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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구성요소 중 어떤 요
인과 요소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만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정보의 접근, 직원자질, 장서의 적절성,
민원처리, 학습시설 및 부대시설, 신속성(적시성), 이용시간, 정보기술이용, 도서관이용교육, 참고봉사, 홍보 및 개
인을 위한 서비스 등의 12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인은, 장서의 적
절성이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민원처리, 정보의 접근, 시설, 신속성, 홍보,
참고봉사, 이용시간, 직원의 자질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서비스 요소는, 정보의 상시적인 구득이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도
서와 잡지수, 냉난방시설, 도서관의 변화내용 공시, 검색시스템의 용이성, 인터넷이용의 대기시간, 자료실의 개관
시간, 장비수리 속도, 민원접수, 비 인쇄자료의 이용장비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performance of university libraries, especially investigating the
components of service qual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customer satisfaction. The result of the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n satisfaction of library service revealed 12 factors such as access
of information, quality of employees, suitable collections, issues related to civil petitions, equipments and facilities,
timeliness, operating hour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library user education, reference service, public relation
and individual service. Second, the factors of library service on customer satisfaction showed the following primary
factors: suitable collections, issues related to civil petitions, access of information, equipments and
facilities, timeliness, public relation, reference service, operating hours, and individual service. Third, the components
of library service on customwe satisfaction showed the following primary components: availability, the number
of books and journals, facilities of air conditioning, public relation, usefulness of retrieval system, waiting time
for Internet use, operating hour, speed of repairs, receipt of civil petitions, use of non-book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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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상업적인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출

현,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생산, 새로운 정보기

술을 통한 문헌전달서비스의 확대 및 이에 따

른 기술혁신 등과 같은 요소들로 인하여 정보

관련기관이 역할변화에 대한 압력은 물론 생

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러한 상황은 대학도서관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서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

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방편의 모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

게요구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서비

스에 대한 기대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들

을 더 잘 이해하고 정의함과 동시에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서 형성된다. 따라서 대학도

서관이 서비스조직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서개발, 2차

자료의 생산 및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

에 부합할 수 있는 도서관의 능력에 달려있다

(Millson-Martula and Menon 1995, 33). 그러

나 도서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평가에 좌우된다

(Nitecki 1996, 181-190)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중요하다.

이제 대학도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장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조직을 개

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대

학환경의 변화 중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부문

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인 교수와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이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학생

의 욕구를 만족시켜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객만족이다.

도서관이 고객만족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과의 직접

적인 대면이 이루어지는 일선현장의 여러 부

분들을 중요시하고 여기에 많은 자원을 투입

하고 개선하는 고객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조직, 제

도, 업무흐름 및 절차 등에 관한 개혁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도서관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

격한 변화에 대처해야만 하는데 이 변화들은

단순하게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

적인 측면에서 복잡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위하여본연구는이용자와도서관의

관계를고객과서비스제공자의관계로설정하

여,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기 위

한 방안 즉, 고객 지향의 도서관(customer

oriented library)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수

행되었으며, 도서관 현장의 직원이라면 누구

나 가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고민

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진정 이용자가 요구하

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

면 도서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지향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과 전략들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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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

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구성요소 중, 어떠한 요

소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요인이 되

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2. 서비스 질 연구의 이론적 관점

2. 1 서비스 질의 개념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그들의 업무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목록, 대출 및

참고봉사등부서별통계자료들은단지그들의

업무결과만을제시하고있을뿐이지그러한결

과를 초래한 인간적인 측면의 영향 즉, 서비스

의질에관한내용은포함하고있지않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질은 대학당국이나 도

서관관련 기구의 연간통계에 의해 측정되어졌

다. 이러한 통계들은 예산, 장서증가수 또는

직원수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도서관 관리자

들은 그들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다른 도서관

들의 변동상황과 투입통계들을 비교하여 도서

관의 질을 측정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

기술이 정보전달의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원의 양만을 측정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질에 대한 완벽한 성과측정이

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서비스 질은 관점에 따라 선험적, 제품 중

심적, 이용자 중심적, 제도 중심적 및 가치 중

심적 등의 5가지 접근방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Garvin 1993, 3-9). 그러나 서비스는 제품

과 달리 무형성, 소멸성, 이질성 및 비분리성

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을 측정하

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도서관 서비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새로운 방법과 평가

지표가 요구되고 있다(이상복 1998).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은 품질계

획, 품질관리, 품질개선의 3단계로 구성되며,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행한것이무엇인지, 우리가행한것을어

떻게개선할수있는지로표현될수있다. 도서

관에서의 서비스 질 경영이란 다음과 같은 의

미를지니고있다(Juran and Gryna 1993, 3-9);

•도서관의 사명과 주요 이용자그룹을 명확

히 하는 것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

•장기적인 목적과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

는 것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

•계획된서비스를최고수준으로높이는것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와 목표를 비교하는

것

•계속적으로 성과개선을 이행하는 것

•이용자 지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2. 2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

고객만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다. 이는 경제주체의 목표로서, 마케팅의 중

심개념으로서, 소비자 행동모형의 주요 변수

로서, 기업의 마케팅 성과 중의 하나로서, 마

케팅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때 투입요소로서,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나 사회의 복

지수준을 나타내주는 사회지표로서 연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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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유재 1994, 201-231).

고객만족·불만족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인

관심이 아닌 공공정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시

작되어, 기본적인 개념의 개발보다는 광범위

한 측정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고객만족·불만족의 개념에 관하여

개념적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측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유필

화 1994, 86-87).

대학도서관에서의 고객만족은 고객의 사전

기대와 실제 만족도간의 차이에서 오는 느낌

의 정도를 말한다. 대학구성원이 도서관 서비

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그

내용에 대해 일정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 받

는 경우, 이용자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용이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비록 명확하

지는 않아도 무의식중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

하며 이것이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갖게 되는 사전기대이다. 이에 대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실

제상의 평가가 있다. 도서대출 서비스를 받았

는데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즉각적으로 대

출해 주었다든지,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짜증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등을 토대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경

험적 평가가 있다. 여기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

은 사전기대와 경험과의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의 실제평가는 고객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때 고객의 만

족도는 사전기대의 정도와 실제 서비스질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며, 기대가 높을수록 서

비스 결과의 만족과 불만의 강도 또한 달라진

다. 즉, 서비스 질은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어

렵고 고객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고 고객이 기대한 서비스와 지각한 서비스와

의 차이이며 고객만족의 선행요인이 된다

(Coleman, Xiao, Blair and Cholley 1997;

Seay, Seaman and Cohen 1996; Hernon

and Calvert 1996; Nitecki 1996; Edward

and Browne 1995). 

고객 서비스와 만족을 전략적으로 강조함으

로서 도서관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만

족은서로정적(positive)인관계를유지하기때

문에, 만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고객이 동일

한 도서관과 동일한 도서관직원을 다시 찾게

되는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다(Sirkin 1993,

80-83). 그러한 자발성은 측정될 수 있으며 일

반적인 산출물 기준으로 변환될 수도 있다. 이

기준은 서비스의 질과 만족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질은 거시적 수준과 관련이

있고, 만족은미시적수준과관련이있다.

2. 3 고객의 기대와 도서관의 기대

고객의 영어표현은‘customer’이지만 이

용어의 구체적 의미는 실제이용자(end-user)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람(user)을 말한다.1) 따라서 대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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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때 end 의 의미는 what is desired; hoped for; object; purpose; intention 등이다.



관서비스에서 실제이용자란 어떤 특정의 도서

관서비스에 대한 사전기대를 가지고 그 서비

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고객을 실제

이용자의 개념에서 볼 때 고객의 개념이 대학

에 속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

으며,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거나 경험한

구성원이 그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미 받았거나 지금

제공받고 있는 구성원의 일부가 실제이용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이유는 대학도서관의 대응능력과 이미지

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직접 도서관을 찾는 고객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관을 찾는 고객은 서비스의 내용2)과

상황3)을 경험하는데, 이때 고객들은 서비스의

내용과 상황과의 상호작용에서 도서관에 대한

의견 및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고객의

기대가 내용과 상황의 만족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들은 도서관이 적

절하다고 여기는 것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하지 않을수도 있다.

도서관을 비롯한 비영리 조직들은 고객보다

자신들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향

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원래부터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을 때에는 고객을 무지하고 동기

가 결핍되어 있다고 탓함으로써, 고객서비스

에 관한 연구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자신

들은 일반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

로 착각한다(Johnson 1995, 323).

이용자가 도서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에

대해 어떤 괴리를 지각하는데는 여러 가지 원

인이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에 대한 의뢰인

(client)의 기대와 서비스 제공자의 지각이 부

합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의뢰인의 기

대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전달된 서비스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

다(Edward and Browne, 164).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들이 목록이나 색인의

이용방법, 분류기호의 의미, 색인에 사용되는

약어, 서가에서의찾는방법, 제본된잡지와제

본되지 않는 잡지의 배열, 당일 신문과 지나간

신문의 열람장소, 마이크로자료의 이용 및 정

부간행물의 분류체제나 별도의 배열 등에 관

하여 알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이용자는 도서

관이 그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거나, 이용이

편리한 시간에 개관되어 있기를, 원하는 정보

나 자료를 혼란 없이 찾을 수 있기를, 질문을

했을 때 완벽하고 정확한 응답을 얻기를, 지식

있는 직원에 의해 정중한 태도로 대접받기 등

을 기대한다. 또한 고객들은 다른 도서관과 비

교되는 도서관의 예산, 장서수, 직원수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Hernon and Altman

1996, 12-13). 오히려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락함이나 시설의 청결, 고객의 요청에

대한 서비스의 적시성, 시간·장소·쾌적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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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content)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획득한 것. 즉, 특정 자료나 정보, 학습공간, 수용 가능한 대체자료 등
과 같이 도서관을 찾아간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3) 상황(context)이란 도서관을 방문하여 경험한 것. 즉, 직원과의 상호작용, 시스템 운영의 난이 정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안락감 등에 대한 경험을 말한다. 



관련된 편의성, 적절한 장서개발·정기적인 서

가배열점검 및 질의응답에 관한 정확성, 그 도

서관이 제공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제공하

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신뢰성과 의존성 및 유

능하고 전문적이고 지식이 있는 직원의 능력과

친절을더기대한다(Hernon and Altman 1998,

21-22). 이상과같이고객의기대와도서관의기

대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 직원은

고객의 소리를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여야 고

객만족을충족시킬수있다.

2. 4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은 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 그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고객자신의 욕구를 어

느 정도 만족시켜줄 것이라는 사전기대감을

갖는다. 이때 고객의 욕구충족 기대감과 실제

서비스 수준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지수화하는 것이 도서관 고객만족도조사

이다. 만족도를 절대치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

이공식화할 수 있다. 

만족도 = 사전기대감 - 실제 경험한 서비스 수준

(satisfaction degree) (expectation) (experience)

즉 고객의 기대감에 대하여 도서관이 이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가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는 조사로서 도서관 고객만족도란 고객의

기대와 도서관서비스 수준간의 차이를 말한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선 조사되어야 할

내용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Yan Kalson

사장이 주장한 결정적 순간(moments of

truth: MOT)에 대한 조사이다(마이네트

1995, 4). 결정적 순간 또는 진실의 순간은 고

객이 기업의 종업원 또는 특정 자원과 접촉하

는, 그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정적 순간은

서비스제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의 질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로서 지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인상을 좌우한다.

접점연구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윤상근

1996, 21-22). 첫째는 사람이다. 고객과 접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만족도는 크게 좌우된다. 고객접점 현장

에서 만족도는 고객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직

원들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

객 지향적인 정신이 몸에 배어야 하며,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고객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이

자연스레 나올 수 있다. 둘째는 시설과 설비이

다. 이것은 고객이 직접 보고, 접촉하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사무실, 건물, 각종 시설(복사

기나 프린터 등 포함) 등과 관련된 체험 등이

다. 셋째는 정보이다. 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전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서, 홍보·광고매체, 팜플렛, 안내판, 출판물

등의 정보요소를 말한다. 

도서관 서비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고

객은 <표 1>과 같이 여러 결정적 순간들을 경

험할 수 있다.

3. 자료의 수집

3. 1 측정도구의 개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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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문제는도서관직원들이실제제공한도서

관봉사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지각을 어떻게

측정하느냐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 수행능력

의지각과고객기대와의사이에존재하는괴리

의 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하는 것이다. 따라

서 실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려고 할

때는다른분야에서고안된표준기술이나서브

퀄(SERVQUAL), 서브퍼프(SERVPERF)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또는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있을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서비스 질과 고

객만족의 평가모형을 연구한 여러 연구자의

설문지를 참조하였다(Cronin and Taylor

1992, 55-68; Groenroos 1983; Hernon and

Altman 1996; Zeithaml 1990). 실제 대학도서

관 서비스 실정에 맞는 만족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동료 사서들과 고객의 자문을 받아 상

기 연구자들의 설문지를 1차로 수정하였다. 20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제 예비조사를 실시

하고 직접면담을 통해 모호한 문장을 수정하

고, 비슷한 문구를 통합하는 등 2차로 설문지

를 수정보완하여 고객만족도 측정도구를 개발

하였다.(부록 참조)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첫째, 일반

적인 만족조사 둘째, 서비스 질 특성조사 넷

째, 이용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일반적인 만족조사 사항은 도서관이용 목적

의 성공도, 도서관이용의 용이도, 전반적인 만

족도에 관한 총 9개 문항이었다.

도서관 서비스 질 속성은 총 55개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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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요인

사 람

시설 설비

정 보

결정적 순간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했을 때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타 도서관의 자료를 얻고자할 때

불만사항을 접수시킬 때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갈 때

필요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목록검색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서가에서 찾을 때

대출 및 반납 카운터에 다가갔을 때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웹 정보를 검색할 때

도서관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특히 전자정보(검색)실을 이용할 때

자료실 입구를 찾고 있을 때

자료복사를 할 때

시청각기자재를 이용할 때

도서관이용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할 때

도서관의 공지사항을 찾을 때

<표 1> 도서관서비스의 결정적 순간들의 예



구성되었다. 고객의 평가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항을 요인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문

항은 도서관이용교육 내용, 응답내용의 신뢰

성, 신속한 응답,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연체

료 처리, 도서관의 변화내용, 프로그램 사용시

간, 서가배열상태, 상호대차속도, 민원 접수,

민원처리 속도, 민원처리 결과, 이용교육의 정

례화, 직원의 책임감, 정보의 상시적인 구득,

대출책수와 기간, 시청각자료의 다양성, 직원

의 이해력, 질의응답 시간, 면담태도, 전자정보

(검색)실의 개관시간, 도서관의 위치, 대출·

반납의 신속성, 검색단말기수, 검색속도, 검색

시스템의 용이성, 서가에서의 입수 가능성, 이

용 가능한 자료의 양, 도서와 잡지의 수, 도서

와 잡지의 이용가능성, 희망도서의 구입, 예약

도서의 대출, 자유열람실의 개관시간, 자료실

의 개관시간, 청결 상태, 정숙한 분위기, 냉난

방시설, 비 인쇄자료의 이용장비, 장비수리, 도

움화면의 용이성, 웹 데이터베이스의 다양성,

파일자료이용의 용이성, 직원의 조언, 데이터

베이스와 정보의 범위, 상호대차의 용이성, 홍

보방법, 전자형태의 전문(full text)입수, 비 소

장자료의 이용, 통신프로그램의 다양성, 인터

넷이용의 대기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CD-

ROM 타이틀의 주제범위, 도서관이용교육, 홍

보내용, 이용교육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용자에 관한 사항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조사하여 전공분야, 학년, 성별, 연령, 도서관

이용빈도의 5개 문항이었다.

도서관 서비스 질 차원에 관한 만족조사 55

개 문항을 고객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으로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3. 2 조사 도서관의 선정

조사 대상 도서관의 선정은 조직구조가 변

화된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 평가가

가능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내부적

인 조직구조 변화를 한 그룹과 외부적인 조직

구조 변화를 한그룹으로 나누어 선별하였다.

내부변화를 한 도서관들은 간부 및 책임자

급 직원과의 면담내용4)을 통하여, 도서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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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야

일반적인 만족도

서비스 질 속성

이용자

합 계

항목수

9

55

5

69

주요 내용

이용목적의 성공도, 이용의 용이도,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도구개발을 위해 조작된 각종 만족요소

인구사회학적 요인

<표 2> 고객만족도 조사설문지 내용

4) 면담내용: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도서관장은 전문직(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인지?, 이용자를
위한 중점서비스가 있으며 무엇인지?, 업무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직구조를 바꾸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인지?, 변화의 주체가 대학당국이었는지 도서관이었는지?, 조직구조 변화 후 개선되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있으며 무엇인지? 조직구조 개편 후 파생된 새로운 문제는 없는지?, 기대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 등이었음.

5) 98년 9월 3과 7계의 계서조직을 4개팀(정보지원팀, 주제정보팀, 학술정보팀, 전자정보팀)의 수평조직으로
개편함.



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자를 고려한

새로운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어 계명대학교5)와 성균관대학교6)를 선

정하였다.

반면에, 외부변화를 한 도서관들은 전산소,

시청각센터, 도서관 등이 정보기술 중심으로

통합되어 대학 내 정보자원을 총괄하는 새로

운 조직을 창출함으로써, 대학에 새로운 조직

개편 방향을 선도하였기 때문에 숭실대학교7)

와 한남대학교8)를 선정하였다.

각 대학에서 1999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각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들을 200명씩 총 800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개발된 고객만족도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800

부의 설문지 중 64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0.25%이었다. 

4. 자료의 분석

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수는 총 4

개 대학교의 고객 642명이었으며 이들의 일반

사항은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전공별 분포는 인문과학

27.7%, 사회과학 26.3%, 자연과학 42.8%,

예·체능 2.2%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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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차원

개관시간

학업관련 질의응답

학습시설

도서대출

검색 시스템

민원처리

부대시설(복사기, 프린트 등)

장서의 적절성

서가에서의 자료 획득 가능성

직원의 자질

타 도서관 소장자료 제공

도서관이용 교육

홍 보

만족조사 설문문항 번호

21, 33, 34.

2, 3, 15.

22, 35, 36, 37.

5, 16, 23, 32.

4, 25, 26, 40.

10, 11, 12, 31.

7, 24, 38, 39, 49, 50, 51.

17, 28, 29, 41, 42, 44, 47, 52.

8, 27, 30.

14, 18, 19, 20, 43.

9, 45, 48.

1, 13, 53, 55.

6, 46, 54.

<표 3> 만족조사 설문문항의 분류

6) 98년 5월 중앙도서관과 과학도서관의 과, 계의 계서조직을 각각 2개팀(학술정보팀, 정보지원팀)의 수평조
직으로 개편

7) 97년 8월 전산소와 합쳐, 중앙도서관을 학술정보처 도서관으로 개편. 현재는 학술정보센터로 명명되며, 3개
팀(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운영팀, 학술정보개발팀)으로 구성됨.

8) 1997년 3월 도서관, 전산소, 시청각센터를 통합하여 학술정보처로 조직을 개편하여 도서관은 학술지원부로
개칭됨. 현재 학술정보처 내에 4개팀이 있으나 도서관업무는 2개팀(문헌정보팀, 정보서비스팀)이 담당함.



15.9%, 2학년 24.3%, 3학년 30.5%, 4학년

24.6%로비교적고른분포를보였으나대학원

생은 3.7%로비중이매우낮았다.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60.1%, 여학생이 39.1%이었으며, 연

령별로는 20-23세와 24-27세가 46.32%,

37.74%로주를이루고있고 19세미만과 28세

이상이각각 12.58%, 3.14%이었다. 도서관의이

용빈도는거의매일 67.1%, 주 2-3회 27.6%로

매우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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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공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합 계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

합 계

성 별

남

여

합 계

연 령

19세 이하

20-23세

24-27세

28세 이상

합 계

이용빈도

거의 매일

주 2-3회

월 2-3회

월 1회 미만

기 타

합 계

40 

68 

54 

9 

171 

40 

46 

36 

40 

10 

172 

90 

82 

172.

37 

78 

54 

4 

173 

96 

64 

10 

0 

3 

173

54

39

87

1

181

13

44

73

47

5

182

120

62

182

8

86

77

9

180

137

38

2

0

5

182

94

107

141

10

352

53

90

109

87

15

354

210

144

354

45

164

131

13

353

233

102

12

0

8

355

26.7 

30.4 

40.1 

2.8 

100.0 

15.0

25.4

30.8

24.6

4.2

100.0

59.3

40.7

100.0

12.7

46.5

37.1

3.7

100.0

65.6

28.7

3.4

0 

2.3

100.0

57

37

57

4

155

17

36

48

43

8

152

92

61

153

10

72

67

5

154

116

29

9

0

0

154

27

25

77

0

129

32

30

39

28

1

130

84

46

130

25

60

42

2

129

82

46

1

0

1

130

84

62

134

4

284

49

66

87

71

9

282

176

107

283

35

132

109

7

283

198

75

10

0

1

284

29.6

21.8

47.2

1.4

100.0

17.4

23.4

30.9

25.2

3.2

100.1

62.2

37.8

100.0

12.4

46.6

38.5

2.5

100.0

69.7

26.4

3.5

0 

0.4

100.0

178

169

275

14

636

102

156

196

158

24

636

386

251

637

80

296

240

20

636

431

177

22

0

9

639

28.0

26.6

43.2

2.2

100.0

16.0

24.5

30.8

24.8

3.8

99.9

60.6

39.4

100.0

12.6

46.5

37.7

3.1

99.9

67.4

27.7

3.4

0 

1.4

99.9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내부변화 그룹 외부변화 그룹 합 계

가대학 나대학 계 % 가대학 나대학 계 % 빈도 %



4.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종합적인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도구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

하는Crohnbach’s alpha 계수를산출하였고각

부분별Crohnbach’s alpha 계수도 산출하였는

데그결과는 <표 5>와같다. 이용자에관한항

목을 제외한 전체 77가지 항목의 Crohnbach’s

alpha 계수는 0.8752로높았고, 특히만족신뢰

도는 0.9486으로매우높았다. 요인 1에서요인

8까지는 최소 0.7184에서 최대 0.8761까지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요인 8까지의 지표들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3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질 특성에 대한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55가지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공통성과 요

인을 추출하였고, 최종 요인구조는 직각회전

(varimax rotation)을 하여 구하였다. 공통성과

공통분산 및 특성항목의 요인부하량은 각각

<표 6>, <표 7>, <표 8>과 같으며, 이들을 통해

12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파일자료이용의 용이성, 상호대차

의 용이성, 전자형태의 전문(full text)입수, 웹

데이터베이스의 다양성, 비 소장자료의 이용,

홍보방법,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의 범위, 도움

화면의 용이성 같은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었

으며, 요인 2는 직원의 면담태도, 직원의 질의

응답 시간, 직원의 이해력, 직원의 조언, 직원

의 책임감 같은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3은 도서와 잡지의 수, 이용 가능한 자료

의 양, 도서와 잡지의 이용가능성, 서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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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총 69개 전체 신뢰도

일반 신뢰도

만족 신뢰도

요인 1. 정보의 접근

요인 2. 직원의 자질

요인 3. 장서의 적절성

요인 4. 민원처리

요인 5. 학습시설 및 부대시설

요인 6. 신속성(적시성)

요인 7. 이용시간

요인 8. 정보기술의 이용

요인 9. 도서관이용교육

요인 10. 참고봉사

요인 11. 홍 보

요인 12. 개인을 위한 서비스

Crohnbach’s alpha 

.8752 

.7659 

.9486 

.8694 

.8761 

.8186 

.8173 

.7640 

.7901 

.7184 

.7410 

.6783 

.6820 

.5806 

.5919

<표 5>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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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 도서관이용교육 내용

2. 응답내용의 신뢰성

3. 신속한 응답

4.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5. 연체료처리

6. 도서관의 변화내용 공시

7. 프로그램 사용시간

8. 서가배열상태

9. 상호대차속도

10. 민원 접수

11. 민원처리 속도

12. 민원처리 결과

13. 이용교육의 정례화

14. 직원의 책임감

15. 정보의 상시적인 구득

16. 대출책수와 기간

17. 시청각자료의 다양성

18. 직원의 이해력

19. 직원의 질의응답 시간

20. 직원의 면담태도

21. 전자정보(검색)실의 개관시간

22. 도서관의 위치

23. 대출·반납의 신속성

24. 검색단말기수

25. 검색속도

26. 검색시스템의 용이성

27. 서가에서의 입수 가능성

28. 이용 가능한 자료의 양

추 출

.617

.622

.570

.691

.594

.620

.458

.486

.533

.671

.718

.609

.581

.570

.437

.555

.577

.660

.770

.753

.588

.470

.618

.674

.757

.710

.540

.681

항 목

29. 도서와 잡지의 수

30. 도서와 잡지의 이용가능성

31. 희망도서의 구입

32. 예약도서의 대출

33. 자유열람실의 개관시간

34. 자료실의 개관시간

35. 청결 상태

36. 정숙한 분위기

37. 냉난방시설

38. 비 인쇄자료의 이용장비

39. 장비수리 속도

40. 도움화면의 용이성

41. 웹 데이터베이스의 다양성

42. 파일자료이용의 용이성

43. 직원의 조언

44.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의 범위

45. 상호대차의 용이성

46. 홍보방법

47. 전자형태의 전문(full text)입수

48. 비 소장자료의 이용

49. 통신프로그램의 다양성

50. 인터넷이용의 대기시간

51. 인터넷 사용시간

52. CD-ROM 타이틀의 주제범위

53. 도서관이용교육

54. 홍보내용

55. 이용교육 방법

추 출

.665

.633

.513

.554

.626

.701

.566

.467

.555

.553

.579

.426

.597

.652

.581

.582

.648

.551

.566

.551

.565

.636

.616

.532

.621

.693

.586

<표 6> 공통성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요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4.885

3.776

3.207

3.055

2.975

2.892

2.516

2.374

2.049

1.975

1.780

1.461

% 분산

8.881

6.866

5.830

5.554

5.409

5.259

4.575

4.317

3.725

3.591

3.237

2.656

% 누적

8.881

15.748

21.578

27.132

32.541

37.800

42.375

46.692

50.417

54.008

57.245

59.901

회전 제곱합 적재값

<표 7> 공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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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요인 1  :  정보의 접근(고유값:8.881)  

42. 파일자료이용의 용이성

45. 상호대차의 용이성

47. 전자형태의 전문(full text)입수

41. 웹 데이터베이스의 다양성

48. 비 소장자료의 이용

46. 홍보방법

44.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의 범위

40. 도움화면의 용이성

요인 2  :  직원의 자질(고유값:6.866)  

20. 직원의 면담태도

19. 직원의 질의응답 시간

18. 직원의 이해력

43. 직원의 조언

14. 직원의 책임감

요인 3  :  장서의 적절성(고유값:5.830)  

29. 도서와 잡지의 수

28. 이용 가능한 자료의 양

30. 도서와 잡지의 이용가능성

27. 서가에서의 입수 가능성

15. 정보의 상시적인 구득

요인 4  :  민원처리(고유값:5.554)  

11. 민원처리 속도

10. 민원 접수

12. 민원처리 결과

9. 상호대차속도

요인 5  :  학습 및 부대시설(고유값:5.409)  

37. 냉난방시설

35. 청결 상태

39. 장비수리

38. 비 인쇄자료의 이용장비

36. 정숙한 분위기

22. 도서관의 위치

요인 6  :  신속성(적시성)(고유값:5.259)  

25. 검색속도

요인부하량

.715 

.648 

.609 

.603 

.580 

.559 

.536 

.414 

.776 

.768 

.672 

.597 

.528 

.715 

.687 

.622 

.588 

.341 

.737 

.721 

.608 

.508 

.635 

.626 

.564 

.541 

.536 

.403 

.810 

26. 검색시스템의 용이성

24. 검색단말기수

23. 대출·반납의 신속성

요인 7  :  이용시간(고유값:4.575)  

34. 자료실의 개관시간

33. 자유열람실의 개관시간

21. 전자정보(검색)실의 개관시간

16. 대출책수와 기간

17. 시청각자료의 다양성

요요인인 88  ::  정정보보기기술술의의 이이용용((고고유유값값::44..331177))  

50. 인터넷이용의 대기시간

51. 인터넷 사용시간

52. CD-ROM 타이틀의 주제범위

7. 프로그램 사용시간

49. 통신프로그램의 다양성

요요인인 99  ::  도도서서관관이이용용교교육육((고고유유값값::33..772255))  

13. 이용교육의 정례화

1.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

55. 이용교육 방법

요인 10  :  참고봉사(고유값:3.591)  

4.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2. 응답내용의 신뢰성

3. 신속한 응답

요인 11  :  홍 보(고유값:3.237)  

53. 도서관이용교육

54. 홍보내용

6. 도서관의 변화내용

5. 연체료 처리

요요인인 1122  ::  개개인인을을 위위한한 서서비비스스((고고유유값값::22..665566))  

32. 예약도서의 대출

8. 서가배열 상태

31. 희망도서의 구입

.774 

.751 

.448 

.721 

.719 

.629 

.563 

.379 

.711 

.701 

.488 

.418 

.386 

.627 

.625 

.470 

.738 

.637 

.537 

.626 

.618 

.549 

.483 

.588 

.419 

.309 

<표 8> 서비스 질속성항목의 요인부하량



입수 가능성, 정보의 상시적인 구득 같은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4는 민원처리

속도, 민원 접수, 민원처리 결과, 상호대차속도

같은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5는

냉난방시설, 청결 상태, 장비수리, 비 인쇄자료

의 이용장비, 정숙한 분위기, 도서관의 위치

같은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6은

검색속도, 검색시스템의 용이성, 검색단말기수,

대출·반납의 신속성 같은 특성 항목으로 구

성되었으며, 요인 7은 자료실의 개관시간, 자

유열람실의 개관시간, 전자정보(검색)실의 개

관시간, 대출책수와 기간, 시청각자료의 다양

성 같은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8

은 인터넷이용의 대기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CD- ROM 타이틀의 주제범위, 프로그램 사용

시간, 통신프로그램의 다양성 같은 특성 항목

으로구성되었으며, 요인 9는이용교육의 정례

화,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 이용교육 방법 같

은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10은 데

이터베이스의 정확도, 응답내용의 신뢰성, 신

속한 응답 같은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11은 도서관이용교육, 홍보내용, 도서관

의 변화 내용, 연체료 처리 같은 특성 항목으

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12는 예약도서의 대출,

서가배열 상태, 희망도서의 구입 같은 특성 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을 명명하면,

요인 1은 정보의 접근으로, 요인 2는 직원자질,

요인 3은 장서의 적절성, 요인 4는 민원처리,

요인 5는 학습 및 부대시설, 요인 6은 신속성

(적시성), 요인 7은이용시간, 요인 8은 정보기

술이용, 요인 9는 도서관 이용교육, 요인 10은

참고봉사, 요인 11은 홍보, 요인 12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로 명명할 수 있었다.

총 12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누적분산

비율은 59.90%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 1인

정보의 접근은 전체 분산의 8.88%를 설명하였

고, 요인 2인 직원자질은 6.87%, 요인 3인 장서

의 적절성은 5.83%, 요인 4인 민원처리는

5.55%, 요인 5인 학습 및 부대시설은 5.41%,

요인 6인 신속성(적시성)은 5.26%, 요인 7인

이용시간은 4.58%, 요인 8인 정보기술이용은

4.32%, 요인 9인 도서관이용교육은 3.73%, 요

인 10인 참고봉사는 3.59%, 요인 11인 홍보는

3.24%, 요인 12인 개인을 위한 서비스는 전체

분산의 2.66%를 설명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서비스 구성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접근

도서관에서의 소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

이나 도구이다.

2) 직원의 자질

고객을 맞이하여 응대하는 직원의 품성이나

능력이다.

3) 장서의 적절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도서와 잡지를 어느 때

나 서가에서 구득할 수있는 것이다.

4) 민원처리

불만사항의 접수로부터 처리까지의 시간과

처리내용이다.

5) 학습시설 및 부대시설

도서관의 위치, 각종 시설 및 설비, 열람실

내의 청소상태 및 열람분위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6) 신속성(적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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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대출·반납에 걸리는 시간이다.

7) 이용시간

장서 및 도서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다.

8) 정보기술의 이용

각종 응용프로그램, CD-ROM 타이틀 및

웹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9) 도서관이용교육

이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

한것이다.

10) 참고봉사

직원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는 신속

정확한 응답이다.

11) 홍 보

도서관의 제반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12) 개인을 위한 서비스

특정 개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서비스이다.

4. 4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인 분석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에 12가지서비스 요인

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고객만

족도(일반적인 만족조사 설문 3번)를 종속변

수로, 요인분석에서 얻은 12가지 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선택된 9개 요인중 장서의 적절성이 가장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

음으로 민원처리, 정보의 접근, 시설, 신속성,

홍보, 참고봉사, 이용시간, 직원의 자질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독립)변수 중에서 모형에 포함시킬 유의

한(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

로는 단계 선택법을 사용하였다. 입력시 기준

은 유의확률≤.05, 제거시 기준은 유의확률

≥.l 이었다.

독립변수들이 총 변동을 설명하는 비율(설

명역)은 23%로 R²가 낮으나, 이 모형은 변수

들이 5점 척도였기 때문이다. 만일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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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장서의 적절성

민원처리

정보의 접근

학습 및 부대시설

신속성(적시성) 

홍 보

참고봉사

이용시간

직원의 자질

회귀계수

.211 

.141 

.131 

.127 

.112 

.101 

9.159E-02 

8.937E-02 

8.569E-02

표준오차

.032 

.032 

.032 

.032 

.032 

.032 

.032 

.032 

.032

T 

6.598 

4.392 

4.107 

3.963 

3.485 

3.134 

2.855 

2.784 

2.670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1*** 

.002** 

.004** 

.006** 

.008**

<표 9>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인

모델의 설명역( R²): .23

모델의 유의도(F: 12.327); 유의확률 .000***

*** P<.001 ** P<.01



점수인 경우는 보다 높을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12.327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05보다 작으므로 모형이 상당히 유의 하다고

하겠다.

공선성 진단을 하기 위하여 상태지수와 분

산비율을 살펴본 결과 상태지수가 1.000-1.022

로 상태지수 값이 작고, 또한 분산비율 값이

0-73%로 낮으므로 공선성이 없다고 본다.

4. 5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소 분석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에 55가지 서비스 질

항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고

객만족도(일반적인만족조사설문 3번)를종속

변수로, 55가지 질 속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고그결과는 <표 10>과

같다. 

선택된 10개 요소 중 정보의 상시적인 구득

이 가장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고 그 다음으로 도서와 잡지수, 냉난방시설,

도서관의 변화내용 공시, 검색시스템의 용이

성, 인터넷이용의 대기시간, 자료실의 개관시

간, 장비수리 속도, 민원접수, 비 인쇄자료의

이용장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독립)변수 중에서 모형에 포함시킬 유의

한(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

로는 단계 선택법을 사용하였다. 입력시 기준

은 유의확률≤.05, 제거시 기준은 유의확률

≥.l 이었다.

독립변수들이 총변동을 설명하는 비율(설

명역)은 33%로 R²가 낮으나, 이 모형은 변수

들이 5점 척도였기 때문이다. 만일 100점 환산

점수인 경우는 보다 높을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F 값이 4.141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05보다 작으므로 모형이 상당히 유의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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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5. 정보의 상시적인 구득

29. 도서와 잡지수

37. 냉난방시설

6. 도서관의 변화내용 공시

26. 검색시스템의 용이성

50. 인터넷이용의 대기시간

34. 자료실의 개관시간

39. 장비수리 속도

10. 민원접수

38. 비 인쇄자료의 이용장비

회귀계수

.216

.164

7.604E-02

9.504E-02

.104

-7.612E-02

5.692E-02

-.131

7.798E-02

8.277E-02

표준오차

.042

.037

.030

.035

.033

.031

.031

.043

.037

.040

T

5.094

4.476

2.568

2.737

3.185

-2.429

1.853

-3.080

2.126

2.071

유의확률

.000*** 

.000*** 

.011* 

.006** 

.002** 

.015* 

.064* 

.002** 

.034* 

.039* 

<표 10>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소

모델의 설명역( R²): .33

모델의 유의도(F: 4.141); 유의확률 .000***

*** P<.001 ** P<.01 *P<.0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객지향의 대학도서관을 구축하

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서비스 질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것은 고객만족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계량적 측정을 시도함

으로써 고객만족경영의 전략수립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

인: 서비스 질 속성에 대한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을추출하기위하여55가지문항에대해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을사용하여공통성과요인을추출하였고, 최종

요인구조는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하여

구하였다. 공통성과공통분산및속성문항의요

인부하량들을통해정보의접근, 직원자질, 장서

의 적절성, 민원처리, 학습시설 및 부대시설, 신

속성(적시성), 이용시간, 정보기술이용, 도서관

이용교육, 참고봉사, 홍보 및 개인을 위한 서비

스의12가지요인이추출되었다.

둘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인분석: 12가지 서비스 요인의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일반적인

만족조사 설문 3번)를 종속변수하고, 요인분석

에서 얻은 12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9개의 요인

을 추출하였다. 선택된 9개 요인 중 장서의 적

절성이 가장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민원처리, 정보의 접근,

시설, 신속성, 홍보, 참고봉사, 이용시간, 직원

의 자질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소분석: 55가지 서비스 요소의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일반적인

만족조사 설문 3번)를 종속변수로, 55가지 질

속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 10개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선

택된 10개 요소 중 정보의 상시적인 구독이

가장 일반적인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도서와 잡지수, 냉난방시설, 도서

관의 변화내용 공시, 검색시스템의 용이성, 인

터넷이용의 대기시간, 자료실의 개관시간, 장

비수리 속도, 민원접수, 비 인쇄자료의 이용장

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표본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기에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나라 대학도서

관 전체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분석상의 편차를 배제시키지 못하였

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일

반적인 의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객만

족이라는 개념적인 기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도구를 보다 정교화시키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접점에

서 고객의 만족상태를 실증하여, 기대의 강도

에 따른 만족상태를 조사할 수 있었다. 셋째,

도서관에서 서비스 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측정 기준을 고객만

족으로 설정함으로서 서비스 질 혁신 전략 수

립을 가능케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 연구(longitudinal survey)의 필요

성이다.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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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비

스 질 지각 및 고객만족을 정기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

을것이다.

둘째,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인 관

심이 아닌 공공정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시작

되었으며, 도서관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

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나 본 연구에서

밝혀낸 고객만족 형성과정에 대한 제 이론과

모델 등을 도서관에 적용해 보는 메타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서비스 질의 구

성요인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후속 연구로 관종을 달리하는 도서관을 대상

으로 시도하여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객만족도 평가

도구가 대학도서관에서 실제 활용되고, 추후

수정 보완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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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고객만족에 관한 설문지>

<일반적인 만족조사 설문>

1. 귀하는 지금까지 도서관이용 경험에 비추어,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해

당숫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도서나 잡지를 찾기위해

최신문헌을 리뷰하기 위해

학업관련 정보를 얻기위해

학습및 가벼운 읽을거리를 위해

도서대출/반납을 하기 위해

전자정보 검색을 위해

기타_________

2.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도서관이용은 얼마나 용이하였습니까? 

1    2    3    4    5

전혀 쉽지않다 매우 쉽다

3. 대체로, 귀하의 도서관방문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전혀만족하지 않다 매우만족하다

<각종 서비스들과 직원에 관한 만족조사 설문>

각 항목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기와 같이 해당 숫자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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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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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서는 친밀한 태도를 갖고 있다.

강한 불일치 1     2     3     ④ 5     강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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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이 다양하다. 

2. 제공되는 응답내용은 신뢰성이 있다. 

3. 모든 질문에 대해 신속히 응답을 얻는다. 

4.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정확하다. 

5. 연체료의 처리는 정확하고 투명하다. 

6. 도서관의 변화내용을 잘 알고 있다. 

7.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 

8. 어제 반납한 도서를 오늘 서가에서 찾을 수 있다. 

9. 다른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일주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10. 불편한 사항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11. 불만사항에 대한 응답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12. 민원을 접수하면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도서관이용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14. 도서관직원은 책임감이 강하다. 

15. 언제든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6. 대출 책수와 기한이 적절하다. 

17.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8. 귀하의 질문의도나 내용에 대하여 도서관직원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해한다. 

19. 귀하의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 도서관직원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20. 도서관직원의 면담태도는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21. 전자정보(검색)실의 개관시간은 적당하다. 

22. 도서관은 학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23. 대출·반납은 신속히 처리된다. 

24. 자료검색용(OPAC) 단말기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25. 자료검색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26. 자료검색시스템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7. 검색된 도서는 대부분 서가에서 획득할 수 있다. 

28. 이용하거나 입수한 자료의 양적 수준은 충분하다. 

29. 내가 필요로 하는 도서나 잡지가 비치되어 있다. 

30. 내가 필요로 하는 도서나 잡지를 항상 이용할 수 있다. 

31.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희망하면 대부분 구입된다. 

32. 대출중인 도서를 예약하면 1순위 대출이 가능하다.

33. 자유열람실의 개관시간은 적당하다. 

34. 자료실의 개관시간은 적당하다. 

35. 도서관의 내부시설은 언제나 깨끗하다. 

36. 도서관이용자의 열람분위기는 정숙하다. 

37. 냉난방시설이 잘되어 있다. 

38. 인쇄형태이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장비는 넉넉하다. 

39. 고장난 장비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40. OPAC에서 도움 화면의 이용은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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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관한 설문>

1. 귀하의 전공분야는?

1) 인문과학 2) 사회과학 3) 자연과학 4) 예·체능

2. 귀하의 학년은?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대학원생

3.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4. 귀하의 연령은? (만____세) 

5. 귀하는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이용하십니까?

1) 거의매일 2) 1주일에 2-3회 3) 1달에 2-3회 4) 1달에 1번 미만

기타: _____________ 

설문지에 적극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0

41. 다양한 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42. 최신정보의 내용을 담은 자료(파일자료)의 이용이 용이하다. 

43. 도서관직원의 조언은 도움이 된다. 

44. 데이터베이스와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적절하다.

45. 타 도서관 자료의 입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46.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자료나 서비스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다. 

47. 웹 데이터베이스(전자출판물)를 통한 원문(full-text)입수는 원활히 이루어진다. 

48.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49. 필요한 PC통신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브라우저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다. 

50. 인터넷 사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다. 

51.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 

52. 보유하고 있는 CD-ROM 타이틀의 주제범위가 다양하다. 

53. 도서관이용교육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 

54. 도서관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잘 알고 있다. 

55.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이용교육방법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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