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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S여대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 즉, 도서관의 
이용빈도, 상대적 중요성, 이용목적, 불만족 요인,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7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후에 학년, 전공계열별로 이용상의 만족도 및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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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general perception of users on library collections 
and services of junior college libraries, including the use frequency, weight, use purposes, and 
unsatisfactory factors. In order to carry this purpose,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700 students in S-women’s college, analyzed the factors of us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by 
grades and major categories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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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

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고등교육법 제47조). 

현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중심축으로 산재된 직업교육을 매개하

도록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의 전문대학은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

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및 교양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동시에 전문대학 졸업

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도입, 현직 종사자의 재교육 및 평생학습교

육 등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 교육의 중심에 전문대학도서관이 있고 마땅히 자타가 기대하는 역할과 책

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 더불어 주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임에도 불

구하고 도서관은 시설, 인력, 장서, 이용률, 예산 등 여러 지표가 열악하여 전술한 목적을 달

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도서관연감(2013)에 집계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4년제 대학도서관(285개)과 전문대학도서관(138개)의 규모변수를 비교해보면, 1개관당 평

균 건물연면적은 646,772㎡ 대 2,551㎡, 열람석수는 95,092석 대 481석, 사서수는 6.47명 

대 1.36명, 이용자수는 523,416명 대 84,152명이다. 특히 장서는 그 격차가 더욱 커서 단행

본은 427,071책 대 86,362책, 비도서자료 19,731점 대 4,177점, 연속간행물 574종 대 

148종, 전자자료 35,400종 대 5,657종에 그치고 있어 과연 고등직업교육의 중심축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전문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는 전문대학도서관 운영 일반 및 개선방안 

관련연구(구연배 2000; 정희경 2002; 박일종, 정진한 2006; 황금숙, 노영희 2007), 전문대

학도서관 사서의 직무만족도 연구(황인보 2000; 이두이, 구연배 2008), 전자책 활용실태, 

취업관련 정보 활용 등 장서개발 관련 연구(이동향 1999; 정진한, 박일종 2006; 조인숙, 김

문규 2011), 정보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연구(박찬숙 2002; 신미경 2003; 유길호, 이미경 

2003; 이미영 2003; 최재석 2009 ; 장은희 2011)등에 불과하여 기존 대학도서관 연구와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전문대학도서관의 규모변수 가운데 가장 열악

한 현실에 있는 자료와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인식도 분석 및 수요조사와 관련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 재학생의 도서관 이용도와 상대적 중요성,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전문대학도서관이 직면한 문제점

을 파악하고 전문대학의 교육특성과 목표를 반영한 장서개발 전략과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대학도서관의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3

- 233 -

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와 서비스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

하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인식도는 

제외하였으며, 한 대학의 사례에 불과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연

구를 통하여 이러한 한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조사방법과 설문지 구성

1. 조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S여대도서관의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4개 

계열 16개 학과(전공)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채택하였으

며 2013년 4월에 1주일간(4. 16 ~4. 21)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한 다음, 

5월 1일부터 2주일간 재학생 3,442명 가운데 학과별 안배를 위해 모집단을 의미 있는 계층

으로 나눈 다음 각 계층으로부터 무작위 추출하는 층화표집법(stratified sampling)을 이용

하여 각 학과 및 학년을 고려하여 700명(전체 재학생의 20.3%)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계열 전공 빈도 (%)

인문사회

유아교육* 41(6.2)

208(31.5)

문헌정보 49(7.4)
경영 29(4.4)
관광 41(6.2)

비서행정 48(7.3)

자연과학
가족복지 43(6.5)

 93(14.1)
식품영양* 50(7.6)

미디어영상

디지털미디어 39(5.9)

199(30.2)

영상컨텐츠 39(5.9)
음악컨텐츠 39(5.9)
미디어문예창작 43(6.5)

댄스 &스포츠 39(5.9)

디자인

패션디자인 40(6.1)

160(24.2)
쥬얼리디자인 41(6.2)
시각디자인 42(6.4)

아동미술디자인 37(5.6)

계    660 (100)
* 3년제 학제 

<표 1> 분석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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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16개 학과(전공)별로 전공수업 전후에 강의실을 방문하여 양해를 구하고 설문

의 취지 및 문항에 대한 용어설명을 한 다음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 후 응답이 불성실한 

40부를 제외한 660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학년 및 학과(계열)별 인구통계는 <표 1>

과 같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자는 1학년 359명(55.4%)과 2학년 301명(45.6%)이며, 일부 

3년제 교육과정인 학과의 3학년 학생은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적인 2년제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설문지 구성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와 예비조사를 거쳐 보완한 설문지는 <표  2>와 같이 인구통계, 

도서관 이용빈도와 중요성, 이용목적 및 불만족 요인, 자료 및 서비스의 만족도를 묻는 총26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항목은 리

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S여대도서관의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

하였다. 

구성 조사내용(문항번호)

인구통계적 특성 학년(1), 전공계열(2)

도서관 이용도, 중요성 
및 불만족 요인

이용빈도(3), 이용목적(4)*, 불만족 요인(5)*, 상대적 중요성(6)

자료에 대한 인식도
전공(학습)자료의 충분성(7), 교양자료의 충분성(8), 자료의 최신성(9), 장서의 전공학
습 기여정도(10), 비도서자료(11), 연속간행물(12), 취업 및 기타정보원(13)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직원의 태도(14), 사서의 전문성(15), 도서관이용교육(16), 정보활용교육(17), 
ILL/DDS(18), 도서관 이용시간(19), 대출책수(20), 대출기간(21), 대출절차(22), 
희망도서구입신청의 편리성과 신속성(23), 문화행사(24), 홈페이지 구성(25), 도서관의 
접근성(26)

* 복수응답

<표 2> 설문지 구성내용과 문항

3. 조사결과의 분석방법

회수된 질문지는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학년별

(1학년, 2학년)평균차이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전공계열별(인문사회, 자연, 미디

어영상, 디자인)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도구로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들 사이의 상관도를 분석

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크론바흐 알파(Ch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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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별 신뢰성계수는 0.823으로 비교적 

양호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결과 분석

1. 전체의 기술통계 분석

S여대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빈도 및 중요성, 이용목적 및 불만족 요인, 도서관의 자

료와 서비스의 인식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기술통계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용빈도 및 
중요성

도서관 이용빈도 1 5 2.10 1.031

교내 여러 기관 중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 1 5 2.65 .921

자료

전공(학습)자료의 충분성 1 5 2.88 .738

교양 자료의 충분성 1 5 2.95 .770

자료의 최신성 1 5 2.80 .787

장서의 학습 기여도 1 5 3.09 .764

비도서자료의 만족도 1 5 2.89 .733

연속간행물의 만족도 1 5 2.93 .710

취업정보의 만족도 1 5 2.76 .735

서비스

도서관 직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1 5 3.03 .792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1 5 2.93 .642

도서관이용교육의 만족도 1 5 3.03 .870

정보활용교육의 만족도 1 5 3.08 .810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의 만족도 1 5 2.91 .646

도서관 이용시간(개관-폐관)의 만족도 1 5 2.93 .879

1인당 대출책수의 만족도 1 5 3.16 .903

대출기간의 만족도 1 5 2.58 .959

대출절차의 만족도 1 5 3.33 .728

희망도서구입신청의 편리성과 신속성 1 5 2.89 .662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의 만족도 1 5 3.18 .797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의 만족도 1 5 2.89 .687

도서관의 접근성 1 5 2.76 1.018

<표 3> 전체 응답자의 인식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N=660)

먼저 도서관 이용빈도에 대한 응답평균은 2.10으로 재학생의 도서관 이용이 월 4회 미만

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내 다른 부속기관에 비하여 도서관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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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 비중(2.65)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여대 조직도상에 나타난 학술정보센터(도

서관)를 제외한 교내 부속기관으로 교수학습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사회봉사단, 장애학생지

원센터, 다문화학생지원센터, 취업역량개발센터, 평생교육원, 뉴미디어디자인센터, 유아교육

연구소, 중소기업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교내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

하지 않아 도서관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 도서관 이용빈도와 더불

어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학생은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고 또 

중요하지 않은 교내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1

2.58

2.65

2.76

2.76

2.8

2.88

2.89

2.89

2.89

2.90

2.91

2.93

2.93

2.93

2.95

3.03

3.03

3.08

3.09

3.16

3.18

3.33

2.0 2.2 2.4 2.6 2.8 3.0 3.2 3.4 3.6 

도서관 이용빈도

대출기간의 만족도

교내 여러 기관 중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

교내·외 관련 정보 및 취업정보의 만족도

도서관의 접근성

자료의 최신성

전공(학습)자료의 충분성

비도서자료의 만족도

희망도서구입신청 절차의 편리성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

평균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의 만족도

연속간행물의 만족도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 개관시간의 만족도

교양 자료의 충분성

도서관 직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

장서의 학습 기여도

1인당 대출책수의 만족도

도서관 주체 문화행사

대출절차의 만족도
응답평균

<그림 1> 전체 응답자의 인식도 평균

다음으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인식도는 도서관 장서의 학습 기여도(3.09)가 중위수 3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그 외 교양 자료의 충분성(2.95), 연속간행물의 만족도(2.93), 비도서자

료의 만족도(2.89), 학습 자료의 충분성(2.88), 자료의 최신성(2.80), 취업정보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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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의 경우 대출절차의 만족도(3.33)가 가장 높았으며,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3.18), 1인당 대출책수의 만족도(3.16), 정보활용교육의 만족도(3.08), 도서

관 직원 태도에 대한 만족도(3.03), 도서관이용교육의 만족도(3.03) 순으로 중위수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2.93), 도서관 이용시간의 만

족도(2.93),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대차(2.91), 희망도서구입신청의 편리성과 신속성

(2.89),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2.89), 도서관의 접근성(2.76), 대출기간(2.58)의 만족도는 

중위수를 밑돌고 있어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S여대도서관 이용자들은 위의 <그림 1>에서 도식화한 바와 같이 대출절차,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 1인당 대출책수, 장서의 학습기여도, 정보활용교육 및 도서관이용교육,  도서

관 직원의 태도, 교양자료의 충분성, 도서관 이용시간, 사서의 전문성, 연속간행물, 문헌복사

서비스 및 상호대차에 대해서는 평균이상(2.90)의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 희망도서신청절차, 비도서자료, 전공(학습)자료의 충분성, 자료의 최신성, 도서관의 접

근성, 취업정보, 교내 부속기관 중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 등은 낮거나 불만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2. 학년별 인식도 분석

S여대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빈도 및 중요성, 이용목적 및 불만족 요인, 도서관의 자

료와 서비스의 인식도 평균을 학년별(1학년, 2학년)로 비교해보면 <표 4>와 같다. 이를 대비

한 <그림 2>를 보면 1학년은 2학년의 응답평균과 비교할 때 5개(비도서자료, 도서관 이용교

육, 정보활용교육, 대출절차,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의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이는 1학년 신입생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학교도서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장서의 규모나 수준, 이용시간 등에서 우위에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학년은 그 가운데 교양자료의 충분성(3.02), 장서의 학습 기여

도(3.14), 도서관 직원의 태도(3.14), 도서관이용교육의 만족도(3.01), 정보활용교육의 만

족도(3.07), 도서관 이용시간의 만족도(3.01), 1인당 대출책수(3.23), 대출절차(3.26), 도

서관 주최 문화행사(3.14) 등 9개 항목에서 중위수를 웃도는 3점대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한편 2학년은 6개(장서의 학습 기여도,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 1인당 대출책수, 

대출절차,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 항목의 평균값이 중위수인 3점을 넘었으며 그 외 다른 항목

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2학년이 전공 교과를 1년 이

상 이수하고 전문대학의 특성상 2학년부터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며 그로 인하여 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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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2학년이 도서관이 주관하

는 여러 문화행사에 참여한 경험으로 인하여 1학년 응답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년
문항

학년별 평균
전체 평균

1학년 2학년

이용빈도 및 
중요성

도서관 이용빈도 2.14 2.06 2.10

교내 여러 기관 중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 2.69 2.60 2.65

자료

전공(학습)자료의 충분성 2.95 2.80 2.88

교양 자료의 충분성 3.02 2.87 2.95

자료의 최신성 2.86 2.72 2.80

장서의 학습 기여도 3.14 3.03 3.09

비도서자료의 만족도 2.87 2.90 2.89

연속간행물의 만족도 2.96 2.88 2.93

취업정보의 만족도 2.88 2.62 2.76

서비스

도서관 직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3.14 2.89 3.03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2.99 2.85 2.93

도서관이용교육의 만족도 3.01 3.05 3.03

정보활용교육의 만족도 3.07 3.09 3.08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의 만족도 2.99 2.81 2.91

도서관 이용시간(개관-폐관)의 만족도 3.01 2.85 2.93

1인당 대출책수의 만족도 3.23 3.07 3.16

대출기간의 만족도 2.66 2.50 2.58

대출절차의 만족도 3.26 3.42 3.33

희망도서구입신청의 편리성과 신속성 2.92 2.86 2.89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의 만족도 3.14 3.24 3.18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의 만족도 2.94 2.83 2.89

도서관의 접근성 2.83 2.67 2.76

<표 4> 학년별 인식도 평균의 요약 

이러한 학년별 인식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13개 항목이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도서관 이용빈도와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학년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자료영역의 경우는 비도서자료와 연속간행물의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5

개(학습자료, 교양자료, 자료의 최신성, 장서의 학습 기여도, 취업정보) 항목에서 1학년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과 비교하여 대학도서관은 학습자료 및 교양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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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며 이에 대한 학습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1학년은 전공기초자료 및 교양자료가 주로 필요하고 또 현재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해서 2학

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반면, 2학년은 최신성을 담보한 학습자료 및 교양

자료에 있어 학습기여도가 놓은 전공심화자료를 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취업을 대비하여 산

업동향 및 취업관련 자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서관 서비스 영역의 경우는 7개(도서관 직원의 태도,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

대차, 도서관 이용시간, 1인당 대출책수, 대출기간, 대출절차, 도서관의 접근성) 항목의 평균

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출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은 1학년이 2학

년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학년은 도서관 이용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등의 

참여 기회가 1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동안의 도서관 이용경험으로 인하여 대

출기간 및 대출절차에 대해서도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14

2.69

2.95

3.02

2.86

3.14

2.87

2.96

2.88

3.14

2.99

3.01

3.07

2.99

3.01

3.23

2.66

3.26

2.92

3.14

2.94

2.83

2.06

2.6

2.8

2.87

2.72

3.03

2.9

2.88

2.62

2.89

2.85

3.05

3.09

2.81

2.85

3.07

2.5

3.42

2.86

3.24

2.83

2.67

0 0.5 1 1.5 2 2.5 3 3.5 4

도서관이용빈도

교내기관중도서관의상대적중요성

전공(학습)자료의충분성

교양자료의충분성

자료의최신성

장서의학습기여도

비도서자료의만족도

연속간행물의만족도

교내·외관련정보및취업정보의만족도

도서관직원의태도에대한만족도

사서의전문성에대한만족도

도서관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

문헌복사서비스및상호대차서비스의…

도서관이용시간의만족도

1인당대출책수의만족도

대출기간의만족도

대출절차의만족도

희망도서구입신청의편리성과신속성

도서관주체문화행사

도서관홈페이지구성

도서관의접근성

1학년

2학년

<그림 2> 학년별 인식도 평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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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문항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이용빈도 
및 중요성

도서관 이용빈도 1.030 652 .303 .083 .081 -.076 .242

교내 여러 기관 중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

1.299 648 .194 .094 .072 -.048 .236

자료

전공(학습)자료의 충분성 2.706 658 .007* .155 .057 .043 .268

교양 자료의 충분성 2.591 658 .010* .155 .060 .038 .273

자료의 최신성 2.387 656 .017* .146 .061 .026 .267

장서의 학습 기여도 1.981 657 .048* .118 .060 .001 .235

비도서자료의 만족도 -.572 655 .567 -.033 .057 -.146 .080

연속간행물의 만족도 1.436 655 .151 .080 .056 -.029 .189

취업정보의 만족도 4.558 653 .000* .259 .057 .147 .370

서비스

도서관 직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4.064 656 .000* .249 .061 .129 .369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2.818 655 .005* .141 .050 .043 .239

도서관이용교육의 만족도 -.479 655 .632 -.033 .068 -.167 .101

정보활용교육의 만족도 -.270 655 .787 -.017 .064 -.142 .108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의 
만족도

3.518 655 .000* .177 .050 .078 .275

도서관 이용시간(개관-폐관)의 만족도 2.357 656 .019* .162 .069 .027 .296

1인당 대출책수의 만족도 2.294 658 .022* .161 .070 .023 .300

대출기간의 만족도 2.205 655 .028* .165 .075 .018 .312

대출절차의 만족도 -2.864 657 .004* -.162 .057 -.273 -.051

희망도서구입신청의 편리성과 신속성 1.303 657 .193 .067 .052 -.034 .169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의 만족도 -1.651 658 .099 -.103 .062 -.225 .019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의 만족도 1.905 658 .057 .102 .054 -.003 .207

도서관의 접근성 2.040 654 .042* .162 .080 .006 .319

* p<0.05

<표 5> 학년별 인식도 평균의 차이검정(T검정) 

3. 전공 계열별 인식도 분석

재학생의 도서관 이용빈도 및 상대적 중요성,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평균을 

전공 계열별(인문사회, 자연과학, 미디어 영상, 디자인)로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먼저 도서관 이용빈도는 인문사회계열(2.39), 자연과학계열(2.20), 디자인계열(1.94), 미디

어영상(1.88) 계열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도 인문사회계열(2.87), 

자연과학계열(2.68), 디자인계열(2.58), 미디어영상계열(2.46)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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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3~4>에 도식화한 바와 같이 자료 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장서의 학습 기

여도, 도서관 직원의 태도, 사서의 전문성,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대차, 도서관 이용시간, 대출절차,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 도서

관의 접근성 등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도 평균은 인문사회계열 응답자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습자료의 충분성, 자료의 최신성,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취업정보, 1인당 대출

책수, 대출절차, 희망도서구입신청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에 대한 인식도는 자연과학계열 응

답자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반면, 미디어영상계열 이용자의 인식도 평균은 전체 문항 중 도

서관 이용빈도를 비롯한 19개 항목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전반적인 도서관에 대한 만족

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
 문항

전공 계열별 평균 전체 
평균인문사회 자연과학 미디어 영상 디자인

이용빈도 
및 중요성

도서관 이용빈도 2.39 2.20 1.88 1.94 2.10

교내 여러 기관 중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 2.87 2.68 2.46 2.58 2.65

자료

전공(학습)자료의 충분성 2.91 3.05 2.78 2.88 2.88

교양 자료의 충분성 3.03 3.08 2.87 2.88 2.95

자료의 최신성 2.81 2.88 2.76 2.78 2.80

장서의 학습 기여도 3.22 3.14 2.91 3.11 3.09

비도서자료의 만족도 2.85 2.99 2.81 2.96 2.89

연속간행물의 만족도 2.93 3.02 2.90 2.90 2.93

취업정보의 만족도 2.80 2.83 2.76 2.68 2.76

서비스

도서관 직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3.11 2.97 2.95 3.06 3.03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3.00 2.93 2.86 2.91 2.93

도서관이용교육의 만족도 3.10 2.80 3.06 3.03 3.03

정보활용교육의 만족도 3.24 3.01 3.00 3.02 3.08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의 만족도 2.98 2.92 2.82 2.91 2.91

도서관 이용시간(개관-폐관)의 만족도 3.03 2.86 2.92 2.88 2.93

1인당 대출책수의 만족도 3.14 3.35 3.09 3.15 3.16

대출기간의 만족도 2.49 2.49 2.58 2.78 2.58

대출절차의 만족도 3.44 3.44 3.22 3.28 3.33

희망도서구입신청의 편리성과 신속성 2.96 2.97 2.82 2.86 2.89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의 만족도 3.24 3.19 3.10 3.21 3.18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의 만족도 2.39 2.20 1.88 1.94 2.89

도서관의 접근성 2.87 2.68 2.46 2.58 2.76

<표 6> 계열별 인식도 평균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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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서관 이용도, 중요성 및 자료에 대한 계열별 인식도 평균의 비교

<그림 4>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계열별 인식도 평균의 비교 

이러한 4개 계열별 이용자 인식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다변량 분산분석 기법으

로 검정한 결과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22개 문항 중에서 9개(도서관이용도, 도서관

의 상대적 중요성, 학습자료의 충분성, 교양자료의 충분성, 장서의 학습 기여도, 정보활용교

육, 대출기간, 대출절차, 도서관의 접근성)의 F 유의도가 0.05보다 작으므로 계열별 인식도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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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문항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이용빈도 
및 중요성

도서관 이용빈도 31.434 3 10.478 10.277 .000*

교내 여러 기관 중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 17.271 3 5.757 6.981 .000*

자료

전공(학습)자료의 충분성 5.015 3 1.672 3.100 .026*

교양 자료의 충분성 5.108 3 1.703 2.899 .034*

자료의 최신성 1.045 3 .348 .562 .640

장서의 학습 기여도 10.024 3 3.341 5.844 .001*

비도서자료의 만족도 3.266 3 1.089 2.036 .108

연속간행물의 만족도 1.047 3 .349 .692 .557

취업정보의 만족도 1.695 3 .565 1.046 .372

서비스

도서관 직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3.115 3 1.038 1.659 .175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2.101 3 .700 1.702 .165

도서관이용교육의 만족도 5.870 3 1.957 2.605 .051

정보활용교육의 만족도 7.391 3 2.464 3.800 .010*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의 만족도 2.582 3 .861 2.070 .103

도서관 이용시간(개관-폐관)의 만족도 2.974 3 .991 1.283 .279

1인당 대출책수의 만족도 4.593 3 1.531 1.884 .131

대출기간의 만족도 8.673 3 2.891 3.174 .024*

대출절차의 만족도 6.348 3 2.116 4.050 .007*

희망도서구입신청의 편리성과 신속성 2.607 3 .869 1.991 .114

도서관 주최 문화행사의 만족도 2.136 3 .712 1.121 .340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의 만족도 1.501 3 .500 1.061 .365

도서관의 접근성 86.846 3 28.949 31.852 .000*

* p<0.05

<표 7> 전공 계열별 인식도 평균의 차이검정(F검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빈도와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

학계열, 디자인계열, 미디어영상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유아교육과, 문헌정보과, 경영과, 관광과, 비서행정과 등이 속한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도서관을 이용한 빈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도서관의 중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영상컨텐츠과, 음악컨텐츠과, 미디어 문예창작과, 댄스 스포츠과 등

이 속한 미디어영상계열 이용자는 예체능 관련 전공의 특성상 실습수업이 많아 상대적으로 

도서관 이용빈도 및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료영역의 경우는 전공(학습)자료와 교양자료의 충분성, 장서의 학습 기여도에 

대한 인식도는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디자인계열, 미디어영상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연과학계열에 속한 유아교육학과는 대학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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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개설된 학과로 타 전공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은 장서를 갖추고 또 지원받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서 정보활용교육의 만족도는 인문사회계열 평균이 현저히 높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 계열의 평균은 거의 비슷하다. 다른 계열에 비하여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의 인식도가 높은 것은 타계열 이용자에 비하여 도서관 이용빈도가 높고 

과제해결이나 학습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서관프

로그램을 이용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문사회계열에 속한 문헌정보과는 

전공수업에서 정보활용교육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전체 평균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김태승, 이동규(2005)의 전문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OPAC교육에서 문헌정보

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상통한다. 

한편 대출기간의 만족도는 디자인계열, 미디어영상계열,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순으

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학생은 3책 1주일이라는 대출기간이 주어

지는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 이용자의 경우는 1주일이라는 대출기간을 다소 짧다고 

생각하여 불만족하고 있는 반면, 디자인 및 미디어영상 계열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치도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출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인문사회계

열, 자연과학계열, 디자인계열, 미디어영상계열 순으로 높았으며, 인식도 평균이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디자인계열, 

미디어 영상계열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조사

대상 도서관은 독립된 건물이 아닌 강의동 별관 6층의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계열 및 학과별 

강의실과 학과실, 또 학생들의 생활반경에서 비교적 동선이 길어지는 학과나 계열의 학생일 

경우 도서관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Ⅳ. 장서개발 및 서비스 개선방안

S여대도서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빈도와 상대적 중요성, 자료와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도를 학년별 및 전공 계열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용자의 도

서관 이용목적과 불만족 요인을 추가로 확인하여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의 모

색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전공(학습)자료의 대출 및 열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양도서의 대출 및 열람, 열람실 이용, 컴퓨터 이용, 과제 해결을 위한 

그룹별 혹은 학과별 모임 장소, 상호대차나 참고질의 등을 참고서비스의 이용 순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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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불만족 혹은 비이용 요인으로 과도한 수업 시수로 인하여 도서

관을 이용할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불만족, 최신 자료의 부족, 전담 사서에 의한 서비스 부족,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데 있어 도서

관 이용 불필요, 도서관 이용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거부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이

용목적 및 불만족 요인 13개 항목과 앞에서 수행한 인식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서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서개발 측면에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및 불만족 요인은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용자는 전공(학습)자료(66.5%)및 교양도서(58.9%)의 대출 및 열람을 

도서관 이용의 주요 목적으로 응답한 반면, 앞서 분석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인식도가 자료영역의 경우는 5개(학습자료의 대출 및 열람, 교양자료의 대출 및 열람, 자료의 

최신성, 장서의 학습 기여도, 취업정보) 항목에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

학년은 전공기초자료 및 교양자료가 주로 필요하고, 2학년은 최신성을 담보한 학습자료 및 

교양자료, 학습기여도가 놓은 전공심화자료를 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취업을 대비하여 산업

동향 및 취업관련 자료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전공 계열별 평균차 검정에서 전공(학습)자료

와 교양자료의 충분성, 장서의 학습 기여도에 대한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냄으로 특정 전공 계열에 치우침 없는 장서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서개발을 하는데 있어 학과의 특성, 개설 교과목 강의계획서를 위주로 분석해서 

주교재, 부교재 및 참고도서류를 반영하고, 학생의 희망도서, 교수의 추천도서 목록 등을 활

용하여 핵심장서와 학제적 장서, 주변장서의 체계적 수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만

족 요인으로 전체의 45.3%가 ‘최신 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기본자료 또는 핵심장

서를 제외한 자료를 일정한 주기로 제적․폐기하거나 보존서고로 이관하여 장서의 신선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항
빈도

1순위 (%) 2순위(%) 3순위(%) 계(%)*

이용목적

 전공(학습)자료 대출 및 열람 246(37.3) 113(17.1) 80 (12.1) 439(66.5)

 전공 이외 교양도서의 대출 및 열람 119(18.0) 77(26.8) 93(14.1) 389(58.9)

 취업 및 진로 준비 자료 수집 8(1.2) 15(2.3) 50(7.6) 73(11.1)

불만족 요인  최신자료의 부족  107(16.2) 110(16.7) 82(12.4) 299(45.3)

*는 전체 응답자(660명) 중의 비율임

<표 8> 장서개발 관련 도서관 이용목적 및 불만족 요인  

다음으로 도서관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및 불만족 요인은 <표 9>

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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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과도한 수업 시수로 인하여 도서관을 이용할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9.1%, ‘전공수업을 수강하는데 있어 도서관 이용 불필요하다’는 답

변이  32.9%를 차지하였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2년제 학제 전공자는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전공별로 실습 위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도서관 이용을 요구하지 않는 

학사운영은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직업관, 급변하는 지식

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전공 지식과 자질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해야 하는 전문대학

의 교육목적과 특성을 반영하고, 졸업 후 진출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반자료를 수집․관리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을 유인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서관 불만족 요인 중에 ‘도서관 이용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거부감’이라 응답

한 비율이 21.4%나 되었다. 앞서 분석한 인식도 분석에서 정보활용교육의 만족도가 인문사

회계열 평균이 현저히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 도서관 이용

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1학년이 낮았으므로 신입생

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측은 1학년과 인문사회 계열 전공은 물

론이거니와 그 외 자연 및 예체능 관련 전공 재학생에 대한 이용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을 한

층 강화하여 도서관에 대한 불안감 내지 거부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행

사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도서관과 이용자의 간극을 좁히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4

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 이용자는 학제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도서관으로부터 자칫 소

외되기 싶고 무관심해지기 쉽다. 학과별 또는 학생수준별 도서관이용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문항            
빈도

1순위 (%) 2순위(%) 3순위(%) 계(%)*

이용목
적

 열람실 이용(과제 및 본인 책 이용한 학습) 136(20.6) 89(13.5) 141(21.4) 366(55.5)

 도서관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불만족 137(20.8) 113(17.1) 90(13.6) 340(51.5)

 컴퓨터 이용 55(8.3) 103(15.6) 77(11.7) 235(35.6)

 과제 해결을 위한 그룹별 혹은 학과별 모임 장소 30(4.5) 44(6.7) 67(10.2) 141(21.4)

 참고 서비스(상호대차, 참고질의 등) 21(3.2) 39(5.9) 57(8.6) 117(17.7)

불만족
요인

 과도한 수업 시수로 인한 여유 시간 부족 223(33.8) 95(14.4) 72(10.9) 390(59.1)

 전담 사서에 의한 정보서비스 부족 40(6.1) 90(13.6) 113(17.1) 243(36.8)

 전공 수업에 있어 도서관 이용 불필요 51(7.7) 87(13.2) 79(12.0) 217(32.9)

 도서관 이용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거부감 31(4.7) 32(4.8) 78(11.8) 141(21.4)

*는 전체 응답자(660명) 중의 비율임

<표 9> 서비스 관련 도서관 이용목적 및 불만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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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서관 이용목적으로 ‘상호대차나 참고질의 등 참고서비스 이용’은 전체 가운데 

17.7%가 응답하였는데, 불만족 요인으로 ‘전담 사서에 의한 서비스 부족’을 36.8%가 응답하

고 있어 서비스 전담 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S여대도서관은 관장을 제외한 직원 3명(정규

직 1, 비정규 준사서 2)이 주간,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다. 2013년도 전문대학도서관 

평균 사서수가 1.36명으로 전국 전문대학도서관에서 참고서비스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상

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대출․반납 업무는 물론이며 참고서비스 업무를 비정규

직 준사서가 맡고 있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나 일반 직무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부실은 예측 가능하다. 비정규직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전문대학도서관 사서의 정규직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이 시급하다. 고무적

인 소식은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연회비 납부 기관이 2000년 36개교에서 2014년말 기

준 99개교로 급증했고, 동협회가 실시하는 사서직무교육이나 정기세미나에 참석하는 기관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대학도서관 간의 정보교류 및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대학 

본부 및 협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제외하였으나, 도서관 

이용목적 및 불만족 요인 가운데 이용자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부언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열람실 이용’(55.5%), ‘컴퓨터 이용’(35.6%), ‘과제 해결을 위한 그룹별 혹은 학과

별 모임 장소’(21.4%) 순으로 이용목적을 들고 있다. 그리고 불만족 요인으로 ‘도서관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전체의 51.5%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2013)에서 제시한 

대학도서관의 열람석수는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학부생의 25%(전문대학 포함) 이상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S여대도서관의 경우 편제정원 3,660명의 25%인 915석을 

최소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열람석수는 305석으로 매우 부족하며, 2013년 기준 전국 전문대

학도서관의 평균 열람석수인 481석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별도의 그룹학습실이 

없는 관계로 그룹별 토론이나 과제 해결, 도서관이용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할 때 다

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전문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심층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대학도서관은 매우 중

요하며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대다수의 대학도서관 활

성화 방안  관련 연구가 4년제 대학도서관을 위주로 수행되다보니 정작 시설, 인력, 장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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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 여러 지표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하고 빈익빈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전문대학도서관이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공간이나 시설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자료와 서비스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하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S여대도서관을 대상으로 

전문대학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 즉, 도서관의 이용빈도, 상대적 중요

성, 이용목적, 불만족 요인,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의 전체적인 인식도 분석의 경우 대출절차, 도서관 주최 문화

행사, 1인당 대출책수, 장서의 학습기여도, 정보활용교육 및 도서관이용교육, 도서관 직원의 

태도, 교양자료의 충분성, 도서관 이용시간, 사서의 전문성, 연속간행물의 충분성, 문헌복사서

비스 및 상호대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평균(2.90)을 상회한 반면,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 

희망도서신청절차, 비도서자료, 전공(학습)자료, 자료의 최신성, 도서관의 접근성, 취업정보, 

교내 부속기관 중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 등은 낮거나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 인식도의 평균차에 대한 검정 결과, 도서관 이용빈도와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학년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료 영역의 경우 5개(전공(학습)

자료, 교양자료, 자료의 최신성, 장서의 학습 기여도, 취업정보) 항목에서 1학년의 만족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영역의 경우는 7개(도서관 직원의 태도, 

문헌복사서비스 및 상호대차, 도서관 이용시간, 1인당 대출책수, 대출기간, 대출절차, 도서관

의 접근성) 항목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출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은 

1학년이 2학년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열별 이용자 인식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한 결과 총 22개 문항 중

에서 9개(도서관이용도, 도서관의 상대적 중요성, 전공(학습)자료, 교양자료, 장서의 학습 기

여도, 정보활용교육, 대출기간, 대출절차, 도서관의 접근성) 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목적과 불만족 요인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전공(학습)자료의 대출 및 열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양도서의 대출 및 열람, 열람실 

이용, 컴퓨터 이용, 과제 해결을 위한 그룹별 혹은 학과별 모임 장소, 상호대차나 참고질의 

등을 참고서비스의 이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서관 불만족 요인으로 과도한 강의 

시수로 인하여 여유시간 없음, 최신 자료의 부족, 전담 사서에 의한 서비스 부족, 도서관 이용 

불필요한 수업운영, 도서관 이용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거부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문대학도서관은 가장 우선하여 전공(학습)자료와 교양자료의 

양적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한다. 핵심 전공도서와 산업현장에서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양도서를 확보하되, 오래된 자료는 과감하게 제적․폐기하거나 보존서고로 이관하여 장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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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족한 장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상호대차와 문헌복

사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아가 맞춤형 이용자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통하여 오픈 액세스 

기반 정보원에 접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보활용교육은 졸업 후 전문직업인으로

서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이용을 요구하지 않는 학사운영은 개선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지식정보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교양과 직업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전

문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을 반영하고, 직업교육 분야와 관련된 취업관련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학생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전

담인력의 배치를 통한 교내 학과 교수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도서관을 홍

보하여 전공수업에서 도서관을 활용하도록 설득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대학도

서관이 더 이상 대학의 맹장이 아니라 대학의 심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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