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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대학도서관계 이용자교육의 변화 추이와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재의 이용자교육에, 

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용자교육의 변화 추이는 시기별로 나누어 각 시기의 양상과 특징을 . 

파악하였고 현재의 이용자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의 외형적 양상과 내용적 실태를 밝혀내는데 비중을 두었다 논의를 , .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자료와 선행연구의 조사결과 그리고 주요 대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사례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통계자료는 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학도서관 통계와 한국사립대. KERIS

학도서관협의회가 생산한 ‘이용자교육 조사보고서’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사례 조사는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 

첫 번째는 이용자교육이 ‘활발한’ 개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으며 두 번째는 거점 국립대학인  20 , 

대학의 학부생과 소규모 특성화대학인 대학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P U . 

키워드 이용자교육 도서관교육 서지교육 정보활용교육 정보문해교육 대학도서관: , ,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about both historical progress and current situation of user 

instruction in Korean academic libraries. Emphasis was on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special features 

and limitations of user instruction from the viewpoints of library users as well as those of librarians. 

To the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methods: the first tool was such major statistical sources 

as KERIS university library statistics system and Research Reports by the Korean Private University ‘ ’ ‘ ’

Library Association. The second was from the results of surveys and interviews with librarians from 

20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third was from the results of surveys with library users in two sample 

university libraries.

Keywords: Library instruction, User instruction, Bibliographic instruction,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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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하여 생산된 국내 연구는 이1970

용자교육의 중요성을 대학도서관계에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온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적 기반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 . 

국내 고유의 교육환경과 대학도서관 상황을 고려한 토착적인 접근보다는 도서관선진국의 이

론과 경험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과도하였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업무 주체인 사서. 

집단과 교육 대상인 학생집단의 이용자교육에 관한 인식과 행태를 밝혀내기에는 근본적인 한

계가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서들에게 유용한 지식 . 

기반을 구축하려면 국내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와 실무적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시급하며 그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김령은 이제환 ( , 2017).

이렇듯 이용자교육의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보니 대학도서

관 현장에서 실행해온 이용자교육은 년대까지도 초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나 기초적인 1990

도서관 이용강습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년을 전후하여 대학도서관 업. 2000

무에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용자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다양화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주제의 문헌 나 문헌정보시스템에 . 2010 DB

대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대학도서관이 주관하는 특강이나 세미나 형태의 ‘특화된’ 이용자 

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국내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은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 

소 교육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름대로 진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 

이용자교육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실하고 합리적

인 조사결과가 여전히 부족하다보니 국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업무에 내재하고 있는 문

제의 본질과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이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본 연구자는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을 역사적 맥락에서 통

시적으로 조망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학도. , 1960

서관 이용자교육이 실행되어 온 전체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기존 통계자료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이 최. 

근 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용자교육의 외10 . 

형적 양상과 내용적 특징을 가늠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년 현재 대학도서관. 2017

계의 이용자교육에서 두드러지는 외형적 속성과 내면적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형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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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는 이용자교육의 빈도와 참여율 이용자교육의 종류와 주체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 , 

내용과 방법 그리고 온라인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내용적 실, . 

태에 있어서는 이용자교육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과 대학구성원 대학생과 대학원(

생 의 인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 

논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자료와 선행연구의 조사결과 그리고 주요 대학도

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기존 통계자료로는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이하 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학도서관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KERIS) , 

선행연구로는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이하 사대도협 가 주관하여 생산한 ( ) ‘이용자교육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자체적인 조사는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조. , 

사는 이용자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개 대학의 도서관을 선정하여 사서들을 대상으로  20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조사는 거점 국립대학인 대학과 소규모 특성화대학인 대학의 학생, P U

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1)

이용자교육의 역사적 추이. Ⅱ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역사적 관점에서 통시적, 

으로 조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2) 이에 본 연구자는 비록 시기적으로 제한되 , 

긴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망, 

라적으로 수집하여 시기에 따른 양상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물론 몇몇 선행연구에 대한 . 

내용적인 분석만으로 이용자교육의 시기별 경계를 명료하게 가늠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 

불구하고 대학도서관계의 업무 환경과 서비스 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년대부터 , 1960

년대까지를 1980 초창기로 년대를 , 1990 성장기로 그리고 년대 이후를 , 2000 확장기로 구분

하였다 각 시기별 변화 추이와 주요 특징에 대한 논의는 다음 네 가지 항목에 집중하였다. : 

첫째 이용자교육의 형태와 방식 둘째 이용자교육의 내용 셋째 이용자교육에 대한 사서의 , ; , ; , 

1) 개 대학도서관들은 모기관인 대학의 정체성에 따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각각 개씩 선정하였다 20 10 . 

비록 개 대학의 도서관들에 대한 사례조사이긴 하지만 이용자교육이 상대적으로 20 , ‘활발한’ 대학도서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평가는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개 대학도서관들을 비롯하여 대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선정 과정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20 P U

은 장의 도입부에 포함하였다4 .

2) 반면에 북미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역사와 발전과정을 소개한 연구는 여럿 존재한다 이영자 미 .: (1976). 

국 대학도서관 이용지도의 발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최은주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 , 3: 51-78; (1989). � �

의 서지교육의 동향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 논문집 김병주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 , 23: 63-88; (1998). � �

발전경향 연구 미국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9: 137-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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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서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 형태와 방식; , .

먼저 초창기라 할 수 있는 년대 이전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가장 보편적인 , 1980

형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안영주 강부필 나( 1965, 1970, 

성실 강혜영 김대형 김성진 1972 & 1976, 1981, 1986, 1989).3) 오리엔테이션의 방식은  

대학도서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대학 차원의 신입생 오리엔테

이션 때 다른 부처와 함께 ‘도서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안내’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도서관 건물을 소개하고 안내서를 배부하는 수준에 불

과하였다 도서관자료의 실질적인 이용법을 지도하기보다는 도서관 건물과 이용시간 그리고 . 

자료의 대출 등에 대한 안내에 그쳤던 것이다 물론 년대에 이미 . 1970 ‘선진화된 도서관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던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교수의 요청이나 수업과 연계하는 방식 나아가 

독립적인 교과목 의 형태로 자료이용법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대. 

학도서관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였다.5)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이용자교육에 대해 업무의 주체인 사서들은 불만이 컸던 것으

로 보인다 선행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서들은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이용자. , 

교육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년의 나성실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 1972

사서의 가 년의 강혜영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사서의 가 년의 김대84.6% , 1981 80% , 1986

형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사서의 가 그리고 년의 김성진의 연구에서는 조사대85.4% 1989

상 사서의 가 92.4% “기존의 이용자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들은 “대규모의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기존

의 교육방식으로는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서비스 그리고 자료의 이용법을 숙지시키는 것이 불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당시 많은 사서들은 이미 .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이용자교

육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정규 교

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성실 강혜영 김대형 김성진 1972, 1981, 1986, 1989)

년대로 접어들어서도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은 이전의 형태를 벗어나1990

지 못하고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단기 교육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비. , 

록 여전히 소수의 대학도서관에만 해당하지만 교육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이, 

3) 년에 발표된 안영주의 연구에 의하면 년 현재 개 년제 종합대학교 중에서 개 그리고 개  1965 , 1964 18 4 10 , 12

년제 단과대학 중에서 개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2 4 (

주 1965).

4) 년에 발표된 나성실의 연구에 의하면 위의 방식으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했던 대학도서관이 전체 1972 , 

의 에 이르렀다 나성실 74% ( 1972). 

5) 가령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가 독립적인 교과목 형태로 교육을 실시했다 나성실  , , , ( 197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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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다른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교육의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오리엔테이. , 

션과 병행하여 소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세미나 혹은 학과 단위의 특화된 집단

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이용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도서관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6) 이를 통해 사서와 이용자가 보다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증가 

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이나 학과별 이용자의 요구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 

하는 기회 또한 증가하였다 더불어 이용자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 

년대 중반까지는 여전히 도서관 시설과 소장 인쇄자료에 대한 이용안내가 지배적이었으1990

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전자자료 특히 형태의 서지 의 검색 및 활용법 등에 ( CD-ROM DB)

대한 교육이 첨가되기 시작하였다 이용자교육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다양해진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년대 말까지도 이용자교육에 대한 사서들의 1990

시선은 여전히 ‘불만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7) 사서들의 불만은 주로 기존의 이용자교육 

이 “단선적이고 형식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의 그. 

들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용자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

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8)  

이용자교육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대학도서관계 전체로 확산

되기 시작한 것은 년대로 들어서부터였다 먼저 교육의 형태에 있어서 신입생을 대상으2000 . , 

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더해서 소수 집단을 위한 도서관이용교육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위, 

한 서지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의 방식 또한 보다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사. . 

서들의 노력이 반영되면서 수업과 연계하여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도서관들이 조금씩 

증가하였고 정규 교과목으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도서관들도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9)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서지 의 이용법에 관한 교육에  1990 DB

더해서 리포트를 포함한 각종 논문의 작성법에 대한 교육 참고문헌 작성법 및 서지관리도구, 

의 이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첨가되었다 이렇듯 이용자교육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내용이 . 

6) 년에 발표된 채명자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의 약 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1997 , 52.2%

집단교육 방식에 더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명자  (

1997).

7) 년에 발표된 황미연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대학도서관 사서의 약 가 기존의 이용자교육에 대해  1993 , 76%

“미흡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황미연 외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채명자의 년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 1993). 1997

드러나는데 조사대상 사서의 약 가 기존의 이용자교육에 대해 85% “그저 그렇다”,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채명자 ( 1997).

8) 가령 황미연 외 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사서의 가  , (1993) 62% “정규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채, 

명자 의 연구에서도 약 가 (1997) 58% ‘정규과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년에 발표된 박남진의 연구는 조사대상 대학도서관 개교 중에서 이용자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2000 22

곳이 전체의 수업의 일부로 가르치는 곳이 전체의 희망자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곳이 9.1%, 22.7%, 

전체의 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남진 24.2%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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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면서 점차 도서관선진국의 이용자교육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만 대학도서관 사서들, 

은 여전히 그들의 이용자교육이 내용적으로는 물론이고 외형적으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용자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주장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양태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모습이 관찰된다 즉 한편에서는 교육전담 사서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 ,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 

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년대1960~80 년대1990 년대 이후2000

교육의 형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희망자 대상 교육 

학과별 집단 교육 

희망자 개별 교육 

소집단 중심 교육 

교육의 방식 일회성 단기 교육 

비정기 교육 

특강이나 세미나 일부 ( )

수업 연계 교육 일부 ( )

비정기 교육 

수업 연계 교육 증가 ( )

독립 교과목화 소수 ( )

교육의 내용
도서관 소개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관 이용 안내 ,

도서관서비스 소개 

이용법 교육 OPAC 

서지 이용법 교육 DB 

도서관 이용 안내 

이용법 교육 OPAC 

인터넷 정보탐색 교육 

주제별 이용 교육 DB 

논문작성법 교육 

참고문헌 작성법 교육 

서지관리도구 이용 교육 

표절방지 저작권 교육 /

사서의 평가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개선을 위한 

사서의 요구

정규 교육 

독립 교과목 

정규 교육 

독립 교과목 

독립 교과목 감소 ( )

전담사서 확충 

교육역량 제고 

교육환경 개선 

교육홍보 강화 

표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시기별 특징< 1> 

정리하면 년대 이래 년대 전반기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주요 형태는 신, 1960 1990

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교육의 방식은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단기교육에 머물, 

러 있었다 교육의 내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소개와 장서에 대한 기본적인 . 

이용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비정기. 1990 , 

적이긴 하지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교육 혹은 집단 교육이 특강이나 세미나 형식으

로 등장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이용자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도서관이 .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육의 내용 또한 다양해져서 이용법이나 서지 의 이용법 등. OPAC DB

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내용의 변화는 년대로 접어들면서 . 2000

대학도서관계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의 내용도 더욱 광범위해져서 인터넷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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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교육과 주제별 전문 의 이용 교육은 물론이고 리포트나 논문의 작성에 관련된 전문 DB

지식을 교육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 ‘이용자

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사서의 의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인 대학구성원의 무, 

관심과 낮은 참여율은 ‘이용자교육의 비활성화’를 만성적인 상태로 고착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이 초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던 년대 이래 1960

현재까지 그들의 이용자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비록 소수에 불과, 

하지만 이용자교육을 담당해온 사서들이 교육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 

개해 왔다는 사실이다 국내 대학의 거시적 환경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교육철학이 대학도서. 

관의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교, 

육 업무를 담당해온 사서들은 그들의 교육이 도서관선진국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를 외부에서 보다는 내부에서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표 에 기술해 놓았듯이 년대 이후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 < 1> , 2000

고민하고 있는 사서들은 “이용자교육을 독립 교과목으로 만들자”는 전래의 다소 ‘비현실적인’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교육전담 사서의 확충’, ‘교육전담 사서의 역량 제고’, ‘이용자교육 환

경의 개선’, ‘이용자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같은 보다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아직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대학의 . ,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용자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이용자교육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 있어서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년대 이래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2000

있을까 다음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대학도서관계가 이용자교육 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 , 

계하기 시작한 년부터 년 현재까지 이용자교육의 변화 양상과 주요 특징에 대해 2008 2017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통계를 통해 본 이용자교육. Ⅲ

조사 내용과 방법 1. 

최근 년 동안 국내 대학도서관이 시행해온 이용자교육의 10 ‘대표적인 양상과 특징’을 밝혀

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교육의 빈도 즉 실시: ( , ①

횟수 이용자교육의 참여율 가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규모와 비율 등 이용자교육), ( , ), ② ③

의 종류 가령 오리엔테이션 도서관교육 서지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형태 가령 도서( , , , ), ( , ④

관이 주도하는 독립 프로그램 도서관이 개설한 독립 교과목 대학의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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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다른 교과목과의 통합 등 교육프로그램의 강습 내용 교육프로그램의 강습 방법), , , ⑤ ⑥

교육프로그램의 강습 주체 즉 전담 사서에 의한 직접교육의 비율 등 온라인 교육프로그( , ), ⑦ ⑧

램의 제공 여부와 수준 운영주체인 사서의 , ⑨ ‘이용자교육’에 대한 인식 가령 이용자교육의 ( , 

중요성에 대한 인식 스스로 생각하는 필수 업무역량 업무역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경험, , ,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참여 의지 등 그리고 교육대상인 대학생의 이용자교육에 대한 인식), .⑩

이상의 개 항목에 관한 기본 통계를 수집하고자 본 연구자가 활용한 소스는 앞서 언급하10

였듯이 에서 관장하고 있는 , KERIS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수록된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10)

와  년에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생산한 2017 ‘사대도협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이

다.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년 현재 첫 번째 통계 소스인 의 학술정보통계시스 , 2017 , KERIS

템에 수록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는 년 치이다 그 중에서 이용자교육9 (2008-2016) . 

에 관한 통계는 “직접교육 실시횟수12)”, “직접교육 참여자수” 그리고 , “온라인교육 참여자수” 

등 개 항목뿐이다 이처럼 의 통계 와 분석 자료집3 . KERIS DB ｢ ｣13)에는 기초적이고 성과중심

적인 데이터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 대학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교육의 참모습을 파악, 

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는 결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사대도협이 생산한 년 사대도협 . 2017｢

연구보고서 에는 본 연구자가 앞서 설정한 개 항목에 대한 모든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는 10｣

않지만 년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모습과 한계를 가늠하는데 있어 유용한 데이, 2016

터를 담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이 두 자료에 수록된 관련 통계를 활용하되 본 연구자가 설정. , 

한 개 항목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를 재산출 재분류 재분석하여 년부터 년까지 10 , , , 2008 2016

국내 대학도서관이 시행해온 이용자교육의 대표적인 양상과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대표적 양상과 특징2. 

가 이용자교육의 빈도와 참여율. 

다음 표 는 가 제공하는 년에서 년까지의 이용자교육 관련 통계 중에< 2> KERIS 2008 2016

서 연평균 ‘직접교육 실시횟수’를 활용하여 ‘도서관 당 평균 실시횟수’를 재산출해 놓은 것이

10) 그 중에서  ‘이용자교육’에 관한 통계만을 선별하여 재분석한 후 활용하였다.

11)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여 발간한 이 연구보고서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소속 회원 

교의 사서를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조사는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써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약 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응답자는 명 유효 응답자 명 이2016 9 1 9 28 4 , 255 ( 252 )

었다 수록 통계 중에서 . ‘앞서 설정한 개 항목에 관한 논점 전개10 ’에 필요한 통계만을 선별하여 재분석한 후 

활용하였다.

12) 의 대학도서관 통계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서가 면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KERIS ‘직접교육’으로 명하

고 있다.

13) 이러한 제한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년부터 매년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집 을 2010 ｢ ｣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는 이용자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 ‘분석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대학의 설립주체에 따른 재학생의 이용자교육 참여율”과 “대학의 규모에 따른 재학생의 이용자교육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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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에 나타나듯이 대학도서관이 실시하는 직접교육의 횟수는 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 , 2008

를 보이고 있다.14) 전체 횟수는 물론이고 평균 횟수에 있어서도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이  . 

통계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연평균 약 회의 이용자교, 2016 42

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빈도는 사대도협에서 조사한 . 

통계와는 대조적이다 물론 두 조사의 방법이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사대도협의 통. , 

계에 따르면 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평균적으로 2016 ‘월 회 정도1 ’ 이용자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대도협 ( 2017, 80).

직접교육 실시횟수

전체 도서관수 평균

2008 4,597 164 28.0

2009 9,971 175 57.0

2010 7,280 178 40.9

2011 6,447 181 35.6

2012 7,318 205 35.7

2013 7,049 207 34.1

2014 7,479 205 36.5

2015 7,598 183 41.5

2016 8,153 193 42.2

출처 학술정보통계시스템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재산출: KERIS ( )

표 이용자교육의 직접교육 실시횟수< 2> 

그렇다면 년 현재 주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빈도는 2016 , 1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할까 이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이용자교육이 상대? 

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도서관선진국의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의 데이터는 미국 . < 3>

소속 대학도서관의 관련 통계를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ACRL 15)의 관련 통계와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속 대학도서관들이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평균횟수는 . ACRL 

국내의 주요 대학도서관들이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평균횟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

다 이처럼 표의 데이터는 년 현재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들의 이용자교육은 양적 측면. 2016 , 

에서 북미 소재 주요 대학도서관들의 이용자교육에 비해 약 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1/6

태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4) 표 에 정리한  < 2> ‘직접교육의 실시횟수’에서 년과 년의 데이터는 전후의 변화가 과도할 정도로 급2009 2010

격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사해 보니 당시 통계조사에 참여한 특정 대학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 , 

던 사실을 찾아내었다 의 통계시스템은 . KERIS ‘통계조사에 참여한 대학도서관이 입력한 데이터를 검증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신뢰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15)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은  ‘재학생수 만 명 이상의 상위 개 대학의 도서관2 20 ’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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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학도서관과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실시횟수< 3> ACRL 16)

대학도서관ACRL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

위 도서관의 실시횟수1 연평균 실시횟수 위 도서관의 실시횟수1 연평균 실시횟수

년2010 3,686 990 422 137

년2012 3,148 1,009 503 157

년2013 2,821 1,009 459 160

년2014 3,060 1,024 470 163

년2015 2,875 1,045 335 154

년2016 2,875 1,045 440 182

출처 통계 분석 자료집: KERIS ｢ ｣

이제 우리의 시각을 교육수요자에게로 옮겨보자 표 는 가 제공하는 년에. < 4> KERIS 2008

서 년까지의 이용자교육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2016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의 연평

균 규모와 비율’을 다시 산출해 놓은 것이다 표의 통계에 따르면 년 현재 전체 재학생. , 2016

의 약 가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이용자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13.8% . ,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의 규모와 비율은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2008 , 2016

년에는 년에 비해 참여자 수는 약 배 참여율은 약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2008 1.91 , 1.77 .

 

　

　
교육 참여자수 재학생수 교육 참여율

2008 126,686 1,625,089 7.8

2009 146,252 1,620,434 9.0

2010 166,596 1,548,328 10.8

2011 192,778 1,706,028 11.3

2012 212,280 1,794,049 11.8

2013 228,280 1,810,052 12.6

2014 236,019 1,827,215 12.9

2015 244,837 1,799,457 13.6

2016 242,082 1,756,103 13.8

출처 학술정보통계시스템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재산출: KERIS ( )

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의 규모와 비율< 4> 

나 이용자교육의 종류 내용 형태 그리고 방법. , , 

그렇다면 년부터 년까지의 교육 빈도와 참여율의 증가세를 근거로 2008 2016 “국내 대학도

서관의 이용자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좋을까 아마도 이에 대한 ? 

16) 년도 통계는 가 년도에 통계 분석 자료집 을 미발간한 관계로 누락되어 있다 2011 KERIS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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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형태 내용 방법 그리고 운영주체 등과 같은 , , , ‘교육의 속내’

에 대한 객관적 검증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의 통계자. KERIS

료에는 이용자교육의 속내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러한 항목에 관한 통계가 부재하다 대학도서관. 

의 업무활동에 관한 국가통계시스템에 업무활동의 내역은 차치하고 변화 추이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조차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그나마 사대도협의 보고서에는 비록 . 

년도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지만 대학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교육의 속내를 가늠2016 , 

해 볼 수 있는 관련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논의는 사대도협 보고서의 관련 . 

통계를 본 연구자가 설정한 개 항목에 따라 재분류하고 재산출한 데이터에 근거한다10 .

먼저 표 의 데이터는 사대도협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명 유효 답변 명 사서들, < 5> 255 ( 252 ) 

이 그들의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의 데이터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 , ‘도서관 

오리엔테이션’과 ‘도서관이용교육’ 그리고  ‘서지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 

더해서 근자에 들어서 ‘정보문해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에서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참고문헌 작성 및 서지관리도구 이용법 등(EndNote, RefWroks )’을 강습하

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전체의 를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80% . . ‘논문작성법’이나 ‘연구윤

리교육’ 등 고급 단계의 이용자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전체  

대학도서관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사대도협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년 현. , 2016

재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 내용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다음 이용자교육의 속내를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한 항목인 , ‘교육프로그램의 형태 가령 도( , 

서관 주도의 독립 프로그램 도서관 개설 독립 교과목 타교과목 연계 프로그램 타교과목 통, , , 

합 프로그램 등의 구성 비율 에 관해서는 기존 자료에 부분적인 데이터만 존재한다 구체적으) . 

교육의 종류 교육의 내용 실시비율

오리엔테이션 기본적인 이용교육 대출 반납 홈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안내 등( · , , ) 95.4

도서관이용교육 
온라인목록 이용법

인터넷 정보검색법  웹 학술정보 동향정보 등( , , )
92.8

서지교육 특정 전자정보원 이용법 웹 전자저널 등( DB, , e-Book ) 96.7

정보문해교육 
참고문헌 작성 및 서지관리도구 이용법 등(EndNote, RefWroks ) 80.4

연구윤리 관련 교육 연구윤리 개요 논문표절방지도구 이용법 등( , ) 43.1

기타 
논문작성법 논문작성법 및 관련 도서관 서비스( ) 50.3

프로그램 이용교육 문서작성 통계분석 이미지편집 등( , , ) 15.7

출처 사대도협 연구보고서 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교육의 종류에 따라 재분류: (p.63 )｢ ｣

표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종류와 내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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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개 주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 11 ‘교육프로그램의 형태’에 

관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17) 그에 따르면 년 현재 개 대학도서관 중에서 도서 , 2016 , 11

관 주도의 독립 프로그램 도서관 개설 독립 교과목 타교과목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 

는 대학도서관은 전무하며 개 대학도서관이 , 6 ‘타교과목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 ‘교육프로그램의 방법’에 관한 변화 추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위

한 데이터 또한 의 통계자료는 물론이고 사대도협의 연구보고서에도 관련 데이터는 KERIS

찾아볼 수 없다 단지.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의 통계자료에KERIS

는 ‘온라인교육 참여자수’에 관한 기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양상과 특징을 가늠하기에, 

는 통계수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18)

다 교육프로그램의 주체. 

대학도서관이 운영하는 이용자교육과 관련하여 도서관계는 물론이고 학계의 가장 큰 관심

은 운영주체의 정체성에 쏠려있다 즉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 , 

직업적 가치와 위상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인용한 . , KERIS

의 통계에서는 사서에 의한 ‘직접교육의 횟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표 참조 표의 내용에 (< 2> ), 

따르면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의 통계에는 . KERIS ‘사서 이외의 교육 담당자’에 관한 데이터가 부재하다. 

그러다보니 사서가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사대도협 보고서에 수록된 관련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 

수 있는데 조사에 참여한 대학도서관의 약 가 이용자교육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활용하, 70%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 2016 , 

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라 이용자교육에 대한 사서의 인식. 

그렇다면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용자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교육 ,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의 통계는 ? , KERIS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그것도 간접적인 데이터만을 담고 있다 즉( ) . , ‘직원교육

현황’에 관한 통계를 담고 있는데 그나마 그 내용은 , ‘교내교육’, ‘교외교육’, ‘해외연수’에 참여

17) 실태조사에 포함된 개 대학도서관은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 11 , , , , , 

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이다, , , , , .  

18) 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타 형태의 대학을 제외한 년제 대학도서관의 온라인교육 참가자수는 다음과  KERIS , 4

같다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 2008 48,874 , 2009 126,124 , 2010 124,781 , 2011 233,654 , 2012 226,525 , 

년 명 년 명 년 명 년 명 각주 의 내용 참조2013 225,822 , 2014 218,656 , 2015 217,774 , 2016 188,96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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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과 ‘인원’과 같은 지극히 행정적인 데이터에 불과할 뿐 사서가 어떤 업무역량을 제고, 

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데이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사서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식조사에 참여한 사서의 가 . , 94.8% “정보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아울러 가 . 95.2% “정보문해교육 분야에서 사서의 직무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약 가 , 87.3%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내 정보문해교육 교수법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 “직무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가?”에 대해 “특정 전자정보원의 이용법”을 순위로 꼽고 있어 이용자교육 담당 사서에1 , 

게 가장 필요한 역량을 ‘전자정보원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19) 

마 이용자교육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인식. 

본 연구자가 관심을 둔 마지막 항목은 ‘교육의 대상자인 대학구성원의 기존 교육프로그램

에 대한 반응’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 대상자 혹은 참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 

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필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의 통계조사에는 . KERIS

관련 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유용성이 낮은 , ‘유사 데이터’만

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즉 사대도협의 보고서에는 이용자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 

조사의 결과가 아니라 ‘사서가 생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호응도’를 

간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어서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20) 그런 가운데 동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사서들은 이용자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참고문헌작성법 일반적인 , , 

정보탐색법 논문작성법 특정 전자정보원 이용법 연구윤리 관련 교육 도서관 이용교육의 , , , , 

순으로 교육참가자의 호응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관 이용교육과 같. 

은 이용자교육의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참가자의 호응이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년 현재 대학도서관계가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내재해 있는 본2016 , 

질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정리하면 기존의 통계조사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최근 년 동안의 대학도서관 이용자, 10

교육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자의 시도는 절반의 성취에도 미치지 못하

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정보소스인 . ‘ 의 통계자료KERIS ’가 부실하다보

니 이용자교육의 외형적 양상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으며 그나마 관련 통계자료를 일부나마 , 

포함하고 있는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년의 현황 데이터만 수록되어 있어서 이용자교육의 2016

19) 그 외에 사서들이 직무교육의 내용으로 선호하는 것은  “정보탐색법”, “참고문헌 작성 및 서지관리도구 이용법”, 

“논문작성법”, “연구윤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용교육”의 순서로 나타났다.

20) 사서들은 정보문해교육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사대도협  (71.0%) ( 2017,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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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양상과 추이를 가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사대도협 보고서의 통계는 조사대상. 

이 갖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수집한 데이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마저 안고 

있었다.21) 이렇듯 기존 통계자료가 갖는 한계를 다소나마 넘어서서 년 현재 대학도서 , 2017

관 이용자교육에서 두드러지는 양상과 특징을 세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다음 장부터는 자

체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례 조사를 통해 본 이용자교육. Ⅳ

조사 대상과 방법1.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체적인 조사는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이용자, . 

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개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20 ,22) 두  

번째 조사는 대학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P U .

먼저 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앞서 설정한 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 20 10

용자교육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첫째는 개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이용자교육 업무의 전반: 20

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둘째는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의 . ‘직원소개 및 업무’ 항목을 조 

사하여 이용자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명의 인력을 확인하고22 ,23)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는 개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사서 명의 명단. 20 572

을 이중에는 앞서 언급한 명도 포함되어 있다 확보하고 그들이 평소 ( 22 ) , ‘이용자교육에 대해 

21) 설문조사의 응답자를 분석해 보면 이용자교육을 담당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명으로 전체 응답자 명 의  , 99 (252 )

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교육 경험이 없는 사서의 답변을 전체 답변에 포함하여 관련 데이터를 39.3% . 

분석하다보니 분석결과의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2) 조사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선정 과정에서 본 연구자가 활용한 지표는  ‘교육의 빈도’이었다 이용자교육의 활성. 

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년 현재 활용 가능한 지표 중의 하나는 통계자2017 KERIS 

료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교육 실시횟수’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년부터 . KERIS 2008

년까지 입력된 2016 ‘직접교육 실시횟수’를 세밀히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에 관련 통계를 . 

빠짐없이 입력한 대학도서관을 선별해본 결과 개의 국공립대학도서관과 개의 사립대학도서관을 확인, 25 138

하였고 그들이 년 동안 실시한 , 9 ‘직접교육의 횟수’를 대학도서관별로 합산한 후 그들 중에서 상위 위내에 , 10

포함되는 대학도서관을 설립주체별로 개씩 모두 개를 선정하였다10 , 20 .

23)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첫째 홈페이지에서 . , ‘이용자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업무 담당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도서관이 다수 있었다 둘째 교육 담당자가 명 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누구. , 2 ~3

에게 설문지를 발송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에 해당 대학도서관에 직접 전화하여 담당. 

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편 개 대학 중에서 캠퍼스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 대학은 대학. , 20 2

도서관 이용자교육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각 캠퍼스에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를 포함하였다 이. 

로써 개 사례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로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명이었다2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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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고자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명이 . 136

응답하여 약 의 회수율을 보였다24% .

한편 피교육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24) 

첫 번째 설문조사는 개 사례 대학도서관 중에서 대규모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문헌정보학20

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두 명이 설문조사에 P . 1,429

응답하였으며 학부생은 명 대학원생은 명 이었다 그들 가운데 대, 1,013 (71%), 416 (29%) . P

학도서관이 운영하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명 약 의 설문지573 ( 40%)

를 분석하여 ‘이용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소규모 . 

과학기술특성화 국립대학으로 문헌정보학과가 없는 대학교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U

였다 여명의 재학생 중에서 명 약 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고 그들 가운데 . 1,600 295 ( 18%) , 

이용자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명 약 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95 ( 32%) ‘이용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대표적 양상과 특징2. 

가 이용자교육의 빈도와 참여율. 

표 는 사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과 의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이용< 6> KERIS

자교육 활동과 관련한 기본 데이터 직접교육 횟수 사서수 재학생수 문헌정보학과의 유무 ( , , , 

등 를 수집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의 데이터는 이용자교육의 실시횟수와 관련하여 몇 ) .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앞서 논의했던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평균 . ‘직

접교육 횟수’에 비교할 때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직접교육 횟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이다. 

가령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가장 많은 교육을 실시한 년도의 평균 교육횟수가 회이, 2016 42.2

지만 이 횟수는 사례 대학도서관들이 년부터 년까지 실시한 연평균 교육횟수에도 , 2008 2016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수치이다 그러나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상대적으로 활발해 보이는 교. 

육활동도 앞서 인용한 대학도서관의 교육활동 표 참조 에 비해서는 비교 자체가 ACRL (< 3> )

무색할 정도로 빈약한 상태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 의 통계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지만 국공립대학도서관들의 빈약한 교육활동, < 6>

24)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대한 특히 이용자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 ( )

는데 있어 어려움이 컸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한 학생들. 

의 이메일을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협조를 요청한 대학도서관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생들의 . 

이메일 제공이나 설문지 발송에 매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대학구성원의 이용자교육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 

대한 설문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즉 본 연구자들이 소속한 개 대학도서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 , 2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협조를 받는데도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에는 개인정보보호법( ), 

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를 첨부하여 동의를 표시한 대상자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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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25) 사립대학도서관이 국공립대학도서관보다 이용자교육 활동 

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표의 통계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의 사립대학도서관은 모두 . 10

연평균 최소 회 이상의 직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개의 국공립대학도서관 중에100 10

서 연평균 회 이상의 직접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주목100 4 . 

하였던 대학의 규모26)와 이용자교육의 빈도 사이에서는 특별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며 문헌, 

정보학과의 설치 여부 또한 이용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국내 대학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 분석에서 , ‘재학생의 교육프로그램 참

여율’은 년의 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년에는 에 이르는 것으로 집2008 7.8% 2016 13.8%

계된 바 있다 표 참조 이에 비해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표 에도 나타나듯이(< 4> ). , < 7> , 

년도 국공립대학도서관의 교육 참여율 평균 은 사립대학도서관의 교육 참여율2016 ( ) 17.1%, 

은 평균 로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평균 교육 참여율보다 높은 상태이다 특히 서강대21.9%( ) . , 

학교 도서관이나 이화여대 도서관처럼 년대부터 이용자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학1960

도서관들의 이용자교육 참여율은 월등히 높았다 이에 더해 문헌정보학과의 설치 여부에 따. 

른 교육 참여율의 차이 또한 주목할 만하다 가령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와 같이 문헌정. , , , 

보학과의 설치 역사가 긴 대학의 도서관들이 고려대나 한양대처럼 문헌정보학과가 없는 대학

25) 사립대학도서관들의 교육활동은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대학도서관의 교육활동에 비해 적게는  ACRL 

에서 많게는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에 비해 적게는 에서 1/2 1/6 . ACRL 1/4

많게는 에 불과한 실정이다1/23 .

26) 대학의 규모별 구분은 가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집 에서 사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KERIS . , � �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수 명 이상 중규모 대학은 재학생수 명 이상 명 미만 소규모 대학10,000 , 5,000 ~10,000 , 

은 재학생수 명 미만이다5,000 .

순

위

국공립대학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대학명
직접교육

횟수
사서수 재학생수

문헌정보

학과
대학명

직접교육

횟수
사서수 재학생수

문헌정보

학과

1 서울대 259 105 27,253 × 연세대 383 79 38,419 ○

2 부산대 185 46 29,591 ○ 고려대 294 61 37,270 ×

3 전남대 122 37 26,642 ○ 이화여대 253 53 21,587 ○

4 전북대 115 32 22,799 ○ 성균관대 217 51 26,320 ○

5 충남대 78 31 24,561 ○ 경희대 195 47 31,924 ×

6 교원대 77 12  5,714 × 한양대 163 48 33,973 ×

7 인천대 63 10 12,829 ○ 가톨릭대 136 22 11,060 ×

8 경북대 59 51 30,171 ○ 울산대 125 24 15,579 ×

9 안동대 50 12  6,582 × 상명대 125 18 14,540 ○

10 부경대 4 4 20 19,539 × 서강대 117 24 11,849 ×

출처 학술정보시스템 개 사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KERIS & 20

표 사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관련 현황 년 년의 연평균 수치< 6> (2008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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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서관들에 비해 교육 참여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 

낮은 국공립대학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말이다.

나 이용자교육의 종류 내용 형태 그리고 방법. , ,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용자교육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

지만 본 연구자는 개 사례 대학도서관들이 과거 시행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 20

그램을 개별 홈페이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직접 분석하였다 먼저 표 의 내용은 . , < 8>

개 사례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접20

속한 홈페이지의 ‘이용자교육 안내’ 항목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 . 

는 것처럼, ‘이용자교육 안내’ 항목에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사례 대학도서관이 운영하는 이용 

자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례 대학. 

도서관들이 실제로 운영해온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는 ‘이용자교육 안내’ 항 

목이 아니라 별도의 메뉴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을 위한 . , ‘교육신청’ 메뉴에는  

교육을 완료한 이용자교육 프로그램들이 누적되어 보관되어 있었다.27) 표 는 개 사례  < 9> 20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교육신청’ 메뉴에 누적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비교적 상세한 서울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27) 도서관에 따라 ‘교육신청’ 메뉴에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교육프로그램들이 누적되어 있었다 .

순위

국공립대학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대학명
직접교육 

참여자수
재학생수

교육 

참여율
대학명

직접교육 

참여자수
재학생수

교육 

참여율

1 서울대 5,498 28,630 19.2 연세대 11,224 39,152 28.7

2 부산대 8,301 29,618 28.0 고려대 3,581 37,308 9.6

3 전남대 2,765 24,944 11.1 이화여대 7,088 21,552 32.9

4 전북대 4,738 22,932 20.7 성균관대 6,256 26,654 23.5

5 충남대 3,280 24,200 13.6 경희대 7,581 33,327 22.7

6 교원대 1,814 5,709 31.8 한양대 3,105 33,065 9.4

7 인천대 996 13,822 7.2 가톨릭대 2,816 10,881 25.9

8 경북대 4,961 30,296 16.4 울산대 2,561 14,544 17.6

9 안동대 1,386 7,057 19.6 상명대 3,903 14,952 26.1

10 부경대 1,721 19,811 8.7 서강대 4,903 11,174 43.9

합계 35,460 207,019 17.1 합계 53,018 242,609 21.9

출처 학술정보통계시스템: KERIS 

표 사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참여율 년< 7>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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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안내’의 내용

국공립

서울대학교
정기교육 출장교육 강의지원포함( ) ① ②

논문작성 학내 연구자의 논문작성 맞춤 교육Basic( 1:1 )③

전북대학교 도서관 이용교육 주제별 맞춤형 이용교육 이용교육 외국인 도서관이용교육EndNote ① ② ③ ④

인천대학교 학술정보 활용교육 전자정보 이용교육 도서관 오리엔테이션① ② ③

경북대학교 교육 도서관 이용교육Web-DB① ②

부경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술 이용교육Web DB① ②

사립

연세대학교 도서관 이용교육 학술정보활용교육 수업지원교육 논문작성 및 투고 교육 공개특강, , ① ② ③ ④

고려대학교 학술 서지관리 멀티미디어 일반DB ① ② ③ ④

경희대학교28)

학부생 정기교육 대학원생 논문자료조사법① ②

외국인학생 이용교육 정기 교육 후마니타스 강의연계 교육 기타 신임 교원 DB ( OT, ③ ④ ⑤ ⑥

대학원 신입생 OT)

서강대학교 정규교육 특강 학술 수업연계교육 소규모그룹교육( , DB) ① ② ③

표 사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 8> ‘이용자교육 안내’ 항목의 내용

대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명

서울대학교29)

대학원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Library Orient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 Scholars

국내 학술정보 검색

구글스칼라 분 교육30

국내외 학위논문 검색DB 

급 논문과 저널 활용방법SCI

전문학술지로 시작하는 선행연구조사 파워 활용(SCIE/SSCI/AHCI )

한중일 활용법DB 

활용법KCI 

국가통계의 활용

특허실용 정보검색 및 특허정보를 활용한 특허맵

내 논문에 날개달기

논문 제대로 쓰기 전문가특강( )

미소장자료 입수방법

연구노트의 올바른 작성 및 활용 등

표 서울대학도서관 홈페이지의 < 9> ‘교육신청’ 메뉴에서 발췌한 교육프로그램

두 표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례 대학도서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  ,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은 사대도협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교육. , 

프로그램의 종류에 있어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도서관이용교육 그리고 서지 교육은 , , , DB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대도. 

28)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했다 이에 이용자교육 담당사서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 . 

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29)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교육프로그램 목록의 일부이다 2017 3 201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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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주제별 학술정보원 의 이용법과 서지관리도구의 사용법에 (DB)

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의 형태에 있어서는 사대도협 보고서의 내용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30) 물론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처럼 사례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운용 ,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는 ‘도서관 주도의 독립 강좌’이었지만 개 중에서 개 대학도, 20 19

서관이 ‘타교과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그들만의 특징으로 부각되었다.31) 

한편 기존의 통계자료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 ‘교육프로그램의 방

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례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교. 

육프로그램에서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 곳이 가장 많았다 사례 대학도서관의 30~50% . 

약 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며 약 는 실습용 컴82% , 68%

퓨터 등을 독자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있다 비율( ) 없다 비율( )

전용 교육공간 81.9 18.1

실습용 컴퓨터 68.2 31.8

표 사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전용 공간과 실습용 컴퓨터 비치 현황< 10> 

이용자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항목은 ‘온라인 교육의 제

공 여부와 내용’이었지만 기존의 통계자료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사례조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 . 

대학도서관들의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온라인 이용자교육의 제공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였는

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통적인 의미의 도서관이용교육 즉 도서관 시설과 장비 그리고 장서, ( , 

의 이용법 등 을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오직 상명대도) . 

서관만이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이외의 나머지 도서관들에서는 외부의 전자정보원 업체들이 제작. 

하여 공급하는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나 학술 이용법에 관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DB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내용도 방법도 부실한 상태에 머. 

물러 있었다. 

30) 표에는 부재하지만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담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 

31) 구체적으로 학부 신입생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교육 형태가 보편적이었는데 , 

가령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년부터 도서관 자체의 이용법 강좌를 운영하기보다 학부 신입생의 필수과목, 2002

인 ‘글쓰기’ 강좌에 연계하여 강좌마다 시간씩의 도서관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도서관 또한  2 . 

학부생의 필수과목인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도서관이용교육을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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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프로그램의 주체. 

앞서 논의한 사대도협의 연구보고서는 국내 대학도서관 중에서 이용자교육을 위해 ‘외부강

사’를 활용하는 도서관의 비율이 거의 에 육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례로 선70% . 

정한 개 주요 20 대학도서관의 실태는 어떠할까 조사에 참여한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서가 직접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담< 11>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 

있는 비율은 약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20% .32) 이처럼 이용자교육이 활발한 주요 대학도서관 

일수록 사서에 의한 직접교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이용자교육에 사서가 직접 참여 21(95.5) 10(100.0) 11(91.7)

이용자교육에 외부 인력을 활용 20(90.9) 10(100.0) 10(83.3)

표 이용자교육을 위한 사서와 외부강사의 활용 현황 사례조사< 11> ( )

그러나 이러한 추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불과한 교육 전담 사서가 어떻게 대부

분의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직접교육’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

는다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표 의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 사례 대학도서관들의 경. < 12> . 

우 교육전담 사서 이외에도 다수의 일반사서들이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의 데이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도서관의 규모 그리고 사서의 수 에 . , ( )

32) 이에 비해 앞서 인용한 사대도협 보고서에는 이용자교육에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만  

있고 시행하는 전체 교육 가운데 몇 퍼센트를 외부 인력이 맡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부재하다, .

33) 사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사서의 수를 직접 기술한 것이다 .

표 이용자교육에 참여하는 일반사서의 수< 12> 33)

참여 사서수
전체 국공립 사립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0 3(13.6) 2(20.0) 1(8.3)

1 3(13.6) 2(20.0) 1(8.3)

2 4(18.2) 1(10.0) 3(25.0)

3 2(9.1) 0(0.0) 2(16.7)

4 4(18.2) 2(20.0) 2(16.7)

5 2(9.1) 0(0.0) 2(16.7)

6 1(4.8) 1(10.0) 0(0.0)

7 1(4.8) 1(10.0) 0(0.0)

12 1(4.8) 0(0.0) 1(8.3)

20 1(4.8) 1(10.0) 0(0.0)

합계 22(100.0) 10(100.0)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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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명의 일반 사서들이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2~5

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개의 대학도서관에서는 명이 넘는 일반사서가 이용자교육 프. , 2 10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용자교육에 대한 사서의 인식. 

이 항목과 관련하여 사례조사에 참여한 사서의 거의 모두가 가 (96.3%) “대학도서관에서 이

용자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대도협의 설문조, 

사에 참여했던 사서의 가 94.8% “이용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

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가 . 71.3% “도서관에 재직

하는 동안에 업무 담당자 또는 강사로서 이용자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약 , 67%

가 “향후에도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한 답변과 맥락을 같

이 한다 이처럼 사례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학도서관의 핵심 서비스로서 그리고 그들의 핵. 

심 업무로서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고서비스 분야의 주요 교재에 따르면 교수전략과 방법에 능숙하고 지도에 대한 다, 

양한 접근법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사서가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성공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고 기술하고 있다 장혜란 그렇다면 사례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교육 업무를 수( 2014). 

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을까 표 의 데이터는 이 질의에 대한 ? < 13>

사례 도서관 사서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즉 그들이 교육 담당 사서로서 갖추어야 . ,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정보자료에 대한 지식’이었으며 그에 더해서 , ‘교육프로

그램의 기획력’과 ‘강의를 위한 소통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에 비해 . ‘교육이

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서는 소수에 불과하여 교육의 이론적인 요소보다

는 실무적인 요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34)

34) 사서들의 이러한 인식은 년에 발표된 이제환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밝혀낸 바 있다 즉 2011 . ,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려면 자신의 역량을 보완하는 것이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능력”, “정보자료에 대

한 지식” 그리고 , “강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자에게 . 

필요한 “교육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지식”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인 사서는 극히 소수에 불과

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이용자교육을 , ‘교육 활동’으로 보다는 ‘교습 행위’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

다” 이제환 ( 2011, 21).

업무 역량 순위1 순위2 순의 3 순위4 종합순위

교육프로그램 기획력 17.6 34.6 34.6 13.2 2

정보자료에 대한 지식 45.7 25.7 17.6 11.0 1

강의를 위한 소통 능력 31.6 33.1 27.9 7.4 3

교육이론에 대한 지식 5.1 6.6 19.9 68.4 4

표 교육자로서의 사서 역량에 대한 인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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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의문은 교육 담당 사서들은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필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표 의 데이터는 이러한 의문에 대. < 14>

한 답변을 제공한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사서들 중에서 이용자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 “문

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에 불과하였으며18% , “도서관

계의 직무교육에서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약 에 불과하였다 특히37% . , “학교

와 현장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에 달하여 교육 담당 사서의 거의 45% , 

절반이 이용자교육의 기획과 실행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조차 없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답변 내용 비율(%)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다  17.9

도서관계의 직무교육에서 배운 적이 있다  37.1

학교와 현장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  45.0

합계 100.0

표 이용자교육 업무를 위한 전문 교육과 훈련 경험< 14> 

나아가 사서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과의 정규교육과정이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육 

업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더니 절반을 넘는 약 , 

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표 에 나타나듯이55% . < 15> ,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약 에 불과할 정도로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의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17%

압도적으로 많았다. 

답변 내용 빈도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5 11.0

그렇지 않다 60 44.1

보통이다 38 27.9

그렇다 18 13.2

매우 그렇다 5 3.7

합계 136 100

표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의 유용성 평가< 15>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그들의 답변이 ‘부정적인’ 이유로  “강좌의 내용이 이론적이어

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더불어 . “관련 강좌가 전혀 

없거나 개설되지 않았다”라는 답변과 “담당 교수의 전문성이 부족하였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

다 표 참조 이처럼 관련 강좌의 부족 강좌의 내용적 한계 그리고 전공 교수의 부족 (< 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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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의 한계이자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답변 내용 비율 순위

강좌가 이론 위주로 활용성이 부족하였다 48.5 1

관련 강좌가 전혀 없거나 개설되지 않았다 35.0 2

담당 교수의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14.6 3

기타 1.94 4

표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정의 유용성에 관한 부정적 평가 이유< 16> 

그들은 또한 교육 담당 사서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용자교육 관련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학도서관계는 물론이고 도서관계 전체 차원에서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되 교육 담당 사서에 대한 이용, 

자교육 직무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규모가 작고 사서가 적은 . 

대학도서관에서는 직무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한계를 적, 

극적으로 고려한 직무교육 정책과 훈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 이용자교육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인식. 

표 과 표 의 데이터는 앞서 조사방법에서도 밝혔듯이 대학의 학부생들과 대< 17> < 18> , , P U

학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참여했던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

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해 놓은 내용이다.

대학P 대학U 

답변 내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다 72 12.6 1 1.05

그저 그렇다 264 46.2 34 35.79

있다 236 41.3 60 63.16

전체 572 100.0 95 100

표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추천 의향< 17> 

표 의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들이 받았던 이용자교육< 17> , 

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대학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 약 와 . ( 41% 63%)

이 부정적인 답변 약 와 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들 대학도서관의 교육프로그( 13% 1%)

램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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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약 와 에 이르는 점은 두 대학도서관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녹녹46% 36%

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35) 그렇다면 약 와 에 이르는  46% 36% ‘관망 그룹’과 약 

와 에 이르는 13% 1% ‘불만 그룹’은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갖고 있? 

는 아쉬움의 실체를 정리해 놓은 표 의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표의 < 18> .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가장 큰 아쉬움은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그 뒤를 이. 

어 교육프로그램의 방법과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36) 이처럼 비록 특정  

대학도서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불과하지만 이 결과는 대학도서관들이 그들이 ,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무엇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에 관한 단초를 제공한다. 

대학P 대학U 

항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로그램의 내용 144 35.0 13 37.1

프로그램의 방법 122 29.7 7 20.0

프로그램의 강사 28 6.8 0 0.0

프로그램의 시간 95 23.1 12 34.3

프로그램의 환경 22 5.4 3 8.6

전체 411 100.0 35 100

표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서 아쉬운 항목 복수응답< 18> ( )

결론. 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용, 

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현장 사서들이 활용할만한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은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의 근저에는 현장 사서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려면 국내 대학도서관의 환경적 요소와 실무적 변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이. 

35) 개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사대도협의 조사에서 사서들이 응 2

답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논의했던 사대도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그들. , 

이 제공하는 ‘정보활용교육’에 대해 교육 참여자의 가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각주 참고71% .( 20 )

36)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사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대학도서관의 경우에 교육 , 

전담 사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실습 장비를 갖춘 전용 강의실을 이미 구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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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교육이 발전해온 과정과 특징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면서 이용자교육에서 드러나는 특징

과 한계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논의를 위해 기존하는 관련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서는 개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삼아서 홈페이지에 대20

한 조사와 교육주체 사서 와 교육대상자 학생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 ) ( )

다 이 과정에서 논의의 초점은 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에서 두드러지. 2017 , 

는 외형적 속성과 내면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두었다 구체적으로 외형적 속성에서는 이용자. , 

교육의 빈도와 참여율 이용자교육의 종류와 주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온라, , 

인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내용적 실태에서는 이용자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 대학도서관 사서 의 인식과 교육대상자 대학생과 대학원생 의 인식 등에 대해 중점적( ) ( )

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 밝혀낸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특징과 한계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교육의 빈도와 참여율은 사서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 , 

가하고 있어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 

있었다 둘째 이용자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기본적인 오리. , 

엔테이션과 자료이용교육을 넘어 주요 서지 에 대한 검색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어서 국내 DB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였다 셋째 이용자교육 전담 사서들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 , 

는 가운데 일반 사서들의 이용자교육 참여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대학, . , 

도서관 사서들은 현행 이용자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지금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 

조사에 참여한 사서의 약 는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있음을 피력67%

할 정도로 이용자교육에 대해 관심이 컸다 여섯째 이용자교육을 위한 업무역량으로 사서들. , 

은 이론적인 요소보다는 실무적인 요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동일한 맥락. 

에서 사서들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도서관계의 직무교육에서도 현장 적용이 가능한 체계

적인 실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직무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 

이용자교육에 대한 피교육자의 평가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피력하여서 사서들의 긍정적인 인식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한계와 보완점을 내포,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교육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소수의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 

삼아서 한정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특히 이용자교육의 대상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극히 일, 

부 대학에 조사를 한정하다보니 국내 대학도서관계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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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전반적인 추이와 현황 그리고 특징은 기존의 이용자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 

사서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의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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