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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현대사회: 3C의 사회

CHANGE, CUSTOMER, COMPETETION

다른 조직이나 집단과

경쟁해야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한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및 정보센터도 고객의 가치와 고객만족, 신규고객의

창출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 도서관서비스품질제고 고객만족증진 기존고객의 지속적 유지 / 충성도 제고, 

신규고객의 창출

I. 도서관/정보센터의 경영상의 특성

Library is a type of service organization.

Library is generally a part-of-a-part.

Library is an education-oriented organization.

Library is a type of not-for-profit organization.

Library is a type of politic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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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Library is a type of 
not-for-profit organization.

A Typology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Museums
Recreation and 
Leisure Centers

Tourism

Social Services
Education

Housing
Differentiated

(2)

Parks

LibrariesLibraries

Fire 
Police

Environmental
Services

Highways etc.

Transport
UnUn--

differentiateddifferentiated
(1)

Non Non 
CompensatoryCompensatory

Compensatory
Non 

Compensatory
Compensatory

Non Non EssentialEssential

I -2. Library is a type of 

service organization

PerishableNonperishable

Simultaneous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duction separate 
from consumption

HeterogeneousStandardized

IntangibleTangible

Services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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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서관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관련 주요이론
1. 불일치이론(Disconfirmation Theory) / Oliver

2-1. 서비스품질모델(Service Quality Model) / Grönroos

(1) 기본모델

Gronroos, Christian. Service Quality: The Six Criteria Of Good Perceived Service. 
Review of Business. vol. 9, iss. 3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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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비스품질모델(계속)

(2) 훌륭한 서비스의 기준

- Professionalism and Skills : OUTCOME

- Attitudes and Behavior : PROCESS

- Accessibility and Flexibility : PROCESS

- Reliability and Trustworthiness : PROCESS

- Recovery : PROCESS

- Reputation and Credibility : IMAGE

3-1. SERVQUAL 모델 / Parasuraman, 

V. A. Zeithaml, and Leonard L. Berry
(1) 서비스격차( Service Gap)의 유형

Parasuraman, A., Zeithaml, V.A. and Berry, L.L. (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49, Fall, pp.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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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ERVQUAL 모델 (계속)

(2) 서비스구성차원(Service Dimensions)의 변경

Security

Credibility

Courtesy
확신성(Assurance)

Competence

Understanding

Communication 공감성(Empathy)

Access

반응성(Responsiveness)Responsiveness

신뢰성(Reliability)Reliability

유형성(Tangibility)Tangibility

Parasuraman et al. 1988Parasuraman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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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ERVQUAL 모델의 차원과 척도(22항목)

유형성(Tangibility): 물리적 시설, 장비, 인적자원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외형 (4개항목)

신뢰성(Reliability):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5개항목)

반응성(Responsiveness): 고객을 기꺼이 도와주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4개항목)

확신성(Assurance): 종업원의 지식과 태도 및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 (4개항목)

공감성(Empathy): 해당기관이 그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개별적인 관심

(5개항목)

4. SERVPERF 모델 / Cronin and Taylor

1. Service Quality = Performance – Expectation : 

SERVQUAL모델

2. Service Quality = 

Weight * (Performance – Expectation)

3. Service Quality = Performance

4. Service Quality = Weight *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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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서비스품질평가모델, LibQUAL+™

5-1. LibQUAL+™ 의 목적

• Colleen Cook 등이 개발한 도서관서비스품질평가모델

• 도서관을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프로토콜의 개선

• 도서관서비스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웹기반 도구의 개발

• 도서관서비스제공의 모범사례 파악

• 도서관에서 이용자행동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서관으로 하여금 현대의 새로운 환경에서 도서관서비스의 새로

운 포지셔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http://www.libqual.org.>

5-2. LibQUAL+™ 의 차원 (1): 일반모델

Empathy

Information
Control

Responsiveness

Symbol

Utilitarian space

Assurance

Scope of Content

Ease of Navigation

Self-Reliance

Library as Place

Library
Service
Quality

Model 3

Refuge

Affect of Service

Reliability

Convenience

Timelines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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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Information

Access to 
Information

Information 
Access

Self-Reliance
Provision of 
Physical 
Collections

Information 
Control

Personal ControlReliabilityReliability

Library as PlaceLibrary as PlaceLibrary as PlaceLibrary as Place

Service AffectService AffectAffect of Service Affect of Service

22 항목25 항목56 항목41 항목

2003-
2006

200220012000

5-2. LibQUAL+™ 의 차원(2): 변경과정

5-3. LibQUAL+™ 의 설문지 샘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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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LibQUAL+™ 의 척도 (1)

Dependability in handling users' service problems9

Willingness to help users8

Employees who understand the needs of their 
users

7

Employees who deal with users in a caring fashion6

Employees who have the knowledge to answer user 
questions

5

Readiness to respond to users' questions4

Employees who are consistently courteous3

Giving users individual attention2

Employees who instill confidence in users1

 　　　
�　　

Affect 
of Service

scalesno.dimensions

scalesno.dimensions

Print and/or electronic journal collections I require for 
my work

17

Making information easily accessible for independent 
use

16

Easy-to-use access tools that allow me to find things 
on my own

15

Modern equipment that lets me easily access needed 
information

14

The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I need13

The printed library materials I need for my work12

A library Web site enabling me to locate information 
on my own

11

Making electronic resources accessible from my home 
or office

10

�　　 
Information

Control

5-4. LibQUAL+™ 의 척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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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pace for group learning and group 
study

22

A gateway for study, learning, or research21

A comfortable and inviting location20

Quiet space for individual activities19

Library space that inspires study and learning18

　　　 
　 

Library as
Place

scalesno.dimensions

5-4. LibQUAL+™ 의 척도 (3)

6-1.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1992년 국내 최초 개발·발표

• 현재 KCSI조사 대상 업종

- 전체 GDP 73% 이상 차지

• 한국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 - 고객만족 수준 측정

→ 고객만족 경영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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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모델

자료 http://kcsi.csnet.co.kr/certify_01b_1.asp

6-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산출근거

• KCSI(종합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0.4)

+ (요소만족도×0.4)

+ (재구입(거래)의향률×0.2)

– 전반적인 만족도 : 설문지상의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과 ‘만족’에 응답한 비율(Top 
2 비율)

– 요소만족도 : ΣCi·Wi (Ci: i번째 세부요소 Top 2비율, 
Wi: i번째 세부요소 중요도 가중치)

• 요소만족도 : 상품, 서비스, 이미지의 3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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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 한국생산성본부

•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미국고객만족지수(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CSI)를 토대

• 한국생산성본부/Michigan대학 국가품질연구소
(NQRC) 공동 개발, 1998년부터 시행

• 개발 목표

– 국가경제지표의 개발

– 기업의 고객만족 측정 및 활용

7-2. 국가고객만족지수: 모델

자료 http://www.ncsi.or.kr/ncsi/method/ncsi_concep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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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가고객만족지수: 산출근거

• 고객만족지수= ∑ w1y1+w2y2+w3y3

– W : 가중치

– y1 : 전반적 만족도

– y2 : 기대 불일치

– y3 : 이상적인 제품 및 서비스 대비 만족수준

8. 도서관이용자 충성도 모델 / Martensen & Gronholdt

•• ECSI ECSI 모델과모델과 선행문헌에선행문헌에 관한관한 분석에분석에 기반하여기반하여 개발개발(2003)(2003)

•• 도서관이용자의도서관이용자의 품질지각품질지각, , 만족도만족도, , 충성도충성도 통합통합 평가평가 모델모델 제시제시

•• 덴마크의덴마크의 코펜하겐코펜하겐 경영학교도서관경영학교도서관 대상대상

•• 서비스품질서비스품질 구성요소구성요소((독립변수독립변수):):

(1) (1) 인쇄형태인쇄형태 출판물출판물, (2) , (2) 전자자원전자자원, (3) , (3) 기타서비스기타서비스, , 

(4) (4) 기능적기능적 시설시설(technical facilities), (5) (technical facilities), (5) 도서관환경도서관환경, , 

(6) (6) 이용자서비스의이용자서비스의 인간적인간적 측면측면

•• 종속변수종속변수::

(8) (8) 이용자가치이용자가치, (9) , (9) 이용자만족이용자만족, (9) , (9) 이용자충성도이용자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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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

1-1. 기본연구모형(1)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평가 및 전반적 만족도 불평행동 및 재이용 의도

.345(5.54)***
-.098(-
1.35)

.003(.05)
.075(1.09)

.086(1.77)

-.0.77(-1.41)

.082(1.56)

.200(4.08)***

-.059(-.89)

-.004(-
.05)

.011(.15)

-.039(-
.58)

-.216(-3.22)**

.103(1.42)

-.095(-1.37)

.043(.67)

.131(1.91) .264(3.98)***

-.077(-1.61)

.576(15.45)*** -.165(-2.38)*

.118(1.89)

서비스 지원

시설/장비

전반적 만족도

불평행동

충성도
(재이용 의도)

자료/정보 자원

도서관 직원
서비스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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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성도(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이론 변인별 직·간접효과 분석

1-2. 연구모형(2):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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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 응답하는 직원의 자세

(2) 직원의 예의바른 태도

(3) 편안한 대화를 위한 직원들의 배려

(4) 이용자의 필요에 대한 직원의 이해

(5) 질문에 답하는 직원의 전문지식

(6) 문제해결에 대한 직원의 능력

(7) 직원에 대한 신뢰감

(8) 나에 대한 직원의 개별적인 관심

1-3. 도서관직원 서비스품질의 영향력

2-1. 국립중앙도서관 만족도 점수 (1)

• 새로이 제시한 방법에 의한 고객만족도 점수

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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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객만족도 점수(2): 산출방법

1. 각 부문별 표준화 점수 ⇒ 100점 만점으로 환산

2. 개별측정문항 ⇒ 가중치

⇒ 100점 만점의 각 부문별 만족도점수 산출

3. 각 부문별 가중치 부여

⇒국립중앙도서관 고객 만족도 산출

전반적 만족도 40%

부문별 만족도 40%

충성도(재이용의도) 20%

3.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가치

4.306***

3.536***

t값

4.00

5.00

4.25

5.00

최대값

3.1850( .62221)

3.4812( .72432)

3.2675( .51524)

3.5021( .62953)

평균(표준편차)

직 원

이용자

직 원

이용자

2.00

1.00

1.75

1.00

최소값구분

전반적인 만족도

서비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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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만족 서비스 순위

5. 이용자 불만족 서비스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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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서관 인지도 및 충성도

7. 서비스품질의 기대치/지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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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원의 인식조사 (한 예)

• 직원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의 순위

IV.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사례:

1-1. 기본연구모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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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모형(2): 효과분석

2. 주요변인 및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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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술통계값(7점척도)

‘

결결 언언

대학도서관 서비스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직원의 만족도
증진

긍정적 구전 (입소문)

기존고객기존고객((이용자이용자))의의 만족도만족도 증진증진 및및 개선개선

이용자충성도이용자충성도 및및 재이용의도재이용의도 제고제고

기존이용자의 이용률 증대

대학도서관 서비스역량 강화를 통한

종합적인 만족도 제고

교수/학생/주민의 대학도서관 자체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연구/교육환경개선, 정보/문화생활, 삶의 질 향상

교수/학생/주민의

지지/관심 신규고객창출

불평행동 등을

통한 피드백

(정기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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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시대의 대학도서관 경영전략

CUSTOMER

CHANGE

Competitive Advantage

Change

Chance

COMPETE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