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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정보 이용 형태와 선호도를 검토해 본 결과, 원거리 이용자들은 접근성과 이용의 편이성으로

인해 원문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선호하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의 정보로는 만

족하기 어려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도서와 논문을 주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교육을 받는 원거리

이용자들의 86.7퍼센트가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가상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대상이며 교수가 도서관 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가상교육 프로그램과 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 체계의 파트너쉽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웹 페이지의 디자인보다는 정보의 근거와 정확성 그리고 내용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은 많은 양질의 디지털화 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컴퓨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교육과 정보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 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ABSTRACTS

A study on the remote library users showed that remote users preferred online databases and internet as
information resources because of easy access and easy of use. However, they have used books and journals, which are printed
resources, as main information resources because online databases and internet cannot satisfy their information needs. Also,
86.7 percent of remote users consider library services as an important issue to choose a distance learning program, and remote
users extremely motivated by their professors to use library so that there are needs to have partnership between distance
learning programs and library services. Finally, remote users consider authority and accuracy and contents of obtained information
as important issues for their information rather than design of the databases, so that library should secure more digitalized
information for remote users needs.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improve quality of information services for remote users,
however, it is not thoroughgoing enough, and there should be successive research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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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는 2000년이라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맞이하고,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변화들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보 기술의 발달은 지난 수십 년간 다

방면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

며 우리 사회를 산업 기반의 사회에서 정보

기반의 사회로 전환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말 총 PC

설치대수는 689만대로 전년비 2.2% 증가하였

고, 향후 2000년말 총 설치대수는 700만대를

넘어서 10년전(1990말) 보급수준의 6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1999년말 개인 및 가정용

PC는 234만대로 전체 보급PC의 34%를 차지

하여 가구당 보급률은 16.2% 보유, PC 1대당

사용인원은 6.8명, 인구 100명당 PC 보급대수

는 14.7대로 10년전(1989년말)의 14배, 7년전

(1992년말) 보급수준의 2배 증가를 보이고 있

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9). 이처럼 컴퓨터

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

중들이 쉽게 사이버 공간에 접근하면서 현 사

회에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과 문제점들을 함

께 제시하고 있다. 학교와 도서관에서도 예외

는 아니다.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된

정보 인프라 구축은 교육과 연구 환경에 변화

를 가져왔고, 이는 국가적 단위의 교육과 연구

환경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하는 글로벌 환

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

서는이미 기존의 면대면(face-to-face)의물리

적인 교육환경이 사라지고 단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도 기존의 물

리적 유형의 도서관 형태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많은 정보와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의 교육 환

경은 가상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으며, 도서관 역시 전자도서관의 형태

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은 가상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

생들에게 적절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가상교육을 받는 원거리 도서관 이용자들

의 정보서비스 이용 및 선호도를 검토해 보고

자 한다. 

2. 가상 교육

지금은 원거리 교육(distance education)과

가상교육(cyber education)을 함께 사용하고 있

으나, 원래 원거리 교육은 새롭게 생성된 교육

형태는 아니다. 1870년대 이후 성인 교육의 주

요 요소로 개발되어 온 원거리 교육은 학생들

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자

료들을 제공함으로서 정규 교육의 대체방법으

로서 이용되어왔다. 미국에서는 1890년대이후

1억 이상의 학생들이 원거리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해왔다(Dasher-Alston and Patton

1998). 이러한 원거리 교육은 정보 기술의 발

달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상 교육의 형태

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원래 사이버란 용어는

그리스어의 `Kuber̀ 라는‘navigate’, 즉, “항행

하다”라는 말에서 왔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

간은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항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늘날의 PC(Personal Computer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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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인터넷과 오디오 비쥬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여행, 탐색 및 교류 등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Memarzia 1998).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네트워크 환경이 고속화되면서 교육을 비롯하

여 기존 현실세계의 많은 것들이 디지털 환경

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자연히 물리적인 공

간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교수-학습활동이 이

루어지는 가상 교육이 원거리 교육을 의미하

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엄 히

말하자면, 가상 교육과 원거리 교육에는 차이

가 있다. 가상교육이라는 용어는 1986년 Hiltz

가 토론, 강의, 시험 등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하여 컴퓨

터 매개 통신을 수업에 이용하면서 가상교육

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수업형태인 가상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가상 교육은 첨단 컴퓨터와 통신

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가상현

실의 기술 등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 각각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

여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제시

하고 있다. 운영 방법으로는 PC 통신을 통한

것과 인터넷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월드 와

이드 웹(WWW; 이하 웹이라 한다)을 이용

한 가상교육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 변혁에서 우리

는 열린교육, 평생교육을 전망하고 있으며 교

육은 자기 개발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즉, 다른 문화의 이해와

다양한 가치관 인정, 그리고 정보의 수집과 분

석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하기 위해 창조적인

학습구조를 개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

한 방안으로 가상교육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대중화로 정보화에서 앞선

개인들은 이미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계어느나라의사람들과도실시간으로정보

를주고받고있다. 이에반해정보화에서뒤처

진 사람은 이러한 양방향성으로부터 전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불평등현상을제거하기위하여모든학생들과

모든 교사, 교수들이 모두 정보기술을 효과적

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교수들이 강

의실,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터넷과 정보 기술

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우는 모든 학교의

모든학생들에게 21세기학습도구를제공하고

모든 가정과 사회에 디지털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일환

으로 가상 교육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가상교

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중의

하나가가상교육과결부된도서관정보서비스

이다. 도서관 정보 서비스는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며, 학생 중심의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Dillon, Gunawardena 그리고

Parker(1992)의 연구에 따르면, 가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57.5 퍼센트가 성공적인 가상교

육을 위해서는 도서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

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선진국들과 같이 가상교육이 일반화 되어있지

원거리 이용자들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63



는 못하고, 시범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나, 앞으로 가상교육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

로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와 가

상 교육 프로그램은 서로 긴 한 관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긴 한 관계는 여러 가지

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보면, 교육과정의 질의 향상과 연구지도를 통

한 협력체제로 볼 수 있다. 즉, 교수가 교육과

정을 디자인할 때 이를 도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의 리스트를 함께 작성하거나, 학생들

과 교수의 정보와 자료 이용에 관한 편의 제

공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가상교육의 질

을 높일 수 있으며, 사서는 온라인 목록이용이

나 인터넷, 전자메일과 같은 정보기술을 학생

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올바

른 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하는 능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에서 중요한

능력이므로, 도서관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정

보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도록 하며, 학생들에

게 연구 전략이나 정보 평가 등에 관련된 오

리엔테이션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

기술, 정보 습득 및 활용에 관한 능력을 가질

수있도록 한다(Heller-Ross 1996). 

위와 같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도서관은

가상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는 원거리 이용자

들의 정보 서비스 이용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 서비스 시

스템을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3. 원거리 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계층

이나 성향 역시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와는 달

리,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을 볼 수 있

다. 즉, 일반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

생들 이외에도 야간학교나, 직업학교, 가상학

교 등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연령이나 학력이

폭이 다양한 것을알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도 디지털 시대에 가장 급증하고 있는 유형은

가상 교육을 받는학생들이다. 

미국의 교육부에서 1995년 조사한 바에 의

하면, 고등교육 기관의 33퍼센트가 가상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었고, 25퍼센트의 교육기관

이 3년 내에 가상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가상 교육

은 미래의 교육환경에서 일반적인 교육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

육이 필요한 현 시대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방

법으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http://nces.ed.

gov/pubs98/distance/98062-1.htm). 이와같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도서관 역시 서비스나

대상 이용자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터

넷의 일반화로 원거리 이용자들이 증가하여

왔고, 가상 교육이 확대되면서 도서관에서 역

시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필요성이 급

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에서는 원거리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과 도

서관 시스템의 재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자도서관을 통한 새

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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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거리 이용자”라는 새로운 이용자 계층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

로운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

여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개발에 노력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Cooper, et al, 1998). 

1) 결과물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 이는 정확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대

이다. 

2)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대. 이는 사서로부터 친

절과 지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하

는 기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

대, 직원의 수와 시설이 이용자와 사서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기를 바라는 기대를 포함한다. 

위와 같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나 친절과 지식, 시설 그리고 충분한 수의 직

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원할한 서비스는 모

든 도서관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Harter et al(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일

반적으로 원거리 이용자들은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대부분의 학

교들이 전자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

지도 전자도서관이 아예 없는 학교들이 있었

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는 원거리 이용자들

이 도서관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었으며,

전자도서관이 존재한다하더라도 도서관 자료

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다고 여길 수 없었다. 또

한, 이용자 자신의 정보 기술이나 정보 습득

능력이 부족하여 어떠한 형태든 훈련을 받고

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오리엔테

이션 및 관련 프로그램이 부적절하거나 없어

이용자들은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예

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서

관의 정보기술이 이용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

하여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원거리 이용자들

은 결과물로서의 서비스나, 서비스 과정에 대

하여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을 중심으로 하

는 원거리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도서관 서비

스 체제에서 벗어나 정보기술과 사서들의 새

로운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새로

운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갖

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원거리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과거에는 도서관이 정보원의 제공, 연구환경

제공, 참고봉사, 그리고 지역사회 내 정보센터

의역할을수행해왔으나전자도서관의환경이

구축되면서 참고 봉사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이 비대해 지고 있다. 이

에따라, 사서역시과거의사서와는다른개념

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사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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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의 역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bbas 1997; Matson and Bonski 1997;

Wolpert 1998).

첫째, 사서는 정보기술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한다. 즉, 사서는 네트워크화

된 정보환경에서 정보원을 조직하며,

정보 기술의 응용을 통해 보다 효과

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사서는 전자정보를 배포함에 있어 저

작권의 권위자로서 이용자들과 기관

의 정보이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

하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전자정

보를 배포하는데 힘써야 한다. 

셋째, 사서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디자이

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이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과 과정, 그리고 이용형태를 이해

하여 시스템의 효과적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사서는 지식의 운영자로서, 정보 자문

의 역할과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한다. 즉, 연구자들이 빠른 시간 내

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

와주며, 학생들에게는 정보 습득의 방

법과 효과적인 정보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변화

하면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려사항들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

서관리가 기본이 되었던 반면, 지금은 시스템

의 업/다운 시간, 데이터베이스의 적절성 (특

히, 원문데이터베이스), 문헌전달 시간, 전화를

통한 서비스, 온라인 검색도구나 자문도구, 또

는 특정 과목의 웹 기반 서비스 등과 같은 사

항들이 정보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들

로 여겨지고 있다(Wolpert 1998). 

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과학

도서관 직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거리 이용

자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Sloan 1998).

•정보기술의 안정성

•비디오와 음향을 통한 의사소통의 질

•원거리 사이트간의 참고봉사를 위한 인터뷰의

효율성

•서비스가 실제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웹사이트를 통한 참고봉사가 전화를 통한 참고

봉사보다 효과적인지의 여부

•기술적인 문제, 서비스 과정, 정보원에 대한

사서의 반응

•참고사서의 수를 충원하지 않도록 업무 체계가

얼마나효율적으로구성되어있는가에관한사항

UCI 과학도서관의 연구는 실제로 원거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본 결과

원거리 이용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한 의사소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한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고는 있

으나,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한 의사소통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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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적절한

기술지원이 어려우며,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

한 의사소통에 대해 사서들 자체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극복

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적절한 기술지원의 확보와 새로운 서비스

를 위한 사서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사서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사서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원거리 도서관 이용자들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나,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현재 가상교육

을 받고 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정보서비스 이용형태,

그리고 선호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5. 연구방법 및 내용

가상 교육이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여겨지는 디지털 환경을 맞이하여 디

지털 도서관의 개발과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은 절실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가상 교육 자체도 주로 시범단계

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더욱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현재의 요구 뿐 아니라 미래의 요구 역시 고

려해야 하며, 가상 교육은 머지 않은 미래에

교육에 있어 일반적인 교육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므로, 가상 교육을 지원하는 도

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거리 이용자의 요구

와 원거리 이용자의 정보 이용 유형을 분석하

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고자 한다.

5. 1 연구목적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원거리 이

용자들은 도서관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가

지고 있으나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여러 가

지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상교육과 정보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고,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정보 욕구를 만족시키

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도서관 체제 구축도 중

요하지만, 실제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들을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개

발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

제로 가상교육을 받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이용한 정보 접근에 대한 인식과 원

거리 도서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서비스

를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탐구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정보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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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제

원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정보 요구와

정보서비스 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1. 원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주 정보원

은무엇인가?

2. 원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도서관 서

비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원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

하는도서관 서비스는 무엇인가?

4. 원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정보를 평

가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는 무

엇인가?

5. 2 연구방법

정보기술의 발달과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그리고 국제적인 산업구조에 따른 가상

교육과 전문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미국 정부와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새로운

가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원

해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 변화의 흐름 속에서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전세계 학생들을 대상으

로 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Open

University와 협력하여 광범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한 교육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가상교육

의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중점을

두고 가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에서 최근 학생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컴

퓨터 관련 수업들 중 매 학기마다 가상 수업

이 제공되고 있는“Design and Production of

Media Resources”라는 대학원 과정의 가상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0년

봄 학기에 설문조사 하여 이루어졌다. “Design

and Production of Media Resources”라는수업

과정은 컴퓨터 관련 수업들 중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들

을 이용한 웹 디자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과 기초적인 실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기는 HTML의 작성과 JAVA 및 CGI와 같

은 웹 관련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적인 이해

를 돕고자 구성되어져 있다. 설문지는 웹 페이

지를 통하여 수업과목의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50명의 학생들 중 30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

하여 60퍼센트의 응답률을 보였다.

6. 연구결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평균 4년에서 5년 동안 전자우편, 온라

인 데이터베이스, 웹 탐색과 같은 컴퓨터를 이

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 온 학생들이었다.

응답자의 26.7퍼센트의 학생들이 본인들을 중

간정도의 컴퓨터 이용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66.7퍼센트의 학생들이 본인들을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96.7퍼센

트가 학위를 목적으로 가상 교육을 받는 것으

로 응답했으나, 정보 탐색의 목적은 주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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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레포트 작성, 직장과 관련된 정보습득,

그리고 개인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가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주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위를 받기 위하여

가상교육을 교육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

이며,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사회에서 생

존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는 단지

수업 과정에 관련된 정보서비스 뿐 아니라 평

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

보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6. 1 원거리 이용자들의 주 정보원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가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93 퍼센트는 도서와 논문들을 주 정

보원으로 하고 있었으며, 90퍼센트의 학생들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주 정보원으

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0퍼센

트의 학생들이 온라인 목록을 이용하고 있었

고, 약 37퍼센트의 학생들이 사서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원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

보원은 인터넷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신속하게 원문을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은 인터

넷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학

생들은 주로 도서와 논문들을 주 정보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과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가 아직까지 학생들의 정보요구를 충분

히 만족시키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따라서, 전 분야에 걸친 원문데이

터베이스의 구축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목표이나,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도서관

의 물리적 접근이 캠퍼스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보다 용이치 않으므로 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

로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점차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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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상 교육을 받는학생들의 주정보원

CD-ROM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도서와 논문

색인

사서

과거 수업을 들었던 학생

온라인 목록

0           20           40           60          80         100(%)



는 도서와 논문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헌전달서비스 체계나,

상호대차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가상 교육

을 받는 학생들을 담당하는 전담사서를 두어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들을 홍

보하고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

여 전자 정보 뿐 아니라 문헌정보 역시 접근

을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정보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서 접근성과 정보의 질을 중요시하고,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면 실비의 경우는 서비

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비용지불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대부

분 서비스 비용은 등록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응답하여 학생들은 비용보다 원하는 정보

습득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었다. 

6. 2 원거리 이용자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의식

본 설문조사에서는 매일 전자도서관을 이용

하는 것으로 응답한 20퍼센트의 학생들을 포

함하여 전체 83.3퍼센트의 가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전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전자도서관의 이

용을 학업이나 개인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86.7퍼센트가 전자도서관 서비

스는 가상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대상이라고 응답하여 가상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업의 진행이나 개인

연구를 위해 인터넷 정보와는 차별화 된 양질

의 정보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른 정보원들과 차별화 되는 도서관

서비스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

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

우나, 이는 단지 일부에 불과하다. 도서관은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들의

독자적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추어야 하며, 전통적인 도서관 구조에서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 구조로의

변화를 이루어야하고, 교수와 대학당국의 발

전 계획, 대학 당국의 평가 계획, 교수와 학습

의 전략 계획, 정보기술의 전략 계획들과 접

한 관계를 맺으면서 홍보를 통한 도서관 위치

확보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6. 3 원거리 이용자들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교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으며 학생들의 86.7퍼센트는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13.3퍼센트의 학생

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또한,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참고봉사와 문헌전

달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이를 볼 때,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에서도 그

러하듯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과 도서관

사서들은 긴 한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이며,

사서는 교수가 수업 과정을 디자인할 때부터

참여하여 학생들과 교수의 정보이용에 대한

편의와 정보 이용과정을 교수와 함께 논의함

으로써 교수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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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서들은 학생들과 교수들

이 정보기술의 올바른 활용이나 효과적인 정

보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6. 4 원거리 이용자들의 정보평가 선호도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정보습득에 있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정보의 신뢰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 내

용, 최신성, 범위, 저술의 질, 네비게이션과 디

자인의 순서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습득된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 것

인지를 평가하는 우선적인 기준으로 정보의

생산자나 출판기관의 신뢰성을 고려하고, 객

관적인 사실의 경우,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하

는 정도를 보며, 주관적인 내용의 경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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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도서관 서비스 이용의 동기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경험

정보의 질

교수

0              20              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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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편협 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보는 정보의 정확성을 고

려한 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

다. 이는 원거리 이용자들이 정보를 탐색할

때, 웹 페이지의 디자인보다는 내용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현재의 정보사회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정

보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도서관 역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많은 사람들의 관

심이 집중되면서 도서관은 과거에 부족했던

장서와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

절한 평가나 지침서 없이 전자정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그러나, 다른 정보

원과의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미

래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의

수서와 평가를 포함하는 조정된 장서개발정책

에 기반을 두고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여 원거

리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은 웹 페이

지의 시각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양질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재정확보에 더욱 힘을 기울여 많은 양

질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야할 것이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혁

에서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을 전망하면서 이를

위한 창조적인 학습구조 개혁의 방안 중 가상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가상 교육을 통해 교육

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상 교육을 받는 원거

리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형태와 선호도를 검

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 가상교육을 받는 원거리 이용자

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은 인터넷과 온라

인 데이터베이스이었으나, 가장 많이 이용하

는 정보원은 도서와 논문들이었다. 이는, 원거

리 이용자들은 접근성과 이용의 편이성으로

인해 원문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온라인 데

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선호하나, 원거리 이

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도서와 논문을

주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와 인터넷의 정보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상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하

여 교수, 도서관, 그리고 정보기술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교수의 교재 개발과 도

서관의 학술정보제공 및 정보서비스 제공, 그

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

자 환경 설계 및 구현을 한 맥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센터의 구축이 유

용할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4 참조).

또한,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주로 이

용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참고봉사와 문헌전달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은 원거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도서관 서비스들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참고봉사. 가상교육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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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사서를 두어 원거리 학생들의 질의

나 정보서비스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24

시간 접근 가능한 온라인 사서를 두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문헌전달 및 상호대차 서비스. 전자메일

이나 팩스 등을 이용한 신속한 문헌전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대학간의 도서관 시스템 연계

를 확대하여 상호대차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과거에는 주로 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을 제

공해왔으나, 원거리이용자들을위해서는

웹 기반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이용자들이 스스로 도서관 서비

스의 내용과 정보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터득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주제전문 서지 사항 마련. 독자적 학습

과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원거리 학생들

을 위한 정보서비스로서, 가상교육 제공

프로그램에 관련된 주제 전문 서지를 마

련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보패키지의 개발과 배포. 분야별 유용

한 정보들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을 담은 정보패키지를 개발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정보 접근을 유용하게 하고 외

부에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법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평생교육이 중요시

되는 미래에 대처하고 잠재적 이용자들

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

는 강좌나 전시이벤트와 같은 프로그램

들을 개발하여 미래의 정보사회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홍보 및 마케팅. 홍보와 마케팅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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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상교육 지원을 위한 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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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설계
및 구현

도서관 정보기술전문가

전자정보센터



와 달리 도서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다. 원거리 이용자들을 확보

하고 도서관의 위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마케팅과 홍보는 필수적이다.

•도서관 서비스 평가. 도서관 서비스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원거리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여 원거리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면 대부분 수수료를 제

공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서비스의 향상

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정보서비스 제공의 비용

을 일정부분 이용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일수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Massey

대학의 경우, 도서관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가

한 뒤, 오히려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수료를 받음으로 해서 서비스와 장서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

서, 양질의 무료 정보 서비스 제공은 이상적일

수 있으나, 무료로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면, 마케팅의 전략에 따라 등록금,

수수료, 그리고 다른 재정지원의 적절한 배분

을 통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

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Bockett, Marsden and Pitchforth

1997). 

원거리 이용자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때, 가상교육을 받는 원거리 이

용자들의 86.7퍼센트가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가상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 응답하여 가상교육 프로그램과 전자

도서관 정보서비스 체계의 파트너쉽은 가상교

육을 구상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가상교육을 받는 원거리 이용자들

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교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서들과 교수

들 역시 긴 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가상교육 프로그

램을 구축할 때, 가상교육 프로그램 행정구조

내에 도서관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

는데, 이는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상교육 전문가들은

실제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므로 도서관 서비스가 유명무실해

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상교육을 지

원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구조는 가상교육

프로그램과는 분리되어 서로 협조관계를 이루

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원거리 교육을 받는 원거리 이

용자들은 주로 수업의 레포트나 직업과 관련

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므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정보탐색과는 달리 디자인보다는 정보의

근거와 정확성 그리고 내용의 적합성을 우선

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

보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인터페이스의 개발

은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양질의 정보를 디

지털화하고, 많은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하는것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현재 정보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

양한 유형의 정보를 포함하는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을 필터링하여 이용자에

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 습득과 유지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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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컴퓨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교육과 정

보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서

관 역시 변화해야 함을 당연한 일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미래의 교육환경 중의 하나인

가상교육을 중점으로 변화하는 이용자 계층중

의 하나인 원거리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유형

과 선호도를 조사하여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연구

들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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