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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실의 운영현황과 이용행태, 이용자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 및 만

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5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48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대학도서관은 아직 Information Commons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다

른 수준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보실 서비스 품질은 시설․기자재, 

컨텐츠(자료), 직원의 3개요인으로 구성되며, 이 3개요인은 전자정보실의 이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기자재 요인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자정보실에 대한 전반적 

이용자만족도와 시설․기자재 및 컨텐츠(자료)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도서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직원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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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general operations of the current services and usages, and the 

perceptions on the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the 480 users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centers (EIC) in the 5 selected university libraries in Daegu and Kyoungpook area. Each libraries 

provide various levels of their services. Service quality is supposed to be comprised of 3 dimensions 

of facilities and equipments, contents, and staff. Each of three dimensions influence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e user satisfaction of the EIC. Users are satisfied with the facilities and equipments 

highly. Users in each libraries show statistically different satisfactions in the dimensions of 

facilities and equipments, and contents, except staff dimensions. Users of each universities show 

different overall satisfactions on the EICs also. 

KEYWORDS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Electronic Information Centers, EIC, Facilities and 

Equipments, Contents, Staff

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인해 

매일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사회 속에서 컴

퓨터와 인터넷, 각종 통신매체 등의 사용에 익

숙한 이용자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

용자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정보전달과 정보형

태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이용자세대의 변화와 이용자들의 행동양

식변화는 도서관의 공간구성을 포함한 이용자

에 대한 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서의 성

격이 강한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전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다(안수

희 2010, 1). 이용자의 경우에도 컴퓨터와 인

터넷, 각종 디지털매체 등을 이용한 정보검색 

및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관도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정재영 2007a, 68). 국내 대학도서

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

정보실, 멀티미디어실, 디지털자료실 등 다양

한 명칭으로 불리는 공간(이하 전자정보실로 

통일함)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디지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자정

보실은 “대학구성원들의 교육과 연구, 학습에 

필요한 각종 전자정보원을 한 장소에서 검색

하고 열람하게 하는 정보검색공간, 새로운 정

보기술과 효과적인 정보활용기능을 교육하기 

위한 이용자교육공간,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

육매체 제작공간”(오동근, 김숙찬 2004, 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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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대

학도서관들이 전자정보실을 포함한 이러한 관

련공간들을 이른바 Information Commons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국외의 

연구들은 이러한 Information Commons에 관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Beagle, Bailey, 

and Tierney 2006; Forrest and Halbert 2009; 

Yao, Liu, and Cai 2009; Bickley and Corrall 

2011; Harvey and Lindstrom 2011). Held는 

이에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여 분

석한 바 있다(2009). 정재영(2007a)은 Infor- 

mation Commons를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서관의 정보와 인력을 바탕으로 

참고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이용자들

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통합이용자 서비스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대학

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기도 하는데, 특히 학

습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Learning Commons 

(Held 2009, 190 등)나 Knowledge Commons 

(Shuhuai et al. 2009 등)로 불리기도 한다(In- 

formation Commons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는, 오동근, 조현양, 여지숙 2010, 87-89. 참조).

그러나 국내 대학도서관의 대부분의 전자정

보실은 외국의 Information Commons와는 달

리,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시설들이 서로 분리 

배치되어 통합서비스의 제공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의 서비스모델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정재

영 2007b, 202). 이러한 현상은 오경묵, 노영진

(2003)의 공공도서관 전자정보실에 관한 조사

나, 오동근, 김숙찬(2004)의 대구․경북지역 

주요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실의 일반적인 현황

과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이경민(2009)의 문

헌정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자정보실 이용

사례에 대한 분석, 안수희(2010)의 대학도서

관 정보공유공간의 이용자에 대한 분석결과에

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시점에서 ‘대구․경북지역 5개

대학 상호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을 활발하게 실

시하고 있는 5개 대학도서관의 전자정보실 또

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운영현황과 이용자의 이용행태, 만족도를 구

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대

학도서관 전자정보실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이용자들에

게 다양한 디지털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국내외의 일부 

도서관들이 기존의 전자정보실을 Information 

Commons로 확대․개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

고 있고 그에 관련된 연구도 없지 않으나(정재

영 2007a, 2007b; 오동근, 조현양, 여지숙 2010; 

남태우, 류반디 2012 등), 연구대상도서관들은 

현재 기존의 전자정보실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범위는 기존의 전자정

보실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되었다. 

이 연구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대구․경북 주요 5개대학의 

전자정보실을 1회 이상 이용해본 적이 있는 5



대구 ․경북 지역 5개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실의 운영현황과 이용행태, 이용자만족도 분석

52

개대학 전자정보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2

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직접 설문을 배부하고 회수하였

다. 배부된 총 500부 중 480부를 회수하였고, 

480부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입

수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SPSS Statistics 2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전자정보실의 일반적 운영현황 
분석

대상대학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질

문지를 작성하여 담당자와의 면담과 현장조사

를 실시하였다. 

2.1 인력현황

전자정보실을 운영하는 인력현황은 <표 1>

과 같다. E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교 담

당사서들은 전자정보실에서 1~3년 정도 근무

하였으며, C대학의 경우 2012년에 인사이동이 

되어 근무경험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D대

학의 경우 사서자격증 외에 컴퓨터 관련 자격

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명은 비도서자료 관리 

및 대출․반납업무를, 다른 1명은 전자정보실 

관리 및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조인력

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 학부근로생, 조교를 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D대학의 경우 전자정

보 및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 공간이 3개실로 나

뉘어져 있어 보조인력이 대체로 많았다.

2.2 규모 현황

김찬영(2001)이 실시한 국내 대학도서관 명

칭조사에 따르면 ‘전자정보실’이 24개(33.8%), 

‘멀티○○○'(멀티미디어센터, 멀티미디어정보

실, 멀티미디어자료실, 멀티미디어룸, 미디어룸, 

미디어센터, 뉴미디어프라자, 멀티미디어정보

센터, 멀티미디어정보자료실)가 12개(16.9%), 

‘전자○○○’(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 전자자료

실, 전자정보서비스데스크, 전자정보검색실, 전

구 분 A B C D E

정식직원
1명

(사서직)

1명

(사서직)

1명

(사서직)

2명

(사서직, 기타)

2명

(사서직)

사서자격증외 

소지자격증
없음 없음 없음

컴퓨터활용능력

1
없음

도서  근무연한 14년 5년 28년 2년 18년

자정보실 근무연한 1년 3년 2개월 1년 6년

보조인력수 3명 3명 3명 11명 7명

보조인력신분
계약직, 

학부근로생

조교, 

학부근로생

공익요원, 

학부근로생

조교, 

학부근로생

계약직, 

학부근로생

<표 1> 운영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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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 B C D E

명칭 자정보실 자정보실 자자료실 ○○ 자정보실 디지털자료실

소속 학술 자정보 정보운 연구자료 학술정보운 자자료

설치연도 1999년 2004년(리모델링) 1996년 1997년 2005년(리모델링)

치 1층 1층 1층 2층(main floor) 1층

단독자료실 

운 여부

비도서자료 

통합운

비도서자료 

통합운

비도서자료 

통합운
단독운

비도서자료 

통합운

단독자료실 명칭 없음 없음 없음
멀티미디어정보실

/ 상정보실
없음

그 외의 시실

노트북열람실/

멀티미디어룸/

세미나실

정보이용

교육실

Jobcafe/

종합정보자료실

소규모 

상세미나실
없음

<표 2> 전자정보실의 명칭, 소속, 설치연도

자정보자료실)가 11개(15.5%)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개대학도서관의 경

우 3개대학이 전자정보실, 2개대학이 각각 전자

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정보실의 명칭, 소속 및 설치연도를 살

펴보면 <표 2>와 같다. 전자정보실의 위치는 모

든 대학이 이용자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한 1층

에 위치하고 있다. D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이 비도서자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D

대학의 경우 비도서자료를 서비스하는 멀티미

디어정보실(사서 1명, 조교 2명, 학부근로생 3

명), 이용자교육장과 동영상강의를 이용할 수 

있는 영상정보실(조교 2명)을 별도로 운영하

고 있다. 전자정보실과 관련한 그 밖의 시설로

는 A대학의 경우 노트북열람실과 소규모단체

에게 영화를 상영해 주는 멀티미디어룸, 그리

고 세미나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B대학

의 경우 전자정보실과 연결되어 정보이용교육

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C대학의 경우 외국어

학습/위성방송, 다국어정보검색, 취업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Jobcafe, 수험관련 자료 및 베스

트셀러, 위성방송청취, 다국어정보검색 및 정

보검색, 독서평가도서와 독서평가실 등을 운영

하는 종합정보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다. 

2.3 구성현황

각 대학교의 전자정보실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대부분의 대학교가 정보검색공간, 이용

자교육공간, 자료출력공간, 노트북 PC공간, 브

라우징코너, 시청각자료 이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B대학의 경우 이용자교육을 위한 이용

자교육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전자정보실에

는 이용자 교육공간이 없으며, A대학의 경우 

전체 도서관 층마다 프린트와 스캐너, 복사기 

가 설치되어 있어 전자정보실에 자료출력공간

이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교가 무선랜이 

장착되어 있지만 노트북 PC공간을 따로 마련

하고 있었다. 

대학별 전자정보실 구성기기 및 컨텐츠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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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 B C D E

정보검색공간 ○ ○ ○ ○ ○

자료출력공간 × ○ ○ ○ ○

시청각자료이용공간 ○ ○ × ○ ○

라우징코 ( 기공간) ○ ○ ○ × ○

노트북 PC공간 ○ × ○ ○ ○

이용자교육공간 ○ × × ○ ○

장애인 용공간 ○ ○ × ○ ×

<표 3> 전자정보실 공간구성 현황

황은 <표 4>와 같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100대 

이상의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린터, 스캐너 

등이 설치되어 있다. A대학의 경우 전자정보

실에 자료출력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아 프린터

와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C대학

의 경우 스캐너와 시청각 자료를 열람할 수 있

는 DVD콤보를 설치해 놓지 않았다. 

국외DB의 경우 C대학과 E대학이 나머지 

대학들보다 상당한 차이의 DB를 구축하고 있

으며, 국내DB의 경우 D대학이 47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대학들은 비슷하게 구축하고 있

었다. 비도서자료의 경우 C대학의 2,634점부

터 E대학의 61,695점까지 다양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또한 과거엔 전자정보실에서 해외DB

와 국내DB를 관리하였지만, 현재는 업무의 전

문적인 분담을 위해 모든 대학들이 전자정보실

과 같은 팀의 연속간행물 관련실로 옮겨 관리

하고 있다. 

각 대학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살

펴보면 <표 5>와 같다. 5개대학 모두가 공통으

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DVD, Video, Audio, 

CD-ROM, 인터넷, 학술정보, 동영상강의, 장애

인코너, 워드작업 및 문서편집, 프린트 서비스

이다. A대학의 경우 프린트와 스캐너가 도서

관 전체 각 층에 나뉘어져 있어 전자정보실에

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C대학의 경우 Job Cafe

구 분 A B C D E

구성 기기

PC( ) 120 112 132 192 130

PC 사양 펜티엄4 intel-i5 펜티엄4 intel-i5 intel-i5

린터 0 2 2 5 3

스캐 0 1 0 3 2

DVD콤보 14 22 0 32 12

컨텐츠

국외DB(종) 19 27 62 14 65

국내DB(종) 20 14 19 47 22

비도서자료( ) 25,794 16,000 2,634 52,000 61,695

<표 4> 전자정보실 구성기기 및 컨텐츠 현황(2012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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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인터넷 ○ ○ ○ ○ ○

학술정보 ○ ○ ○ ○ ○

워드작업․문서편집 ○ ○ ○ ○ ○

DVD ○ ○ ○ ○ ○

Video ○ ○ ○ ○ ○

CD-ROM ○ ○ ○ ○ ○

Audio ○ ○ ○ ○ ×

동 상강의 ○ ○ ○ ○ ×

장애인 코 ○ ○ × ○ ○

린트 × ○ ○ ○ ○

- 흑백 린트

- 칼라 린트
×

흑백(50원)

칼라(300원)
흑백(50원)

흑백(50원)

칼라(200원)
흑백(40원)

스캐 × ○ × ○ ○

노트북 ○ × ○ ○ ×

성방송 × × ○ × ○

자잡지 ○ × ○ × ×

취업정보 × × ○ × ×

외국인 코 × × × ○ ×

교육매체제작 × × × × ×

이용시간제한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표 5> 제공서비스

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취업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대학교의 경우 다

른 대학들과는 달리 외국인 전용코너를 운영하

고 있다. 5개대학 모두 이용시간제한은 2시간

으로 정해져 있으며, 1일 이용시간 최대연장횟

수는 평균 2~3회이다.

전자정보 및 멀티미디어 자료와 관련된 이

용자교육은 5개대학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하지만 전자정보 

및 멀티미디어 자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용자

교육보다는 도서관 전체 이용자교육에서 전자

정보 및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이용방법을

구 분 A B C D E

이용자교육 여부 ○ ○ ○ ○ ○

이용자

교육 방법

신입생 OT ○ ○ × ○ ×

수업교과목 ○ × × × ○

특강개설 ○ ○ × × ×

정규 로그램 ○ × ○ ○ ×

이용자교육 기간 학기당 6회 비정기 비정기 학기당 2회 이상 비정기

이용자교육 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표 6> 이용자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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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고 있다. 모든 대학들이 다양한 방법으

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평균 1~2시간 정도이며, 교육기간은 3개대학

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며, 2개대학은 한 학기

당 2~6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3. 이용자의 전자정보실 이용행태 
및 서비스품질지각, 만족도 분석

3.1 설문지의 구성 및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전체설문지는 전자정보실 이용자의 이용행

태와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하

였다. 이를 위해 황정숙(2002), 이재숙(2003), 

황일원(2003), 차충환(2004), 김봉석(2006), 

정기열(2008), 박진균(2009), 오동근, 조현양, 

최성열, 여지숙(2010) 등의 전자정보실 및 정

보공유공간에 대한 이용행태와 서비스품질 및 

이용만족도 연구를 바탕으로 그 공통되는 요인

들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이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

보면 성별로는 대부분의 대학이 남자가 여자보

다 약간 많게 나타났으며, 신분별로는 4학년인 

이용자가 41.9%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
A B C D E 합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성별

남자 51(51.5) 33(33.0) 50(55.6) 45(45.0) 52(57.1) 231(48.1)

여자 48(48.5) 67(67.0) 40(44.4) 55(55.0) 39(42.9) 249(51.9)

합계 99(100) 100(100) 90(100) 100(100) 91(100) 480(100)

신분

석사 0(0) 3(3.0) 4(4.4) 14(14.0) 15(16.5) 36(7.5)

박사 1(1.0) 0(0) 0(0) 2(2.0) 1(1.1) 4(0.8)

1학년 0(0) 9(9.0) 1(1.1) 0(0) 3(3.3) 13(2.7)

2학년 12(12.1) 26(26.0) 14(15.6) 10(10.0) 5(5.5) 67(14.0)

3학년 38(38.4) 20(20.0) 20(22.2) 19(19.0) 15(16.5) 112(23.3)

4학년 48(48.5) 40(40.0) 41(45.6) 32(32.0) 40(44.0) 201(41.9)

졸업생 0(0) 2(2.0) 7(7.8) 18(18.0) 11(12.0) 38(7.9)

기타 0(0) 0(0) 3(3.3) 5(5.0) 1(1.1) 9(1.9)

합계 99(100) 100(100) 90(100) 100(100) 91(100) 480(100)

공

사회과학 39(39.4) 30(30.0) 22(24.4) 46(46.0) 35(38.5) 172(35.8)

인문 32(32.3) 30(30.0) 24(26.7) 32(32.0) 33(36.3) 151(31.5)

공학 9(9.1) 15(15.0) 22(24.4) 9(9.0) 8(8.8) 63(13.1)

자연과학 12(12.1) 13(13.0) 15(16.7) 5(5.0) 7(7.7) 52(10.8)

기타 7(7.1) 12(12.0) 7(7.8) 8(8.0) 8(8.8) 42(8.8)

합계 99(100) 100(100) 90(100) 100(100) 91(100) 480(100)

<표 7> 인구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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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설문조사 시기가 각 대학들이 1학기

를 개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자정보실을 이

용해보지 않은 1학년들은 많지 않았다. 기타로

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

공별로는 사회과학계열이 35.8%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 공학계열 순으로 나

타났다. 기타에는 사범계열, 예체능, 치․의학 

및 간호계열 등이 포함되었다.

3.2 전자정보실의 이용행태

3.2.1 전자정보실 이용빈도 및 1회당 

이용시간

각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들 모두 전자정보실

의 이용빈도는 일주일에 2~3회가 가장 많게 

나타났지만, 일주일에 1회,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표 8> 참조). 

추가분석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

자의 빈도에 반해, 전자정보실을 거의 이용하

지 않는 이용자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

타났다. 

전자정보실의 1회 이용하는 시간을 살펴보

면 <표 9>와 같다. 5개대학 모두 이용자들이 30

분~1시간, 1~2시간 정도로 가장 많이 이용하

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강의가 없을 

때 주로 이용하며, <표 10>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과제해결, 인터넷사용을 위해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구분
A B C D E 합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거의매일 11(11.1) 22(22.0) 7(7.8) 31(31.0) 12(13.2) 83(17.3)

주2~3회 37(37.4) 53(53.0) 25(27.8) 34(34.0) 42(46.2) 191(39.8)

주1회 20(20.2) 15(15.0) 20(22.2) 17(17.0) 14(15.4) 86(17.9)

월1회 21(21.2) 5(5.0) 17(18.9) 8(8.0) 10(11.0) 61(12.7)

거의 이용않음 10(10.1) 5(5.0) 21(23.3) 10(10.0) 13(14.3) 59(12.3)

합계 99(100) 100(100) 90(100) 100(100) 91(100) 480(100)

<표 8> 전자정보실 이용빈도

구분
A B C D E 합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30분 미만 13(13.1) 24(24.0) 16(17.8) 6(6.0) 9(9.9) 68(14.2)

30분~1시간 36(36.4) 52(52.0) 34(37.8) 31(31.0) 32(35.2) 185(38.5)

1~2시간 40(40.4) 22(22.0) 28(31.1) 37(37.0) 38(41.8) 165(34.4)

2시간 이상 10(10.1) 2(2.0) 12(13.3) 26(26.0) 12(13.2) 62(12.9)

합계 99(100) 100(100) 90(100) 100(100) 91(100) 480(100)

<표 9> 전자정보실 1회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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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전자정보실 이용목적 및 주 

이용코너

전자정보실에 대한 주된 이용목적은 <표 10>

과 같다(복수응답 가능). 모든 대학의 전자정

보실 이용자들이 동영상강의, 리포트작성과 같

은 과제해결과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하

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 DVD 및 오디오, 비디오 등의 비도서자료 

이용, 수업사이에 시간이 빌 때 여가시간활용, 

프린트사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보실 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코너는 

<표 11>과 같다(복수응답 가능). 모든 대학의 

이용자들이 정보검색공간(학술정보검색서비스,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다음으로 자료

출력공간(프린트 및 스캐너 이용)을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의 경우 다른 대

학보다 시청각자료 이용공간(DVD, 비디오 등)

에 대한 이용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A B C D E 합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인터넷 63(32.8) 78(39.0) 61(39.4) 51(23.4) 50(27.3) 303(32.4)

과제해결 66(34.4) 46(23.0) 46(29.7) 64(29.4) 50(27.3) 272(28.8)

린트 14(7.3) 11(5.5) 20(12.9) 49(22.5) 30(16.4) 124(12.9)

여가시간 20(10.4) 26(13.0) 15(9.7) 19(8.7) 16(8.7) 96(10.1)

비도서자료 18(9.4) 30(15.0) 8(5.2) 15(6.9) 18(9.8) 89(9.3)

자자료 10(5.2) 4(2.0) 5(3.2) 6(2.8) 14(7.7) 39(4.2)

스캐 0(0) 3(1.5) 0(0) 14(6.4) 5(2.7) 22(2.1)

기타 1(0.5) 2(1.0) 0(0) 0(0) 0(0) 3(0.3)

합계 192(100) 200(100) 155(100) 218(100) 183(100) 948(100)

<표 10> 전자정보실 이용목적

구분
A B C D E 합계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정보검색 88(42.9) 95(47.5) 82(50.0) 74(39.4) 82(45.8) 421(45.8)

자료출력 30(15.9) 15(7.5) 32(19.5) 59(31.4) 35(19.6) 171(18.6)

시청각자료이용 28(14.8) 51(25.5) 13(7.9) 22(11.7) 21(11.7) 135(14.7)

이용자교육 25(13.2) 20(10.0) 12(7.3) 22(11.7) 12(6.7) 91(9.9)

노트북 PC 14(7.4) 13(6.5) 16(9.8) 8(4.3) 16(8.9) 67(7.3)

라우징 3(1.6) 6(3.0) 7(4.3) 3(1.6) 8(4.5) 27(2.9)

번역서비스 1(0.5) 0(0) 2(1.2) 0(0) 5(2.8) 8(0.9)

합계 189(100) 200(100) 164(100) 188(100) 179(100) 920(100)

<표 11> 전자정보실 주 이용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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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자정보실 이용자의 서비스품질

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3.3.1 측정항목의 구성과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전자정보실의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해, 시설․기자재에 대한 6개항목, 컨텐

츠(자료)에 대한 6개항목, 직원에 대한 8개항

목, 전자정보실에 대한 만족도 5개항목으로 설

문지를 구성하였다(<표 12> 참조). 각 측정문

항은 5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값이 커질수록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각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의 공통요인을 찾

아내어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이다. 서

비스품질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값을 3개로 지정

하여 아이겐값(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

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주성

분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으로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직각회전법(varimax 

orthogonal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

서 두 요인에 교차적재된 직원의 충분한 지식

(직원),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컨텐츠), 기자재

의 제공정도(시설․기자재), 이용안내 표시(시

설․기자재)는 분석에서 제거되었다. 3개 요인

의 고유치가 모두 1.34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별 요인적재량이 0.674 이상으로 나타

나,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이들 세 개 요인은 각각 시설․기자

재요인, 컨텐츠(자료)요인, 직원요인으로 명명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검증을 위해 내적일관

성(internal consistency)에 의한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설․기자재요

인이 .821, 컨텐츠(자료)요인이 .853, 직원요인

이 .89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alpha 계수가

요 인 측정항목내용

시설․기자재
기자재의 편의성, 인터넷속도에 한 성, 기자재의 다양성, 기자재의 성능, 기자재의 제공정도*, 

이용안내표지시설* 

컨텐츠(자료)
자료의 최신성, 자료의 다양성, 자료의 양, 자료의 질, 자료의 다양한 주제분야, 소 트웨어의 

다양성*

직원

직원의 충분한 지식*, 문의  요구사항해결을 한 신속성, 직원의 친 한 태도, 이용자를 도우려는 

자발 인 의지, 이용자에 한 개별 인 심, 이용자의 질의에 응할 비자세, 직원이 이용자에게 

주는 신뢰감, 이용자요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정도

만족도
자정보실의 반 인 만족도, 시설․기자재 만족도, 자정보실 공간구성 만족도, 컨텐츠(자료) 

만족도, 직원 만족도

* 최종분석에서 제외된 항목임

<표 12>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 관련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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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여

겨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3개요인 모두가 

.821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3.2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전자정보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보면

(<표 13> 참조), 시설․기자재품질에 대한 인

식이 3.51로 가장 높았고, 컨텐츠품질에 대한 

인식은 3.36이었으며, 직원품질에 대한 인식은 

3.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설․기자재 서

비스품질 요인 중에서는 인터넷 속도의 적절성

(3.71)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컨텐츠(자료) 서비스품질 요인 중에서는 자

료의 다양성(3.45)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직원 서비스품질 요인 중에서는 

요구사항해결을 위한 신속성(3.47)을 가장 높

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정보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14> 참조), 전반적 만족도는 3.69로 비교

적 높은 편이나, 부문별 만족도는 시설․기자

재만족도 3.47, 콘텐츠만족도 3.42, 직원만족도 

3.42로 전반적 만족도에 비해 낮았다.

전반적인 만족도와 부문별 만족도에 대해 대

학도서관별, 신분별,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다(<표 15> 참조). 분석결과, 신분

별과 전공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05), 대학도서관에 따른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시설․기자재

품질

기자재 편의성 480 3.57 .722

인터넷 속도 성 480 3.71 .828

기자재 다양성 480 3.36 .900

기자재 성능 480 3.43 .845

시설 ․기자재품질 평균 480 3.51 .665

컨텐츠

품질

자료의 최신성 478 3.37 .754

자료의 다양성 478 3.45 .744

자료의 양 478 3.34 .759

자료의 질 477 3.29 .737

자료의 다양한 주제분야 478 3.35 .753

컨텐츠품질 평균 477 3.36 .595

직원

품질

요구사항해결을 한 신속성 478 3.47 .722

친 한 태도 478 3.36 .758

이용자에 한 극성 478 3.11 .849

이용자에 한 개별  심 478 2.76 .937

질의에 응할 자세 478 3.18 .761

이용자에게 주는 신뢰감 478 3.22 .765

이용자요구에 한 이해노력정도 478 3.34 .734

직원품질 평균 478 3.20 .6112

<표 13> 전자정보실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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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반  만족도 480 3.69 .646

부문별

만족도

시설․기자재만족도 480 3.47 .724

컨텐츠만족도 478 3.42 .770

직원만족도 478 3.42 .742

<표 14> 전자정보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반  만족도

A 99 3.56 .688

F=2.892 p=.022

B 100 3.69 .662

C 90 3.62 .728

D 100 3.77 .529

E 91 3.84 .582

시설․기자재

만족도

A 99 3.31 .646

F=4.920 p=.001

B 100 3.40 .792

C 90 3.36 .662

D 100 3.60 .685

E 91 3.68 .762

컨텐츠

만족도

A 98 3.30 .749

F=5.846 p=.000

B 100 3.40 .739

C 89 3.19 .705

D 100 3.60 .725

E 91 3.63 .852

직원

만족도

A 97 3.30 .738

F=1.992 p=.095

B 100 3.42 .794

C 90 3.40 .747

D 100 3.59 .621

E 91 3.41 .789

<표 15> 만족도에 대한 대학별 차이분석

에서 전반적 만족도, 시설․기자재만족도, 컨텐

츠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직

원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자정보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적

으로 E대학이 3.84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

타내며, A대학이 3.56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

를 나타냈다. 또한 Tukey 사후검증 결과 A대

학과 E대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기

자재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E대학

이 3.68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A대

학이 3.30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2005년에 리모델링한 E대학이 1999년에 

설치된 A대학보다 비교적 쾌적한 환경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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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출력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Tukey 사후검증 결과, 

A, B, C대학과 E대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컨텐츠(자료)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

으로 E대학이 3.63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

타내며, C대학이 3.19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5개대학 중 E대학이 국내외 

DB 87종, 비도서자료 61,695점으로 가장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였으며, A대학이 국내외 DB

는 81종으로 비교적 많이 보유하였으나, 이용

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도서자료가 2,634점으

로 가장 적게 보유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Tukey 사후검증 결과 A대학과 D, E

대학, C대학과 D, E대학이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직원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D

대학이 3.59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A대학이 3.30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

다. 이는 D대학이 5개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인력(조교, 학부근로생 11명)을 보유한 데

서 기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유의확률 

.095로 대학도서관별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개의 서비스품질요인이 전자정보실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3개 서

비스품질요인의 개별요인들이 전자정보실의 각 

부문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의 서비스품질요인이 전자정보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6> 참조), 시설․기자재, 컨텐츠(자료), 

직원의 3개요인에 대한 서비스품질 모두 유의

확률 .000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이 3개요인은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39.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이 3개요인이 중요한 용인이기는 하지만, 

설명되지 못한 약 60%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나머지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

요하다고 본다. 한편 영향력은 시설․기자재, 

컨텐츠(자료), 직원의 순으로 높았다. 전자정

보실의 경우 이용자만족도에서 시설․기자재

요인의 영향력이 직원요인의 2배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Bickley와 Corrall(2011)

이 Information Commons를 이용하는 학생들

은 서로 다른 그룹의 직원들을 구분하지도 못

하였고, 해당부서의 사서에 대해 알지도 못하

였으며, 사서의 학술적 역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설․기자재 서비스품질의 개별요인

들은 시설․기자재에 대한 만족도에 40%의 

설명력을 가지며, 기자재의 다양성, 기자재의 

성능, 기자재의 편의성의 순으로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

넷 속도의 적절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따라서 시



정보관리연구, vol.43, no.4 2012, pp.49-68
http://dx.doi.org/10.1633/JIM.2012.43.4.049

63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R² F p

B 표준오차 Beta

(상수) .948 .161 5.884 .000

.397 103.59 .000
시설․기자재 .368 .042 .376 8.762 .000

컨텐츠(자료) .246 .048 .226 5.171 .000

직원 .194 .042 .183 4.636 .000

<표 16> 서비스품질요인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R² F p

B 표준오차 Beta

(상수) 1.178 .143 8.225 .000

.400 79.255 .000

기자재 편의성 .187 .040 .199 4.654 .000

인터넷속도 성 .041 .039 .047 1.050 .294

기자재 다양성 .234 .038 .291 6.104 .000

기자재 성능 .200 .044 .234 4.529 .000

<표 17> 시설․기자재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기자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다양한 기자재를 확보하여 이용자

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컨텐츠(자료)에 대한 서비스품질의 개별요

인들은 컨텐츠(자료)에 대한 만족도에 51.4%

의 설명력을 가지며, 전자정보․멀티미디어 자

료의 다양한 주제분야, 전자정보․멀티미디어

자료의 질, 전자정보․멀티미디어자료의 최신

성, 전자정보형태의 다양성은 컨텐츠(자료)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정보․멀티미디어자료의 양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18> 참조). 따라서 다양한 주제분야의 

질 높은 최신 전자정보․멀티미디어 자료를 다

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R² F p

B 표준오차 Beta

(상수) .364 .142 2.564 .011

.514 99.690 .000

자료의 최신성 .154 .044 .151 3.482 .001

자료형태의 다양성 .124 .050 .120 2.506 .013

자료의 양 .059 .044 .058 1.339 .181

자료의 질 .264 .046 .253 5.732 .000

자료의 다양한 주제분야 .313 .043 .306 7.256 .000

<표 18> 컨텐츠(자료)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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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R² F p

B 표준오차 Beta

(상수) .181 .114 1.583 .114

.648 123.87 .000

요구사항해결을 한 신속성 .196 .038 .191 5.154 .000

친 한 태도 .160 .039 .163 4.140 .000

이용자에 한 극성 .085 .035 .098 2.455 .014

이용자에 한 개별  심 -.019 .029 -.024 -.649 .517

질의에 응할 자세 .127 .040 .130 3.191 .005

이용자에게 주는 신뢰감 .213 .043 .219 4.890 .000

이용자요구에 한 이해노력정도 .218 .042 .215 5.192 .000

<표 19> 직원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직원에 대한 서비스품질의 개별요인들은 직

원에 대한 만족도에 64.8%의 설명력을 가지며, 

이용자에게 주는 신뢰감, 이용자요구에 대한 

이해노력정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

기 위한 신속성, 친절한 태도, 이용자의 질의에 

응할 자세, 이용자에 대한 적극성은 직원에 대

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따라서 직원은 이용자로부터 신뢰

를 얻을 수 있도록 이용자요구에 대해 이해하

고자 노력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

고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질의에 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의 5개 주요대

학도서관에 설치된 전자정보실의 이용현황과 

이용행태, 이용자만족도 등을 고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부분의 전자정보실은 1-2명의 정식직원을 

두고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이를 운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은 물론 시설이

나 구성기기, 컨텐츠 등은 물론 이용교육에서

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빈도로 보면 50% 이상의 이용자가 주 

2-3회 이상, 그리고 85% 이상의 이용자가 회

당 30분 이상 전자정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상의 이용자는 인터넷을 이

용하거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프린트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

우도 13%나 되었다. 주 이용코너는 정보검색

코너가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료출력

과 시청각자료이용도 15% 안팎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자정보실의 서비스품질 구성요인 중 전반

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

설․기자재요인이며, 다음으로 컨텐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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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도서관별로 

살펴보면, 다른 대학들보다 컨텐츠(자료)를 많

이 보유한 E대학교가 시설․기자재와 컨텐츠

(자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른 대학들보다 보조인력을 가장 많이 두

고 있는 D대학교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직원에 대한 대학간 만

족도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대학도서관별로 전자정보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6점 이상(5점 척도)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비스품질요인과 만족도 사이의 회귀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었다. 시설․기자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다양한 기자재를 확보

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텐츠 및 자료와 관련해

서는, 다양한 주제분야의 질 높은 최신 전자정

보 및 멀티미디어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

고자 노력해야 한다. 직원은 이용자로부터 신

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용자요구에 대해 이해

하고자 노력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신속

하고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질의에 응하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 대학도서관에 전자정보실이 생겨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자정보실 고유

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정보실의 시설과 기자재는 최신

의 고품질의 것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대한 정비와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설․기자재요인이 전자정보실

의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점에서도 시사되는 바이다. 또한 

전자정보실에 대한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에 대

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많은 이용자들이 전자

정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및 기자재들의 

고장과 속도저하를 지적하였다. 많은 이용자들

이 이용하기 때문에 잦은 고장과 시스템 속도

의 저하는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의 추가배

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전자정보

실에서는 전문적인 사서보다 보조인력이 서비

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이용

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서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Colorado 주립대학의 Morgan 

도서관의 경우 EIC(Electronic Information 

Center)를 설치하여 놓았는데, 이용자들의 접

근이 용이하며, 유동성이 가장 많은 1층 중앙

에 헬프데스크를 두어 각종 기자재 및 소프트

웨어, 하드웨어 등에 대한 전문사서를 배치해 

놓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 대학도서관의 상황에 

맞게 사서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급

적이면 보조인력보다는 전문적인 사서를 배치

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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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셋째, 이용자로부터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바

탕으로 서비스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uffalo 

State College에서 LibQUAL+를 활용하여 

Information Commons Initiative를 실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Harvey and Lindstrom 2011).

각종 정보통신기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가 계속해서 변화

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대학도서관의 전자정

보실은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

용자들에게 다양한 전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nformation Commons와 같은 공간

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의 5개대학도서

관 전자정보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그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연구나, 전체도서관 이용

자 중 전자정보실을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통해, 전자정보실을 더욱 효과

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Information 

Commons를 도입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사례

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도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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