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도서관 이용 만족도 파악
• 도서관 서비스 개선
•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효과적인 방안 강구

연구배경

연구방법

• 교육시장의 개방, 교육환경 변화

• 빈도분석
• 교차분석
•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 T검정과 분산분석
•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 보다 좋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 대학을 발전시킬 경쟁력 확보를 위함

통계분석
빈도분석

연구모형
자료최신성
자료다양성
자료충분성
정보충분성

자료만족도

냉/난방
개관휴관일
공간배치

시설만족도

서비스편리함
홈페이지내용
도서목록
직원태도

서비스만족도

전체만족도

재이용의사
전반적만족도

인자들의 기술통계량
T-분석
성별은 남자가 53%정도로 가장 높았고,
학년은 2학년, 3학년, 1학년 4학년 순으로 높았고
이용횟수는 월1회 미만과 월1회~3회가 66%이상을 차지했다.
교차분석

성별에 따라 전체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0: 성별에 따라 이용횟수에 차이가 없다.
H1: 성별에 따라 이용횟수에 차이가 있다

분산분석

상관분석

학년에 따라 시설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이 가장 만족.
1학년과 2학년이
시설만족도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P값이 = 0.000 이므로 H0를 기각할 수 있다.
즉, 성별에 따라 이용횟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
상관분석결과 자료만족도와 서비스만족도가 전체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료만족도가 0.2666으로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회귀분석 결과 F값 11.63
p-value 0.000 으로 회귀모
형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고유값과 크롬바 알파,
요인 적재값이 기준치를 만족함으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의 변수가 4개의 인자로
묶였다.

개별 회귀계수 분석결과 자료만족도와 서비
스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
◈ 성별에 따라 이용횟수에 차이가 있음
-남자가 월1회~3회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성별에 따라 전체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음
◈ 학년에 따라 시설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학년이 가장 만족, 1학년과 2학년이 차이가보임

론

◈ 자료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최신자료와 다양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전자 정보 또한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 서비스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홈페이지를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구성 하도록 한다.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통해 직원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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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충분한 자료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