

분율은 38, 43.2, 16, 2.3, 0.5%로 나타났다.

3) 출/반납의 정확성

출/반납의 정확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97명, 만족은 81명, 보통은 32명, 

불만족은 1명, 매우 불만족은 2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45.5, 38, 15, 0.5, 0.9%로 나타났다.

4) 출/반납 기간의 성

출/반납 기간의 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82명, 만족은 72명, 보통은 43

명, 불만족은 14명, 매우 불만족은 2명으로 각

각의 백분율은 38.5, 33.8, 20.2, 6.6, 0.9%로 나

타났다.

5) 캠퍼스간 자료이용의 편의성

캠퍼스간 자료이용의 편의성에 한 만족도

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59명, 만족은 66명, 보통은 

78명, 불만족은 7명, 매우 불만족은 3명으로 각

각의 백분율은 27.7, 31, 36.6, 3.3, 1.4%로 나타

났다.

6) 타기  자료이용의 편의성

타기  자료이용의 편의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45명, 만족은 61명, 보통은 90

명, 불만족은 10명, 매우 불만족은 7명으로 각

각의 백분율은 21.1, 28.6, 42.3, 4.7, 3.3%로 나

타났다.

4.2.4 도서 홈페이지

1) 검색의 편의성

도서 홈페이지 검색의 편의성에 한 만족

도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

명 에서 매우 만족은 73명, 만족은 94명, 보

통은 34명, 불만족은 10명, 매우 불만족은 2명

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34.3, 44.1, 16, 4.7, 0.9%

로 나타났다.

2) 질의응답 용이성

질의응답 용이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40명, 만족은 72명, 보통은 86명, 불만족

은 11명, 매우 불만족은 4명으로 각각의 백분율

은 18.8, 33.8, 40.4, 5.2, 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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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구성의 편의성

도서 홈페이지 구성의 편의성에 한 만족

도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

명 에서 매우 만족은 62명, 만족은 95명, 보통

은 42명, 불만족은 12명, 매우 불만족은 2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29.1, 44.6, 19.7, 5.6, 0.9%로 

나타났다.

4) 홈페이지 내용의 충분성

도서 홈페이지 내용의 충분성에 한 만족

도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

명 에서 매우 만족은 66명, 만족은 92명, 보

통은 47명, 불만족은 5명, 매우 불만족은 3명으

로 각각의 백분율은 31, 43.2, 22.1, 2.3, 1.4%로 

나타났다.

4.2.5 이용자서비스

1) 학술정보가이드 가치성

학술정보가이드 가치성에 한 만족도의 빈

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

서 매우 만족은 48명, 만족은 71명, 보통은 83명, 

불만족은 6명, 매우 불만족은 5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22.5, 33.3, 39, 2.8, 2.3%로 나타났다.

2) 이용자 교육의 충분성

이용자 교육의 충분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49명, 만족은 83명, 보통은 65명, 

불만족은 11명, 매우 불만족은 5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23, 39, 30.5, 5.2, 2.3%로 나타났다.

3) 독서/문화 로그램의 다양성

독서/문화 로그램의 다양성에 한 만족

도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

명 에서 매우 만족은 69명, 만족은 85명, 보

통은 48명, 불만족은 8명, 매우 불만족은 3명으

로 각각의 백분율은 32.4, 39.9, 22.5, 3.8, 1.4%

로 나타났다.

4) 도서  서비스에 한 안내와 홍보

도서  서비스에 한 안내와 홍보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41명, 만족은 89명, 

보통은 58명, 불만족은 20명, 매우 불만족은 5

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19.2, 41.8, 27.2, 9.4, 

2.3%로 나타났다.

5) 사서의 문제해결 능력

사서의 문제 해결 능력에 한 만족도의 빈

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

서 매우 만족은 58명, 만족은 88명, 보통은 59

명, 불만족은 5명, 매우 불만족은 3명으로 각각

의 백분율은 27.2, 41.3, 27.7, 2.3, 1.4%로 나타

났다.

4.2.6 시설환경

1) 지리  근성

도서  건물의 지리  근성에 한 만족도

의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우 만족은 40명, 만족은 79명, 보통은 

44명, 불만족은 37명, 매우 불만족은 13명으로 

각각의 백분율은 18.8, 37.1, 20.7, 17.4, 6.1%로 

나타났다.

2) 안내표시의 성

안내표시의 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



학생들의 도서  이용만족도 분석을 통한 학도서  발 방안에 한 연구  75

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

우 만족은 72명, 만족은 95명, 보통은 40명, 불

만족은 4명, 매우 불만족은 2명으로 각각의 백

분율은 33.8, 44.6, 18.8, 1.9, 0.9%로 나타났다.

3) 개인 열람공간의 충분성

개인 열람공간의 충분성에 한 만족도의 빈

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

서 매우 만족은 51명, 만족은 88명, 보통은 49

명, 불만족은 22명, 매우 불만족은 3명으로 각

각의 백분율은 23.9, 41.3, 23, 10.3, 1.4%로 나

타났다.

4) 그룹 학습공간의 충분성

그룹 학습공간의 충분성에 한 만족도의 빈

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

서 매우 만족은 47명, 만족은 71명, 보통은 61

명, 불만족은 27명, 매우 불만족은 7명으로 각

각의 백분율은 22.1, 33.3, 28.6, 12.7, 3.3%로 

나타났다.

5) 장비 리의 성

장비 리의 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

우 만족은 63명, 만족은 92명, 보통은 47명, 불

만족은 7명, 매우 불만족은 4명으로 각각의 백

분율은 29.6, 43.2, 22.1, 3.3, 1.9%로 나타났다.

6) 시설 리의 성

시설 리의 성에 한 만족도의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 체 응답자 213명 에서 매

우 만족은 69명, 만족은 91명, 보통은 32명, 불

만족은 16명, 매우 불만족은 5명으로 각각의 백

분율은 32.4, 42.7, 15, 7.5, 2.3%로 나타났다.

4.3 평균비교 분석

4.3.1 성별 분석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

스, 시설환경 등 5개의 그룹별 만족도에 한 

남녀 연구자의 성별에 한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① 소장장서그룹에서 체평균은 3.84이고, 

여자의 평균은 3.85로 남자의 평균만족도 

3.82에 비하여 0.02 높게 나타났다.

성별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남

평균 3.8222 3.9556 3.8306 3.7000 3.7426

N 90 90 90 90 90

표 편차 .72500 .60984 .82178 .72654 .68658

여

평균 3.8476 4.0501 3.9675 3.8764 3.8374

N 123 123 123 123 123

표 편차 .69662 .69671 .72708 .74108 .77690

체

평균 3.8369 4.0102 3.9096 3.8019 3.7973

N 213 213 213 213 213

표 편차 .70717 .66156 .76963 .73843 .73989

<표 5> 성별에 의한 평균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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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이용그룹에서 체평균은 4.01이고, 

여자의 평균은 4.05로 남자의 평균만족도 

3.96에 비하여 0.05 높게 나타났다.

③ 도서 홈페이지그룹에서 체평균은 3.91

이고, 여자의 평균은 3.97로 남자의 평균만

족도 3.83에 비하여 0.14 높게 나타났다.

④ 이용자서비스그룹에서 체평균은 3.80이

고, 여자의 평균은 3.88로 남자의 평균만

족도 3.70에 비하여 0.1 높게 나타났다.

⑤ 시설환경그룹에서 체평균은 3.80이고, 

여자의 평균은 3.84로 남자의 평균만족도 

3.74에 비하여 0.06 높게 나타났다.

그룹별 만족도 순 는 자료이용(4.01)> 홈페이

지(3.91)> 소장장서(3.84)> 이용자서비스(3.80)> 

시설환경(3.80) 순으로 나타났다.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

스, 시설환경 등 5개의 그룹별 만족도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

여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 p=0.5 수 에서 남

녀간에 통계 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4.3.2 학년 분석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

스, 시설환경 등 5개의 그룹별 만족도에 한 

학생들의 학년에 한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6>과 같다.

① 소장장서그룹에서 체평균은 3.84이고, 

1학년의 평균은 3.92, 2학년의 평균은 3.88, 

3학년의 평균은 3.73, 4학년의 평균은 3.84, 

5학년의 평균은 3.78로 1학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1학년

평균 3.9182 4.1061 4.1909 3.9673 4.0758

N 55 55 55 55 55

표 편차 .71209 .66463 .62354 .76086 .72352

2학년

평균 3.8810 4.0516 3.9286 3.8095 3.8413

N 42 42 42 42 42

표 편차 .68574 .61649 .79112 .74172 .69156

3학년

평균 3.7331 3.9096 3.6356 3.6034 3.5706

N 59 59 59 59 59

표 편차 .67891 .63677 .72267 .62200 .64043

4학년

평균 3.8418 3.9932 3.8878 3.8327 3.6803

N 49 49 49 49 49

표 편차 .76834 .75688 .84017 .81378 .82414

5학년

평균 3.7812 3.9792 4.0313 3.9000 4.0417

N 8 8 8 8 8

표 편차 .67397 .40274 .91063 .71714 .68284

체

평균 3.8369 4.0102 3.9096 3.8019 3.7973

N 213 213 213 213 213

표 편차 .70717 .66156 .76963 .73843 .73989

<표 6> 학년별 평균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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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이용그룹에서 체평균은 4.01이고, 

1학년의 평균은 4.11, 2학년의 평균은 4.05, 

3학년의 평균은 3.91, 4학년의 평균은 3.99, 

5학년의 평균은 3.98로 1학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③ 도서 홈페이지그룹에서 체평균은 3.91

이고, 1학년의 평균은 4.19, 2학년의 평균

은 3.93, 3학년의 평균은 3.64, 4학년의 평

균은 3.89, 5학년의 평균은 4.03으로 1학년

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④ 이용자서비스그룹에서 체평균은 3.80이

고, 1학년의 평균은 3.97, 2학년의 평균은 

3.81, 3학년의 평균은 3.60, 4학년의 평균

은 3.83, 5학년의 평균은 3.90으로 1학년

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⑤ 시설환경그룹에서 체평균은 3.80이고, 1

학년의 평균은 4.08, 2학년의 평균은 3.84, 

3학년의 평균은 3.57, 4학년의 평균은 3.68, 

5학년의 평균은 4.04로 1학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등 5개의 그룹별 만족도가 학년간에 차

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

한 결과 홈페이지(p=.004)와 시설환경(p=.003) 

그룹에서 통계 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Tukey HSD를 통한 사후분석결과 홈페이지

는 1학년과 3학년사이에 평균차이 0.55532, 유

의확률 0.001의 수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시설환경에서는 1학년과 3학년사이에 

평균차이는 0.50514, 유의확률은 0.002의 수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4.3.3 공 분석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등 5개의 그룹별 만족도의 공에 한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① 소장장서그룹에서 체평균은 3.84이고, 

인문과학계열의 평균은 3.71, 사회과학계

열의 평균은 3.91, 자연과학계열의 평균

은 3.89, 응용과학계열의 평균은 3.82, 

체능계열의 평균은 3.57로 사회과학계열

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자료이용그룹에서 체평균은 4.01이고, 

인문과학계열의 평균은 3.91, 사회과학계

열의 평균은 3.95, 자연과학계열의 평균

은 4.08, 응용과학계열의 평균은 4.05, 

체능계열의 평균은 4.17로 체능계열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③ 도서 홈페이지그룹에서 체평균은 3.91

이고, 인문과학계열의 평균은 3.88, 사회

과학계열의 평균은 3.88, 자연과학계열의 

평균은 3.85, 응용과학계열의 평균은 3.94, 

체능계열의 평균은 4.14로 체능계열

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④ 이용자서비스그룹에서 체평균은 3.80이

고, 인문과학계열의 평균은 3.83, 사회과학

계열의 평균은 3.69, 자연과학계열의 평균

은 3.94, 응용과학계열의 평균은 3.84, 체

능계열의 평균은 3.71로 자연과학계열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⑤ 시설환경그룹에서 체평균은 3.80이고, 

인문과학계열의 평균은 3.64, 사회과학계

열의 평균은 3.74, 자연과학계열의 평균

은 3.86, 응용과학계열의 평균은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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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인문과학

계열

평균 3.7065 3.9058 3.8696 3.8261 3.6449

N 23 23 23 23 23

표 편차 .68113 .66444 .74189 .54038 .72353

사회과학

계열

평균 3.9115 3.9487 3.8769 3.6923 3.7385

N 65 65 65 65 65

표 편차 .63343 .58698 .71278 .69649 .72825

자연과학

계열

평균 3.8929 4.0833 3.8482 3.9357 3.8631

N 28 28 28 28 28

표 편차 .61021 .59921 .83428 .68649 .60867

응용과학

계열

평균 3.8194 4.0463 3.9444 3.8400 3.8389

N 90 90 90 90 90

표 편차 .77353 .73270 .82259 .81679 .78828

체능

계열

평균 3.5714 4.1667 4.1429 3.7143 4.0476

N 7 7 7 7 7

표 편차 .95431 .65969 .45316 .87069 .79765

체

평균 3.8369 4.0102 3.9096 3.8019 3.7973

N 213 213 213 213 213

표 편차 .70717 .66156 .76963 .73843 .73989

<표 7> 공별 평균분석표

체능계열의 평균은 4.05로 체능계열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등 5개의 그룹별 만족도가 공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p=<0.05수 에서 통계 으로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상 계 분석

두 변량 사이에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증가( 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 두 변

량 사이에는 상 계가 있다고 한다.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증가하는 계를 양의 상

계라고 하고,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이 감

소하는 계를 음의 상 계라고 한다. 두 변

량 사이의 상 계를 표로 나타낸 것을 상 표

라 하고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상 도라고 한다. 

2개의 변수 사이에 상 계가 있는지 어떤지

를 수치 으로 단하는 데는 상 계수라고 불

리는 지표를 이용한다. 

보통 상 계수의 크기를 설명할 때 Hinkle 

(2003) 등의 통계학자들은 사회과학에서 있어

서 나타난 일반 인 결과로서 0.9에서 1.0 사이

의 상 계수 값을 ‘매우 높은 상 계’로 07에

서 0.9사이의 상 계수 값을 ‘높은 상 계’로 

0.5에서 07사이의 상 계수 값을 ‘ 정량의 상

계’로, 0.3에서 0.5사이의 상 계수 값을 

‘낮은 상 계’로 0.0에서 0.3사이의 상 계수 

값을 ‘매우 낮은 상 계’만을 가지는 것으로 

그 일반 인 기 을 정하 다. 도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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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변인 상호간에 상 계

가 있는 지를 검정하기 하여 변인으로 사용한 

① 소장장서, ② 자료이용, ③ 도서 홈페이지, 

④ 이용자서비스, ⑤ 시설환경의 변인 상호간에 

상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계수(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변인상호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① 소장장서는 유의확률(p)≤.01 수 에서 자

료이용(.630), 이용자서비스(.623), 홈페이

지(.605), 시설환경(.537)과 정량의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자료이용은 유의확률(p)≤.01 수 에서 

시설환경(.654), 이용자서비스(.638), 홈

페이지(.637)와 정량의 양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홈페이지는 유의확률(p)≤.01 수 에서 

이용자서비스(.697), 시설환경(.634)와 

정량의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④ 이용자서비스는 유의확률(p)≤.01 수 에

서 시설환경(.707)과 높은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제언

최근 10년간 종별 도서 의 발 을 비교한 

논문을 보면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은 지자

체나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발 하고 있으나 

학도서 은 산이나 직원, 자료의 출량이 감

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하여 ｢ 학도

서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학도서 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도서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서는 제도와 산에 기반하는 것

보다는 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P 학도서 을 가장 많이 이

용하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시설, 장서, 운

서비스, 도서 홈페이지를 내용으로 하는 설

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P

학도서 의 문제 을 해결하고 발 방안을 제

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 방법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KSDC 로그램을 사용하 으

며, 설문조사 기간을 2017년 11월1일부터 11월 

10일 까지 10일간 실시하 고 설문에 참여한 

학생수는 213명이다.

지표명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소장장서 1

자료이용 .630** 1

홈페이지 .605** .637** 1

이용자서비스 .623** .638** .697** 1

시설환경 .537** .654** .634** .707** 1

**. 상 계가 0.01 수 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8> 상 계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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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설문지는 SPSS 로그램을 사용하

여 학생들의 성별, 학년, 공에 따라 어떤 차이

를 보이는지 빈도분석, 평균분석, 독립표본 t-검

정, ANOVA를 통하여 검정하고, 변인 상호간

에 상 계가 있는지를 Pearson 상 계수를 

통하여 검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응답자 분석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123명으로 57.7%로 높게 나타났고, 학년에서는 

3학년이 59명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에서는 응용과학계열이 90명 42.3%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 다. 

둘째, 그룹별 만족도 순 에서 자료이용(4.01)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홈페이지(3.91)>

소장장서(3.84)>이용자서비스((3.80)>시설환

경(3.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환경 문

항  지리  근성의 평균 만족도가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분석을 살펴보면 5개 항목 모두에

서 여학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t-검정

을 통한 분석에서는 통계 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년별 분석에서는 소장장서,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모든 부분에

서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간에 차이

가 있는지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

한 결과 홈페이지와 시설환경 부분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 분석에서는 소장장서에서는 사

회과학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료이용과 

도서 홈페이지, 시설환경 부분에서는 체능계

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서비스에서는 

자연과학계열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상 계 분석에서 소장장서, 자료

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시설환경 모두

가 상호간에 정량의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용자서비스와 시설환

경은 상호간에 높은 양의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검증내용을 바탕으

로 앞으로 개선되고 지향되어야 할 부분에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의 성별 분석에서 설문조사 참여

율도 여학생이 높고, 만족도도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남학생을 도서 으로 유인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그룹별 만족도에서 자료이용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설환경 부분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분석에서도 지리  

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용자 근성

을 높일 수 있는 특별 책이 필요하다. 즉 도서

 주변에 보행자 도로를 확 하고, 사회 쪽

에서 도서 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셋째, 상 계 분석에서 이용자서비스 그

룹과 시설환경 그룹이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용자서비스를 계획할 

때 시설환경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 계가 높다는 것은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심층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재구조

화를 하는데 반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장자료에서는 출빈도가 높거나 약 

기자수가 많은 자료의 복본수를 확 하고 도서

상태가 불량한 자료의 정비가 필요하고, 공서

과 자자료, 최신 DVD자료 구매를 확 하고, 

원서와 더불어 공 련 번역본 도서의 비치가 

필요하다. 한 새벽벌도서 에도 학생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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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도서의 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료이용에서는 약도서도 캠퍼스

간 출이 허용되어야 하고, 교육에 사용되는 

자료를 도서 에 비치하여 이용자 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내용에는 사서가 

하는 업무와 시설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

생들이 사서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

도할 필요가 있다. 한 별치자료의 무인반납

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불

친 한 사서가 친 할 수 있도록 사서들의 정

기 인 친 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홈페이지에서는 OPAC의 검색시스

템과 약시스템, 모바일 시스템, 모바일 학생

증, 클리커 앱 오류, 도서  어  오류 등에 

한 기능개선이 필요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신

청자료 도착 메시지와 노후화된 검색 린트기

의 교체가 필요하다. 

일곱째, 이용자서비스에서 다양한 행상에 

한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행사

를 더 많이 확 하고, 문제 으로 지 되는 행사

에 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노캠퍼스에도 앙도서 처럼 다양

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시설환경에서는 개인  그룹 학습

공간의 부족, 열람실 환기와 화장실 리, 좌석

배정시스템의 오류, 사물함 부족, 화장실 휴지 

부족, 도서 의 지리  근성 부족, 외부이용

자 리 철 , 열람실 테이블 사물 정리 등에 

한 불만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더 좋은 도서 을 하여 새벌도서 에 엘리베

이터 설치, 자료실에서 노트북 사용 지, 열람

실에 Wi-Fi(와이 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 이만수(2001)의 진 학도서  이용

자를 상으로 한 “ 학도서  이용자의 만족

도 조사”의 선행연구와 본연구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선행연구에서는 시설에 한 만족도가 

높고, 자료이용과 직원간의 계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으나 P 학의 연구결과

에서는 상 으로 시설환경에서 만족도가 가

장 낮게 나타나고, 자료이용과 이용자서비스가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

과값에 한 여러 가지 추론은 가능하나 여기

서는 만족도에 한 결과값으로만 비교되기 때

문에 물리 인 비교는 불가능하고 다만, 학교

의 규모나 학생들의 성향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P 학의 경

우 지리  근성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경 개선에 련된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성과창출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략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

인 추진 략으로 학도서  련 법률과 운 규

정에 한 이해가 필요하고, 도서  발 계획 수

립, 학도서  평가 비, 통계자료 활용, 직원 

능력 개발, 장서운 정책의 수립, 주제 문사서제

도 도입, 독서 로그램 운 , 기획  행사 로그

램 운 , 자도서 의 운 , 도서  력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 P 학의 학생만을 

상으로 연구하 으므로 학도서 을 이용

하는 교수, 직원, 학원생  기타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못하여 일반화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학도서 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상으

로 하는 것은 물론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은 변

인들에 한 것은 후속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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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서  이용자서비스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도서 에서는 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학생들을 상으로 조사하여, 향후 도서  

환경  서비스 개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서 에 한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도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 처리되며, 조사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기간: 2017년 11월 1일 ~ 11월 10일 (10일간)

2017. 11. 1.

P 학교 도서

이메일(E-mail)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문항은 응답여부를 확인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복체크를 해 사용됩니다.

* 개인 응답에 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설문방법: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 을 심으로 응답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는 응답여부(특히 복체크)를 확인하기 한 것입니다.

Ⅰ. 응답자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① 학부 1학년      ② 학부 2학년      ③ 학부 3학년      ④ 학부 4학년      ⑤ 학부 5학년

 

3. 귀하의 소속 학(기 )은 어디입니까?

   ① 인문       ② 사회       ③ 자연       ④ 공       ⑤ 사범       ⑥ 경제통상/경

   ⑦ 약       ⑧ 생활환경       ⑨ 술 /스포츠과학부      ⑩ 의 /치의 /한의 /간호

   ⑪ 나노과학기술       ⑫ 생명자원과학       ⑬ 법       ⑭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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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서관 소장자료에 관한 문항입니다.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최신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단행본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연속간행물 자료(학술 , 학회지 등)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자료( 문의 논문, e-Book 등)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도서관 자료이용에 관한 문항입니다.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자료실과 서가의 구성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 쉽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찾는 자료가 제자리에 배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료의 출/반납은 오류 없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출 가능 책 수와 기간은 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캠퍼스간 자료 출서비스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타기  자료이용서비스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Ⅳ. 도서관 홈페이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홈페이지의 자료검색 기능은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응답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홈페이지의 구성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홈페이지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도서관 이용자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는 연구와 학습에 도움이 된다.

   ※ 참고: http://libguides.pusan.ac.kr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는 공과 련된 다양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재 100여 개의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용자교육은 도서  자료  시설 이용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독서 련 로그램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도서 서비스에 한 안내와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서는 이용자의 문제 해결에 충분한 도움을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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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도서관 시설 및 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도서 은 지리 으로 근하기 좋은 곳에 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각종 안내 표시(자료/시설물 치 안내, 층별 안내 등)는 자료와 

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개인 열람공간(열람실, 열람좌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단체 연구와 학습을 한 공간(그룹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도서 의 장비(컴퓨터, 복사기, 출반납기 등)는 잘 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도서 의 시설(조명, 환기, 소음, 냉난방, 청소 등)이 잘 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Ⅶ. 도서관에 대한 의견 및 개선 요청에 관한 문항입니다.

도서 에 한 의견  개선요청이 있으면 자유롭게 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