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답항목 척도 배점

매우불만족 1 0.0점

불만족 2 16.7점

약간불만족 3 33.3점

보통 4 50.0점

약간만족 5 66.7점

만족 6 83.3점

매우만족 7 10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0 ~ 14.3 ~ 28.6 ~ 42.9 ~ 57.1 ~ 71.4 ~ 85.7 ~ 100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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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76.6 76.3 76.7 78.0 78.4 79.1 

개인 및

그룹공간

시설 및 환경

디지털콘텐츠

예약 시스템

이용자 지원

서비스

교육∙문화 프로그램



83.5

77.9
75.5 76.6

78.7 77.2

82.8

77.8 78.4 78.0 78.0
79.8

2017년 2018년

14.7%

18.3% 17.6%
16.1%

17.7%
15.6%

중요도



25.0 %

15.0 % 15.0 %

10.0 % 10.0 % 10.0 %

5.0 % 5.0 %

(5) (3) (3) (2) (2) (2) (1) (1)

18.2 % 18.2 %

9.1 % 9.1 % 9.1 % 9.1 % 9.1 % 9.1 %

(2) (2) (1) (1) (1) (1) (1) (1)



10.5 

8.5 8.5 
7.5 

6.7 6.3 

5.0 
4.4 4.0 3.6 3.4 

(53) (43) (43) (38) (34) (32) (25) (22) (20) (18) (17)

장비
개선 및 관리

시설 확충
및 관리

이용 좌석
및 공간

민폐 행위
단속

방음시설
(소음 문제)

이용시간
연장

인터넷 속도/ 
시스템 오류

예약시스템
개선

자료(데이터) 
확충

친절서비스 및
직원교육

위생 및
청결관리



구분 개선사항

장비개선및관리

디지털열람실의컴퓨터및장비의성능을개선했으면

기기를최신화했으면

기기및장비를확충했으면

컴퓨터및장비이용에불편함이없었으면

세미나실에관련장비가잘갖춰져있었으면

노트북이용실에노트북관련장비가있었으면

시설확충및관리

시설이용이편리했으면

시설관리를강화했으면

편의시설을확충했으면

환기시설을설치했으면

휴게시설을확충했으면

이용좌석및공간

좌석수를확보했으면

노트북이용실의공간을확대했으면

소규모세미나실증설했으면

구분 개선사항

이용좌석및공간

디지털열람실의의자교체/확충했으면

공간을효율적으로운영했으면

별도의개인학습공간이있었으면

민폐행위단속 이용수칙위반자를제재관리했으면

방음시설
(소음문제)

소음문제를해결했으면

개인간칸막이나간격을넓혔으면

세미나실에방음시설을개선했으면

디지털열람실의컴퓨터간칸막이를조절했으면

노트북이용실에칸막이를설치했으면

이용시간연장

디지털열람실의이용시간을확대했으면

미디어자료이용실의이용시간을연장했으면

컴퓨터이용시간에제한을두었으면

인터넷속도/ 시스템오류 노트북이용실에인터넷속도/오류를개선했으면

예약시스템개선
세미나실예약절차가간편했으면

예약된빈자리를활용할수있었으면



16.3

10.9 10.7

3.8 3.6
1.8 1.0 0.4

편의시설 확충 장비 개선 및 관리 청결/위생 관리 이용자 교육 및

단속관리

이용좌석 및 공간 이용시간 연장 방음시설 개선 예약시스템 개선

(82) (55) (54) (19) (18) (9) (5) (2)



구분 개선사항

편의시설확충

휴게공간을확충했으면

음용시설이있었으면(커피자판기등)

전화부스를확충했으면

화장실이용이편리했으면

숲공원을조성했으면

청결/위생관리

시설환기가잘되었으면

화장실이청결했으면

컴퓨터및주변기기를청소관리했으면

장비개선및관리

컴퓨터기기의오류가없도록점검했으면

컴퓨터기기및장비를업그레이드했으면

컴퓨터기기및장비이용이편리했으면

컴퓨터기기및장비를확충했으면

이용좌석및공간
좌석수를늘렸으면

노후시설을교체했으면

구분 개선사항

이용좌석및공간

집중이가능한효율적인공간이되었으면

여유공간활용을잘했으면

남녀의공간을분리했으면

책상의높낮이나칸막이를설치했으면

인터넷이용석수를줄이고원문전용석수를늘렸으면

이용자교육및단속관리

이용자의이용규칙준수및제재관리가있었으면

기기에대한안내가있었으면

패널티기간을완화했으면

이용시간연장 시설이용시간을늘렸으면

방음시설개선 소음문제를해결했으면

기타

식당운영시간을늘렸으면

시설의채광조절이가능했으면

흡연공간이이동했으면



50.0

12.5

6.3 6.3 6.3 6.3 6.3

(9) (2) (1) (1) (1) (1) (1)

자료의
다양성 보강

자료의
오류 및 속도

DB가 PC에서도 가능 대여 방식
간소화

이용의
편의성

컴퓨터 상에
홍보 필요

직원의
근무 태도



10.9 10.7

5.0 4.4 3.6
2.0 1.4 

(55) (54) (25) (22) (18) (10) (7)

이용시간 예약 절차 시스템 오류 및 장애 패널티 규정 및
부정행위

디자인/UI 모바일 예약 자동취소/
자동로그아웃



구분 개선사항

패널티규정
및부정행위

패널티적용을완화했으면

예약시복수아이디이용을제재했으면

디자인/UI 

자리배치도가보기쉬웠으면

실시간예약현황이보기쉬웠으면

이용자안내가있었으면

모바일예약

모바일로좌석배치도의확인이가능했으면

모바일예약이편리했으면

모바일과PC 이용시일치했으면

자동취소/자동로그아웃
일정시간후에자동로그아웃이되었으면

매번로그인하는불편함을개선했으면

기타
예약관련문의시직원이친절했으면

장애인의이용이편리했으면

구분 개선사항

이용시간

이용시간을늘렸으면

1회이용시간을줄였으면

예약시간의횟수를제한했으면

예약자들을위해시간을준수했으면

장기이용이가능했으면

예약절차

예약절차를간소화했으면

이용중또는이용후에바로예약이가능했으면

재예약시편리했으면

이용시간의목적별차등화가있었으면

예약관련알림문자가있었으면

시스템오류및장애
예약시오류/속도를개선했으면

타인과의중복예약이없었으면

패널티규정및부정행위 예약된빈자리의활용대책및제재가있었으면



14.1

4.6 3.6 2.8
1.4 1.0

친절 및 서비스 교육 필요 직원 전문성 강화 이용자 관리 신속 정확한 처리 문의가 간편한 환경 조성 직원 확충

(71) (23) (18) (14) (7) (5)



구분 개선사항

친절및서비스교육

직원이친절하게응대했으면

직원이적극적으로응대했으면

직원이민원인에따라목소리조절해대화했으면

직원이안내를잘했으면

직원이이용자의편의를위해노력했으면

직원전문성강화 직원의전문성을강화했으면

이용자 관리 이용규칙위반이용자에대한적절한제재를했으면

구분 개선사항

이용자단속 순찰관리시스템이있었으면

신속정확한처리 업무처리가신속/ 정확했으면

문의가간편한환경조성

직원과바로소통이가능했으면

직원이자리를비울때안내가있었으면

직원구분이용이했으면

직원확충

직원수를늘렸으면

직원에대한효율적인업무재배치가있었으면



7.3 

4.8 4.6 4.2 

1.2 1.0 
0.4 

프로그램 다양화 이용시간 및 공간 안내 및 홍보 강화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 야간/주말로 확대 교육 기회 확대 영화 프로그램 운영

(37) (24) (23) (21) (6) (5) (2)



구분 개선사항

프로그램다양화

프로그램이다양했으면

최신영화소개프로그램을도입했으면

문화프로그램이다양했으면

교육프로그램이다양했으면

노년층이즐길만한프로그램이다양했으면

정보나통계관련프로그램이있었으면

유투브나AI 관련프로그램이있었으면

건강강좌프로그램이있었으면

논문관련프로그램이다양했으면

젊은층대상의문화프로그램이있었으면

이용시간및공간

이용절차가간편했으면

이용시간에제한이없었으면

온라인상에서이용이가능했으면

구분 개선사항

이용시간및공간

이용횟수를늘렸으면

공간을확보했으면

폐쇄된공간이었으면

공간이용이편리했으면

안내및홍보강화

홍보를강화했으면

서비스이용안내가있었으면

문자발송서비스가있었으면

다양한장소를통해안내했으면

장소위치안내가충분했으면

다양한정보및콘텐츠

다양한주제/분야/ 콘텐츠가있었으면

수준을높여활용도를높였으면

최신자료가많았으면

야간/주말로확대 주말/평일저녁에도이용이가능했으면





68.8 69.4 69.4 69.0

64.7

74.5

25.9% 24.7% 24.4% 25.0%

중요도

최신성

다양성

충분성

유용성



35.9 %

12.8 % 12.8 %
10.3 %

5.1 %

5.1 % 5.1 %
2.6 % 2.6 %

(14) (8) (5) (4) (2)

(2) (2) (1) (1)



63.3 % 59.7 %

38.9 %

27.3 % 25.3 % 23.6 %

13.4 %

소장자료 원문DB 전자책 디지털컬렉션 연계자료 국외 학술 DB 전자잡지(모아진) 오디오북

72.6 점 72.3 점 72.1 점 71.5 점 70.7 점 69.3 점
67.3 점

오디오북 전자잡지(모아진) 소장자료 원문DB 국외 학술 DB 디지털컬렉션 전자책 연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