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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희대학교도서관이용자설문조사개요

항목 내용

조사기간 2010년부터 연간 시행 (2010~2017, 현재 총 8회)

시행 시기 매년 10월 경 (약 열흘 간)

대상 경희대학교 전체 구성원

조사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주요 설문내용 전체만족도, 컨텐츠, 서비스, 시설, 직원, 홈페이지 등

분석 도구 SPSS (17.0~22.0)



02. 경희대학교도서관이용자설문조사항목(1)

▶ 2010~2015년

: 웹 기반 설문지 작성 (ASP+ MS Access DB)

- 차이(GAP) 분석을 위해 동일 항목에 대한 현 수준 및 중요도 조사

- 척도 : 10점 척도



02. 경희대학교도서관이용자설문조사항목(2)

▶ 2016~2017년 :구글 설문조사 사용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응답 용이

- 응답 현황 즉시 확인 가능



02. 경희대학교도서관이용자설문조사항목(2017년)

▶ 2017년 설문조사 항목

-만족도 조사 시범 평가 항목 반영 - NCSI 조사 항목 반영

구분 내용

도서관

학술정보실 개방시간 적절성

자료검색 용이성

전공 장서 보유량 충분성

도서 대출기간 적정성

도서 대출 및 반납의 편리성

도서 대출 직원의 응대태도

학술정보실 관리상태 적정성/쾌적성

열람실

열람실 개방시간 적절성

열람실 정숙성/쾌적성

열람실 좌석확인 및 신청 편리성

열람실 좌석 수 적정성

구분 문 항

서비스

[이용자 정보서비스] 우리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정보 및 자료 검색에 도움을 준

다.

[사서의 친절성] 우리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이용자에게 친절하다.

[이용자 교육] 우리 대학도서관은 이용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적절히 한다.

정보

[자료 충분성] 우리 대학도서관은 학업과 연구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 최신성] 우리 대학도서관은 최신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접근성] 우리 대학도서관은 자료를 검색하고 찾기에 편리하다.

[홈페이지 이용 용이성] 우리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는 이용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공간

[개인학습공간제공] 우리 대학도서관은 개인학습 공간(열람실, 캐럴 등 조용한

개인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그룹학습공간 제공] 우리 대학도서관은 그룹학습 공간(그룹 스터디룸 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룹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재방문 의사] 우리 대학도서관은 자주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다.

전체 [전반적 만족도] 나는 우리 대학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02. 경희대학교도서관이용자설문조사항목수변화



02. 경희대학교도서관이용자설문조사방법(1)

▶ 2010~ : 차이분석 (GAP Analysis)



02. 경희대학교도서관이용자설문조사방법(2)

▶ 2012 ~ : IPA 분석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03. 경희대학교도서관설문조사결과분석 : 연도별추이(1)

▶ 응답자 수 추이

▶ 전체 만족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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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희대학교도서관설문조사결과분석 : 연도별추이(2)

▶공간요구 추이

0

5

10

15

20

25

30

2012 2013 2014 2015 2016



03. 경희대학교도서관설문조사결과분석 : 연도별추이(3)

▶커뮤니케이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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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희대학교도서관설문조사에따른개선사항및홍보(1)

▶설문지를 통한 홍보

- 전년도 사업 수행 내역을 통한 도서관 홍보



04. 경희대학교도서관설문조사에따른개선사항및홍보(2)

▶개선사항

분야 요구사항 개선사항

시설 및 인프라

화장실 개선 여자화장실 증설(2011)

냉난방 개선 무릎담요 대여(2011), 창호공사(2013), 열람실 이중창 설치(2016), 
냉난방기 교체 예정(2017)

조명 문제 개선 LED 조명 교체(2012, 2015)

그룹스터디 공간 요구 세미나실 추가 확보(2014)

서비스

우선정리 확대 소설류→전 분야(2011)

대출 서비스 개선 인기도서 구입 책 수 증대(2011)
인기도서 대출기한 단축(2013)
도서 대출 책 수 확대(2014)

전자책 희망도서 신청 국내외 전자책 희망도서 신청 실시(2013, 2016)

도서관 홈페이지 개선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및 노후장비 교체(2012)

도서반납 시스템 개선 도서 반납 통합 서비스 실시(2012)
무인반납함 확대(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