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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속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서비스 품질 속성과 만

족도와의 관계를 선형관계로 접근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속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원적 인식방법을 제시한 KANO의 3요인 이론을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 속성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비선형관계로 접근하여 서비스 품질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 도서

관 서비스 품질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비스 품질은 기술적 품질(technical quality)

와 과정적 품질(functional quality)의 합으로 

보는 경우 혹은 지각된 서비스와 기대서비스

를 비교 평가한 결과(Gronroos 1982, 1984)

로 보는 경우, 지각에 의한 개인적인 견해

(Garvin 1984)로 보는 경우 등 서비스 품질

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서비스 품질은 고객지향적인 개념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기본

적인 목적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품

질요소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며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설문조사, 사례연구, 메

타분석 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향상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용자가 항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최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이 

늘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Gül Bayraktaroglu & Özge Özgen. 2007).  

많은 선행연구에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

가에 적용하고 있는 모델과 이론들은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와의 관계를 선형적인 

관계로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 서비스 

품질의 속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 품

질을 동일한 속성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 평가 방법은 서비스 품질

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도서관 중심적

인 평가이며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는데 한계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차원을 SRRVQUAL

이나 LibQual+모델에서 제시하는 차원으로 구

분하는 경우 실제로 이용자가 생각하는 서비스 

품질요소의 중요도 역시 배제되어 있다. 도서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요소가 이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질요소가 아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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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품질

속성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품질과 이용

자 만족도와의 관계를 비선형적인 관계로 접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의 만족과

의 관계를 이원적으로 인식한 KANO의 3요인 

이론을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의 속성을 분석

하고 LibQual+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이해를 도모하고 구체적

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언하

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도서관 서비스 품질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실

제적인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대부분의 방법은 면대면 인터뷰, 인식

차이 분석, 괴리이론을 이용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질문이나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정형화되

거나 일반화하여 이용자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코멘터리를 분석하는 방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목소

리를 반영하기 보다는 보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귀납적 이론으로 연구 참

여자의 표현 속에서 참여자 관점에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

이다. 이 이론은 수집된 자료에서 핵심범주를 

구분하고 하위범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론

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범주는 이론을 개발하

는 초석이며 이론 생성 방법은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근거이론 연구란 근거이론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자료의 계

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 

자료 포화(data saturation), 개념 도출, 조합, 

통합하는 코딩절차를 엄격하게 수행해야만 근

거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Glaser &　Strauss 

1990). 따라서,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분석

하고 코딩하여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

자 관점의 직접적인 이용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적합하다 할 수 있으

며, 서비스 품질요소의 속성에 대한 이용자 요

구를 분석하기 위한 KANO 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

구방법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다. 

KANO 모델은 Tokyo Rita대학의 Noriake 

Kano가 제시한 품질 차별화 모델로 동기 위

생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원적 인식에 의해 

품질속성을 당연적 품질요소(Must-Be Quality 

Element), 일원적 품질요소(One-Dimensional 

Quality Element), 매력적 품질요소(Attractive 

Quality Element)로 구분(그림1)하고 KANO 

평가 이원표(표1)를 통해 수집된 설문의 응답

조합으로 품질요소에 대응하여 품질속성을 구

분한다.

이상복, 신동설(2008)에 의하면 당연적 품

질요소(Must-Be Quality Element)는 최소한 

마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적인 품질요

소로서 충족이 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다른 만족감을 주지 않는 반면, 충족

이 되지 않으면 불만을 일으키는 품질요소를 

말한다. 일원적 품질요소(One-Dimensional 

Quality Element)는 만족요인(Satisfier)로 불

린다. 충족이 되면 만족, 충족되지 않으면 불

만을 일으키는 품질요소로서 기존의 품질인식

과 같다. 매력적 품질요소(Attractive Quality 

Element)는 충족이 되면 만족을 주지만 충족

되지 않더라도 하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품

질로 고객감동의 원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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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노모델의 품질 속성>

<표 1. KANO 평가이원표 >

KANO분석 모델은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차원과 물리적인 충족·불충족 차원을 함께 고

려하고 있다. ‘이용자의 만족’이라는 주관적 

측면과 ‘요구조건과의 일치’라는 객관적인 측

면을 대응시킴으로써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KANO가 제안한 그

동안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평가하던 중요품질

속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용욱 2013).

KANO 분석결과 나타난 서비스 품질요소의 

속성별로 LibQual+ 평가를 한다면 품질속성별 

이용자 인식차이와 이용자 관점의 도서관 서비

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ibQual+는 서비스 품질차원을 서비스 영

향력(9문항), 정보 제어(8문항), 장소로서의 

도서관(5문항)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총 22개의 문항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이다. 도서관 서비

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최소기대치, 이상

기대치, 실제 인식치 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각 수준 간의 격차를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도구인 LibQual+가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중 실제적으로 개선

이 필요한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법

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용자의 구체적인 경

험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서관의 경험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적이 아닌 도서

관 중심적인 평가라는 지적이다(Brophy 2006, 

p.47~48). 따라서 이러한 LibQual+의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단계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근거이론 코딩 결과 분석

된 서비스 품질요소에 대하여 KANO분석 모델

을 이용하여 서비스 품질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 속성을 

분석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

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2. 선행연구 분석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

용자 연구, 만족도 요인 분석, 서비스 품질 평

가를 주로 다루고 있다. 서비스 품질 분야에 

KANO를 적용한 연구는 대부분 경영학 분야

에서 서비스 품질 속성을 구분하여 고객이 인

식하는 가치인 고객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

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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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

가에 적용한 모델은 대부분 SEVQUAL이나 

LibQUal+를 적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그 외에 구조방적식 모형, ANP 기법을 적용

한 연구가 드물게 있을 뿐 그 외에는 찾아보

기 힘들다. 

KANO를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에 적용한 

연구 중 해외 연구로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

(University of Guadalajara)도서관을 대상으

로 QFD-KANO모델을 활용하여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Cecilia Garibay et 

al.,(2010)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의 연구로는 

KANO-SERVQUAL 기법을 적용하여 도서관

의 서비스 개선 사례를 연구한 이상복, 김명훈

(2008)의 연구 정도가 있다. 

3. 결론 및 제언

도서관 품질 평가에 있어서 대표적인 

SERVQUAL과 LibQual+ 모델은 서비스 품질

의 속성 차이를 배제한 도서관 중심의 평가 방

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과 만

족도와의 관계를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비선형

적인 관계의 시각에서 서비스 품질 속성을 분석

하는 KANO 모델을 통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의 속성을 구분함으로써 이용자 관

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생

각하는 도서관 서비스 품질요소의 속성을 분

석하고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실제적인 이용자

의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에 있어

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추후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KANO 

-LibQual+ 모델을 적용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KANO-LibQual+를 

적용하는 실증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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