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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 만족도와 전문서비스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

다. 분석결과 첫째, 온라인서비스는 ‘원문제공서비스’, ‘SDI서비스’, ‘주제검색서비스’,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
스’, ‘인용정보분석서비스’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비스 환경에서는 ‘사서의 친절도’
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둘째, ‘사서의 서비스 회신 친절도’와 ‘전자자료의 만족도’는 직종별 만족도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의사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 처리속도’와 ‘주제검색
서비스’, ‘인용정보분석서비스’, ‘연구논문지원서비스’는 전반적인 서비스만족도에 있어서 중요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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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satisfaction of online services and the effectiveness 

of professional services in medical libraries. First, the online service was found to be highly satisfied in the 
order of ‘full-text service', 'SDI service', ‘Subject search service', 'Research thesis writing support service' and 
'Citation Information analysis service’ and 'kindness of librarian' was the highest in the service environment. 
Second, the level of kindness in responding to the service of the libraria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electronic data differed from job to job, with the doctor showing a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than other 
professions. Third, 'Service Processing Speed', 'Subject Search Service', ‘Citation Information analysis service' 
and 'Research thesis writing support service’ were analyzed as important factors in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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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학도서관은 의과대학 및 의료기관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의학 관련 주제에 특성화
된 전문도서관이다. 의과대학생 및 의료분야의 전문직들이 효과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선
별된 정보를 제공하고 참고서비스를 수행한다. 의학도서관에서 다루는 의학정보는 80%이상이 학술잡지를 통
해서 유통되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25,000종 이상의 생의학 잡지에 2백 만 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된다. 따라서 
의학은 정보의 갱신주기가 빠르며, 과학기술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히 파악해서 관련정보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 같은 의학도서관의 역할에 있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달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다양한 매체와 증가하는 정보자료의 홍수 속에서 도서관은 전자자
원을 식별하고 수집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올바로 제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의 이용자는 제한적인 
매체에 의존해 단편적으로 정보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직접 하이퍼링크를 타고 거미줄처럼 얽힌 웹상의 전자
자원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환경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사서와의 대면 접촉 
없이 자신의 방에서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는 도서관의 방문이용자수 감소라는 직접
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용자의 편리로 인해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 게다가 온라인 기반의 연구 환경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정보리터러시를 요구하게 되었고, 전
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익숙치않은 이용자들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상의 포털사이트를 전문정보의 검
색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구글이 2004년부터 추진한 구글 도서(google books) 서비스를 통해, 도서의 광범위한 디지털화 뿐만 아니
라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의 각종 참조 정보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도서관은 이제 포털사이트와도 본격적
인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미 많은 도서관에서 웹사이트 방문자의 증가를 위해 사이트를 개편하고, 이용자인
터페이스를 개선하는 등 온라인 환경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
공되는 전자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링크를 유지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일에 많
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도서의 예약이나 원문복사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은 이미 많은 도서
관에서 보편화되었다. 의학도서관의 경우 전문정보로써 의학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각종 전문서비스들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한된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가 만족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료·
보건직종 간 만족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의학도서관에 특화된 전문서비스들이 의학도서관 서
비스에 있어서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온라인서
비스의 만족요인 분석과 전문서비스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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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최신 연구는 이명희와 백현주(201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출연 연구소의 이용자를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로 구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전문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비스 품질에서는 사서의 능력과 자질이, 
공간 품질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공간이, 정보 품질에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와 김태수(2009)는 인문사회분야와 산업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평가도구는 LibQUAL+모델을 참고하여 상기 전
문도서관의 환경에 맞는 서비스 평가도구를 개발하였고, 새롭게 개발된 변수들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품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외
에, 황재영과 이응봉 등(2006)은 이용자만족지수 모델을 개발하여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의 고객만
족지수를 측정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검증을 통해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이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의학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로는 조화순, 오동근(2011)의 연구가 있다.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전자저널 이용
과 관련한 서비스품직 지각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교수와 대학원생의 2개 집단을 대상으로 4개 차원의 서비
스 품질(사용편리성, 접근성, 콘텐트자원, 지원성 지각의)을 측정하였으며, 만족도와 가치에 대한 지각이 집단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홍기선(2008)은 의사들의 정보요구와 의학도서관 이용행
태에 관해 분석하였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연구는 주로 의사들의 정보이용과 요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서관의 제반 이용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만족도 평가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한 개의 평가
항목 뿐이었다. 따라서 홍기선의 연구는 의사들의 의학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 연구에 목적이 있는 것으
로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아니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아직까지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2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의학은 임상 각 과별로 주제가 세분되어 있으며, 기초의학분야까지 아울러 하나의 큰 학문적 카테고리를 형
성하고 있다. 이처럼 세분화된 주제에는 많은 정보원들이 존재하며 과학의 발전에 따라 학문의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빠른 의학정보의 흐름에 적응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의학도서관은 전
통적으로 의학정보를 조직하고 관리하여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늘어나는 매체와 정보의 홍수 속에
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원문제공서
비스, 주제검색서비스, SDI서비스, 인용정보분석서비스,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가 있으며 그 중 일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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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별되는 서비스는 주제검색서비스, 인용정보분석서비스,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이다. 물론, 이들 서비
스들이 모든 의학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자료의 유지와 관리에 치중됐던 의학
도서관의 업무는 전자자료의 강세와 이용자 친화적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인해 점차 전문적인 참고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관해 <표 1>은 국내의 주요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으로서, 
서비스 제공여부는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도서관 사서에게 직접 문의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의학도서관은 최소 948병상에서 최대 2,708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과대학과 연
계되어 있는 국내 주요 의학도서관이다.

<표 1> 국내 주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 현황
A C K S Y

원문복사서비스(상호대차 포함) O O O O O

주제검색서비스 O O O

SDI서비스 O O O O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 O O O O O

인용정보분석서비스 O O

대부분의 조사대상 의학도서관에서 원문복사서비스와 정보검색서비스, SDI서비스,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
스, 인용정보분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용정보분석서비스는 A와 S도서관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 각 
기관별로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 개념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명칭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A도서관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며 각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2.2.1  원문제공서비스
먼저, 원문제공서비스는 문헌복사서비스와 상호대차가 연계된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필요한 논문을 도서관

에 신청하면 도서관은 자료의 소장여부를 확인한 후 소장자료를 복사하거나 국내외 상호대차를 통해 문헌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과거의 이용자는 원하는 자료를 직접 찾아 복사하고 미소장 자료에 대해 따로 상호대
차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별다른 과정 없이 원하는 자료목록을 도서관에 신청
하면, 도서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소장자료의 복사와 미소장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문헌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이용자는 검색 후 논문을 찾아 복사하는 과정과 상호대차를 신청하는 과정을 생략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은 이용자가 가능한 모든 수단(홈페이지, fax, e-mail, 
방문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고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의 검색결과에서도 문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
록 서비스가 연동되어있다. 현재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이다.

2.2.2  주제검색서비스
주제검색서비스는 임상 각과 또는 기초의학교실, 연구소, 병원행정부서에서 Conference나 Study, Review

를 위해 다루는 Issue나 이용자 개인이 연구를 위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검색을 의뢰하면 담당사서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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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주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간이식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병원감
염의 위험요인”, “fetal distress로 출생한 환아의 저체온 요법과 치료효과”와 같이 자신의 관심 주제를 신청
하면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한 후 문헌의 서지사항과 초록을 제공해주는 형태이다. 주로 PubMed와 
EMBASE와 같은 전문 의학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EBM(Evidence Based Medicine) 데이터베이스를 검
색하기도 한다. 이용자는 종종 제공된 검색결과를 통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한다.

2.2.3  SDI서비스
SDI서비스는 의학도서관과 같은 전문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합대학의 도서관에서도 많이 시

행하고 있는 서비스와 그 개념이 동일하다.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서비스는 이용자
의 주제 정보 프로파일을 미리 컴퓨터에 저장시켜서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등록한 주제를 자
동으로 검색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검색 서비스이다. 관심 주제를 SDI로 등록하면 지정된 
기간 동안 업데이트된 논문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의 메일로 발송해 주는데, PubMed 또는 
EMBASE, SCOPU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SDI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담당사서가 이용자가 신청한 주제에 대한 검색식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한 뒤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서비스이다. 

2.2.4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는 이용자가 연구논문을 학회나 출판사에 제출하기 전 논문이 투고규정을 준수하

고 있는지 도서관을 통해 검수 받는 서비스이다.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초록과 본문의 형식, 인
용표기와 참고문헌의 일치여부, Figure와 Table의 형식 등의 검수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술지의 최신 투고규
정과 SCI 등재여부, Impact Factor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논문형식의 검수는 투고 저널의 최신 투고규정
과 논문 전체의 형식을 대조하여 작성이 잘못 되었거나 규정에 위배된 부분을 검수하며, 인용표기 및 참고문
헌 형식 검수는 서지관리유틸리티인 EndNote나 RefWorks를 이용해서 투고규정에 맞도록 일괄 변경해 준다. 
Figure검수는 이메일 투고 또는 전자투고(Online Submission)시 따로 첨부하는 Figure를 저널에서 요구하
는 파일형식(jpg, tif, eps, ppt 등)으로 변환해주고, 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크기와 해
상도(dpi), 포멧(RGB, CMYK, Gray Scale)등을 변환해 준다.

2.2.5  인용정보분석서비스
인용정보분석서비스는 Web of Science, JCR Database를 이용하여 기관별 또는 개인별 학술지 인용현황

을 조사하거나 특정 연구논문의 피인용 현황을 조사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특정 학술지의 SCI 등재여
부, Impact Factor정보 등 인용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주로 ‘재활의학과 영역의 SCI journal list 및 
impact factor’, ‘소화기내과 OOO교수의 논문인용분석과 h-index’, “A의과대학 모든 교수들의 SCI급 논문 현
황’ 등과 같이 서비스를 요청하며, 담당사서와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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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만족도 조사

 3.1 측정지표 및 가설의 설정

연구에서 사용된 본래의 측정도구는 이용자의 이용빈도, 이용방법 등에 관한 행태조사와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구목적을 위해 도서관 이용행태에 관한 항목
은 배제하였고, 온라인서비스의 만족도와 관련된 항목만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평가 항목은 세부항목
을 포함하여 총 10개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항목의 척도는 5점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설문항목의 구성은 <
표 2>와 같다.

<표 2> 온라인서비스 만족도의 측정지표
변수 항목 측정지표 문항수

독립 변수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서비스평가

원문제공서비스의 만족도 1

주제검색서비스의 만족도 1

SDI서비스의 만족도 1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의 만족도 1

인용정보분석서비스의 만족도 1

서비스 
환경

서비스 속도의 만족도 서비스 처리 속도의 만족도 1

사서 회신의 친절도 사서의 서비스회신 태도의 만족도 1

네비게이션 만족도 서비스 신청에 대한 웹 편의성 1

전자자료의 만족도 전자자료의 구비의 만족도 1

종속 변수 전체만족도 모든 서비스의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항목은 현재 의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항
목으로 각 서비스 당 한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비스 속도의 만족도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느끼는 신속함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고, 사서 회신의 친절도는 이용자가 서비스 결
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 사서의 피드백 태도에 대한 만족도이다. 이때의 피드백은 온라인을 통한 답변뿐
만 아니라 이에 관한 추가적인 전화응대를 포함하고 있다. 네비게이션 만족도는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편의성에 관한 측정 항목이다. 전자자료의 만족도는 도서관의 홈페
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e-Jourrnal과 e-Book에 대한 평가로, 온라인자료에 대한 충족여부를 측정하는 항
목이다. 마지막으로 전체만족도는 모든 평가를 종합한 전반적인 온라인서비스의 만족 수준에 대한 항목이다.

본 연구는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들의 만족도가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 중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며, 더 나아가 직종에 따른 서
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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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의 만족도

서비스 속도의 만족도
개
별
만
족
도

조절변수 영향요소
사서 회신의 친절도 분석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네비게이션 만족도 직종간의 

차이
전자자료의 만족도

<그림 1> 연구의 분석 모형

독립변수인 각 만족요소는 조절변수를 통해 직종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는 종속변수인 서비스
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통해 중요요인이 분석된다. 이를 토대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이용자의 직종에 따라 사서의 서비스 회신 친절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이용자에 직종에 따라 전자자료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의학도서관의 전문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주제검색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인용정보분석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사의 개요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
까지 12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대상기관은 서울의 A종합병원으로서 정규직원이 4,700여명 이
상에 이르는 3차 의료기관이며, 병원과 연구소, 의과대학 등이 함께 위치해 있어 직종간의 구분이 뚜렷하게 되
어있다. 조사방법은 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였으며, 부가적으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는 이
용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의학도서관의 이용대상은 의료직과 보건직, 약무직, 연구직, 의과대학생이 있으며, 그밖에 병원의 행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기술직의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의료·보건직의 온라인서
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해당직종 외의 사무·기술직과 같은 타 직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약무직과 연구직의 경우에는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율이 낮고, 설문의 응답빈도도 미미했
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과대학생의 경우는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부분적
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대상 이 되는 의료·보건직의 세부
적인 구성과 설문의 응답빈도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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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대상의 전체 구성과 응답자의 구성
직종 근무인원(%) 응답빈도(%)

의료직
의사 1,300(28.0) 141(40.4)
간호사 2,800(60.3) 144(41.3)

보건직 의료기사 540(11.6) 64(18.3)
합계 4,640(100.0) 349(100.0)

모든 직종이 포함된 최초의 설문데이터는 총 402개가 수집되었으나, 그 중 의료·보건직의 설문데이터만 따
로 선별하여 최종 349명의 데이터를 확정하였다. 의료직1)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되며, 간호사의 경우 정규간
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뉘지만, 본 연구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정규간호사만을 설문대상으로 하였
다. 보건직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기사, 핵의학기사와 같은 의료기사로 이루어진 직종이다. 

이렇게 확정된 설문데이터의 직종 구성은 간호사(41.30%), 의사(40.40%), 의료기사 (18.3%)의 순으로 조사
되었고, 그 외에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되지 않는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내용은 따로 기술하
지 않았다.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적인 분석은 SPSS프로그램(ver.16.0)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3.3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서비스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9가지 항목에 대한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신뢰도 계수는 0.890 나타났으며, 이는 
임계치(0.6)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측정도구는 내적 일관성에 있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고 해석되었다.

<표 4> 측정도구의 신뢰성
 측정항목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문항수

원문제공서비스 .885

.890 9

주제검색서비스 .876
SDI서비스 .889
연구논문지원서비스 .860
인용정보분석서비스 .886
서비스 처리속도의 만족도 .878
사서 회신의 친절도 .877
네비게이션의 만족도 .881
전자자료만족도 .859

1)	 의료직의 구분은 의료법 1장 2조에 따라 구분하였다.
	 	의료법 제1장(총칙) 제2조(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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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측정항목은 내용타당성을 위해 의학도서관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실무자(사서)들과 문헌정보
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의 재학생들에게 검증을 받은바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와 조사대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문항으로 설정하여 질문하였기 때문에 변인들에 대한 별도의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4. 결과분석 및 가설검증

4.1 서비스 만족도와 직종별 만족도의 차이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직접적인 5개의 서비스 항목
과 이와 관련된 피드백, 기타 온라인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표 5> 각 서비스의 만족도
구분 측정항목 응답자 평균점수 표준편차 백분위수

온라인
서비스

원문제공서비스 263 3.86 .888 77.2 
주제검색서비스 179 3.73 .820 74.6 
SDI서비스 143 3.80 .727 76.0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 120 3.70 .958 74.0 
인용정보분석서비스 62 3.43 .837 68.6 

서비스
환경

서비스 처리속도의 만족도 266 3.77 .825 75.4 
사서 회신의 친절도 349 3.99 .788 79.8 
네비게이션의 만족도 277 3.51 .705 70.2 
전자자료의 만족도 280 3.49 .774 69.8 

그 결과 <표 5>와 같이 ‘원문제공서비스’(77.2점), ‘SDI서비스’(76.0점), ‘주제검색서비스’(74.6점), ‘연구논문
작성지원서비스’(74.0점), ‘인용정보분석서비스’(68.6점)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
으로 살펴봤을 때, 온라인서비스의 평균 점수는 74.0점으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자의 만족수
준은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전자자료의 만족도와 서비스신청의 편의도, 서비스 처리속도의 만족도, 사서의 친절도에 대해 측
정하였다. 그 결과, 측정결과 ‘사서의 친절도’가 가장 높은 점수(79.8점)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서비
스 처리속도의 만족도’(75.4점), 네비게이션의 만족도’(70.2점), ‘전자자료의 만족도’(69.8점)순으로 측정되었다. 
이들 항목은 온라인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온라인서비스 중에서는 원문제공서비스가 만족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문제공서비스를 종속변수로, 서비스환경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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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온라인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서비스
환경

(상수) 1.541 .383  4.026 .000

서비스 처리속도의 만족도 .323 .084 .295 3.865 .000***

사서 회신의 친절도 .016 .088 .014 .187 .852

네비게이션의 만족도 .036 .095 .028 .381 .704

전자자료의 만족도 .233 .091 .200 2.554 .011**

R2=.202,     F=12.423,      p=.000***　　
종속변수: 원문제공서비스,  *p<.05,   **p<.001

분석결과 서비스 처리속도의 만족도(β=0.295)와 전자자료의 만족도(β=0.200)가 원문제공서비스의 만족도
를 높이는 중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 온라인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변수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으나, 추정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로 낮게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의학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의학도서관의 온라인서
비스를 종합한 지표로서 <표 5>를 종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도서관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불만족 1 0.3

불만족 9 2.6

보통 103 29.5

만족 179 51.6

매우만족 57 16.3

합계 349 100.0

측정 결과 <표 7>과 같이 응답자의 50%이상은 도서관 서비스에 만족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용자는 10명(2.9%)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의학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2)

마지막으로, 앞서 평가한 만족도를 토대로 가설1과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항목의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표 8>에서와 같이 ‘사서 회신의 친절도’와 ‘전자자료의 만족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2)	 	연구대상이 되는 의학도서관은 규정상 내부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으로서, 만족도가 다소 높게 측정된 이유는 소
속기관에 대한 평가자의 암묵적 유대의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족도의 측정은 상대평가이므로 이
와 같은 현상은 연구과제의 분석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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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8> 직종에 따른 서비스 항목의 평가
측정항목 N 평균 백분위수 표준편차 F 유의확률 Schefee

사서 회신의 친절도

의사 141 4.13 82.6 .739

3.944 .020*

a
간호사 144 3.92 78.4 .840 a, b
의료기사 64 3.86 77.2 .732 b
합계 349 3.99 79.8 .788

전자자료의 만족도

의사 133 3.77 69.6 .794

18.437 .000***

a
간호사 106 3.25 65.0 .840 b
의료기사 44 3.25 65.0 .732 b
합계 280 3.45 69.0 .849

*p<.05,   **p<.01,   ***p<.001

‘사서 회신의 친절도’는 의사(82.6점)가 타 직종에 비해 높게 평가했으며, 의료기사(77.2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사서의 서비스 회신에는 직종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밝혀졌으므로 가
설 1은 채택되었다.(F=3.944, p<.05) 다음으로 ‘전자자료의 만족도’는 의사(69.6점)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간
호사와 의료기사는 같은 점수(65.0)로 의사에 비해 낮게 평가 하였다. 따라서 의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전자자료에 좀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설2는 채택되었다. (F=6.175, p<.01) 

4.2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으로 주어진 각 서비스의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전반적인 서비스만족도를 종속변
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과 같으며, 회귀모형은(R2=.890, F=25.390, p<.001)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7 .391  .351 .728
원문제공서비스 -.041 .077 -.055 -.528 .602
주제검색서비스 .381 .122 .360 3.136 .004**
SDI서비스 -.124 .067 -.146 -1.862 .073
연구논문지원서비스 .185 .090 .281 2.062 .049*
인용정보분석서비스 .197 .074 .247 2.661 .013*
서비스속도 만족도 .285 .083 .345 3.440 .002**
사서 회신의 친절도 .093 .098 .098 .950 .350
네비게이션의 만족도 -.042 .122 -.036 -.341 .736
전자자료 만족도 .039 .104 .047 .371 .713

R2=.890,     F=25.300,      p=.000***
종속변수: 전반적인 만족도,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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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처리속도와 주제검색서비스, 연구논문지원서비스, 인용정보분석서비스의 만
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으며, 나머지 변인은 유의도가 없어서 회귀
모형의 구성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전문서비스는 전반적인 서비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입증되
어 가설4는 채택되었으며, 이 중 서비스의 처리 속도(β=0.345)는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뒤를 이어 
주제검색서비스(β=0.360), 연구논문지원서비스(β=0.281), 인용정보분석서비스(β=0.247)의 순서로 높은 영향
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4.3 분석결과 논의

설정된 가설들은 필자가 의학도서관에서 참고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이용자와의 교감을 통해 추측했던 내용
들이다. 가설1은 사서의 피드백에 대한 직종간의 만족도 차이로서, 의료·보건직의 특정직종군에서 서비스 처
우에 대한 상대적인 차등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서 스스로가 
무의식중에 직군 간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경계심도 가설 설정의 배경이다. 실제
로 참고서비스를 수행하다 보면, 타 직종보다 의사직에 좀 더 부담감을 느끼고 서비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사실이었다. 분석결과 가설1는 입증되어 실제로 사서가 업무수행 중에 의식적이든 무의식 적이든 직군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절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용자가 느끼는 사서의 태도에는 직종별로 차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서의 피
드백은 주로 웹을 통해 이루어지고 부가적으로 전화통화로 응대 하는데, 이 과정에서 느끼는 친절도는 의사에 
비해 의료기사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가설2는 직종 간에 느끼는 전자자료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의학도서관은 학술잡지
가 자료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컨
소시엄을 구축해서 e-Journal과 e-Book등의 전자자료를 구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독하는 자료는 거의가 
의학과 관련된 영문자료이며, 한정된 예산안에서 간호학이나 보건주제 분야의 자료는 의학분야에 비해 수서
의 우선권에서 밀려나게 된다. 또한 한글자료를 선호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직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의사직에 비해 전자자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문의 분석 
결과 간호사 의료기사들은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자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측정되어 가설은 성립되
었다.

<표 10> 가설의 검증결과
항목 가설 검증결과

 H1 사서의 서비스 회신에 대한 만족도는 직종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 이용자에 직종에 따라 전자자료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3 의학도서관의 전문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1    - 주제검색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2    -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3    - 인용정보분석서비스는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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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는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의학도서관에
서 시행하는 전문서비스들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가설로서, 검증을 통해 다른 서비스
들 보다 주제검색서비스와 인용정보분석서비스,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들 서비스는 의학도서관에서 행할 수 있는 고유의 전문서비스로서 담당사서들은 의학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능력과 정보식별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학술저널의 일반적인 구성과 
투고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EndNote와 같은 서지관리 소프트웨어의 능숙한 사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분석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면 인용정보분석서비스의 경우 아직까지 의사 외 타 직종에서 이용한 적이 없다
는 것이다.

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석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
한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연구대상 도서관을 A의학도서관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의학도
서관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마다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인해 
이용자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만족요인으로 분석된 전문서비스는 A의학도서관의 경
우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둘째, 만족도의 측정을 서비스품질의 측정모델인 SERVQUAL이
나 SERVPERF, LIBQUAL+과 같은 범용 측정모델을 따르지 않고 자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평가모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인된 측정모델을 따랐다면, 서비스 기대치와 연계된 분석이나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이 된 이용자의 직종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로서 이들 세 직종이 모든 이
용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비록 구성비율은 적지만 약사와 연구원들도 의료·보건직에 포함할 수 있으며, 모
든 직종을 포함시켜 직접관찰과 면답기법을 병용했으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의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의료·보건직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와 만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핵심적인 서비스 요소를 분
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원문제공서비스’(77.2점), ‘SDI
서비스’(76.0점), ‘주제검색서비스’(74.6점), ‘연구논문작성지원서비스’(74.0점),  ‘인용정보분석서비스’(68.6
점)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적인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측
정결과 ‘사서의 친절도’(79.8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서비스 처리속도의 만족
도’(75.4점), 네게이션의 만족도’(70.2점), ‘전자자료의 만족도’(69.8점) 순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종합한 전반적
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50%이상이 도서관 서비스에 만족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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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었으며,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용자는 10명(2.9%)에 불과했다.
둘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각 측정 항목의 직종별 차이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사서

의 서비스 회신 친절도’와 ‘전자자료의 만족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 외의 
다른 항목에서는 직종간의 차이는 없었다. ‘사서의 서비스회신 친절도’의 경우 의사(82.6점)가 타 직종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의료기사(77.2점)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자자료의 
만족도’ 항목에서는 의사(69.6점)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간호사와 의료기사는 같은 점수(65.0)로 의사에 비
해 낮게 평가 하였다.

셋째, 도서관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평가요소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모든 평가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했을 때는 ‘서비스 처리속도’와 ‘주제검색서비스’, 
‘인용정보분석서비스’, ‘연구논문지원서비스’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학도서관의 전문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한 서비스임이 입증되었고,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서비스 처리속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의학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전문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의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전문직종간의 만족요소와 그에 대
한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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