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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의 목 은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국내 

학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인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황에 해 분석하 고, K 학교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 다.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도서 의 다국어 홈페이지, 다국어 

공지, 외국인 이용자 담사서, 다국어 이용교육에 한 황을 살펴보았다. 한 K 학교 도서 의 외국인 담 사서를 

통한 정보서비스, 외국인 이용자 교육, 외국인 용공간, 외국인 상 로그램 실시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의 인터뷰를 통한 운 효과를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다국어 서비스 제공’, ‘학습․연구지원 서비스 확 ’, ‘특성화 서비스 제공’, ‘독서  문화 로그램 지원 서비스’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실제 인 개선 방안으로 ‘ 담사서 배치를 통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 맞춤형 이용자교육 실시’, ‘외국인 

특성화 서비스 개발’, ‘도서  비교과 로그램 지원’을 제시하 다.

주제어: 학도서 , 외국인 서비스, 다국어 서비스, 학습지원 서비스, 연구지원 서비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ways to improve academic library’s services for foreign us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d foreign user services of the libraries of universities which have 

more than 1,000 foreign students and also examined the K university library’s foreign user services. And 

this research classified the information services for foreign users into four types, which are multilingual 

library homepage, multilingual notices, librarian dedicated to foreigners and multilingual user education. 

This study analysed the information services of a librarian dedicated to foreigners, user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library space for foreigners and specialized programs for foreign users and also examined 

the user education satisfactory survey of the K university library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foreign students and faculties of the K university to figure out the effect of foreign user services. As a 

result, this research suggests ‘providing multilingual service through positioning a librarian for foreign 

users’, ‘study and research support services through customized user education’, ‘developing specialized 

service’ and ‘supporting extracurricular program by academic library’ as the practical ways to improve 

academic library’s services for foreign users.

KEYWORDS : Academic Library, Foreign User Services, Multilingual Service, Study Support Service, Research 

Suppor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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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 과 방법

 사회에서 학은 지성이 모이는 장이며, 사회에 사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 이다. 학은 각 분야에서 학생과 학원생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  문인이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하며, 이를 한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 와 같이 

지구  시 에서 학의 역할 에 자국의 인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진학하는 유학생을 받아서 

교육하는 역할이 차 증 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국내 학에 유학하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황을 

보면, 2003년에 12,314명이었는데, 2010년에 83,842명, 2019년에는 160,165명으로 늘어났다(한국

교육개발원, 교육부 2019).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응하면서, 국내 학에 진학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교육부의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Study Korea 2020 Project를 통해 외국

인 유학생 유치․확 를 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학의 조직 에

서 외국인 학생 유치․지원과 련된 부서의 역할이 폭 증가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서 제 로 교육하지 못하고 한국 학생들과의 갈등만 키우는 등 국내 

학의 한계도 노정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고 사후 리를 제 로 하지 못하는 

학에 한 비 도 늘어나고 있다( 앙일보 2019). 한 한국생활에 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락하여 그 수가 2018년에 약 1만 3천명

으로 14%에 달하고 있다( 학  2019).

이러한 상황에서 학내 기본시설로서 학도서 이 외국인 학생의 학습․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증 할 필요가 있다.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는 UN의 지속가능한 발  목표에 부응하면서 ‘도서 은 정보에 

한 평등한 근, 표 의 자유, 모든 사람들에게 안 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IFLA 2020), IFLA/UNESCO의 다문화 도서  선언에

서도 “도서 은 사회구성원들의 문화 , 언어  다양성을 존 하고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 듯이(IFLA/UNESCO 2012), 도서 은 언어, 인종, 민족, 문화  배경 등에 차

별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하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학도서 은 학에

서 이용자의 학습․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 늘어나는 

외국인 이용자를 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학도서  시범평가 항목  도서  이용 활성화를 한 홍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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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홍보시 이 언어 용 유무)에 한 조사 결과, 4년제 학 도서  203개   98개

(48.3%)만이 홍보 매체에 한국어 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 학 

도서  383개 으로 보면 115개 (30%)만이 사용하여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는 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학도서  평가에서는 ‘포용서비스( 역 3.1.3.)’

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을 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어 국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에 한 개선이 차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 은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와 련되는 선행연구를 살펴

보고, 사례로 K 학교 도서 을 선정하여 이 도서 이 제공하는 외국인 서비스  로그램에 

하여 분석하 고, 이용자 상 만족도조사에 한 분석을 하 다. 

2. 선행연구 

이 실, 황동렬(2007)은 외국인 유학생 상 도서  이용교육에 한 연구를 하 다. 이 연구는 증가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한 도서  이용교육 로그램의 설계에 도움이 되는 

기 자료를 제공하 다.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인 학생에게 실시하는 동일한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

여 효과와 만족도를 측정하 으며, 외국인 학생을 한 정보이용교육이 필수 임을 강조하 다. 

남 , 김규환, 최성은(2010)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도서 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도서 불안

에 해 연구하 다. 외국인 유학생 이용자를 상으로 도서 불안척도를 이용하여 성별, 학년, 

도서 이용교육, 도서  이용빈도, 문화  이질감과의 계성에 해 분석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의 특성을 반 한 도서  교육내용 설계  도서  이용 증진을 한 마 과 홍보 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장익 (2012)은 외국인 유학생 상 도서  이용교육에 하여 연구하 다. 국내 학생 상 

이용자교육 로그램을 외국인 학생에게 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외국인 유학생 련 부서와의 력, 

외국인 학생을 한 도서  이용안내 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 다. 

Nzivo and Chuanfu(2013)는 국의 학 도서 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식에 해 분석

하 다. 외국인 유학생이 언어  측면에서 도서 서비스의 장애요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서의 어능력보유, 어로 된 자자원 확보 등이 필요함을 지 하 다. 

Shao et al.(2013)은 미국 학 도서 에 한 국인 유학생의 만족도를 분석하 다. 학도서

에서 유학생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 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다문화

서비스에 한 배경지식을 갖춘 사서를 채용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  연구진을 한 서비스에 

도움이 되고, 다국어 가이드, 리에종서비스 등이 외국인 유학생이 도서 을 이용하는 데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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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다고 하 다.

박은명, 이정규, 오동근(2015)은 구․경북 학도서 의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의 황과 실태

를 분석하 다. 구․경북 5개 학에 아시아권 학생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도서  홈페이지, 

안내 서비스 등에서 한국어와 어 이외의 언어지원이 미흡한 을 지 하고, 맞춤형 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정경희, 김 순(2018)은 수도권 지역의 A 학에서 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한 질  연구를 하 다. 학습과 연구를 한 핵심 교육시설인 학도서 에서 논문 검색 시 

비용지불 문제, 정보이용 서비스  정기 인 정보교육 로그램에 한 안내 부재를 지 하 다. 

이 연구는 논문  리포트 작성을 한 학술DB 특강, 정보이용교육 등 외국인 유학생을 한 

도서 의 학업지원 방안을 모색하 다. 

유지윤, 정동열(2020)은 도서 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자를 학생, 교원,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다각 으로 도서 불안을 분석했다. 외국인 이용자를 한 번역서비스, 도서  이용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도서 불안 완화․해소, 외국인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외국인 교원의 연구경쟁

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 다. 

최근까지 선행연구로 학도서  서비스에 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인식, 만족도 등을 측정하

기 한 양 ․질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도서 불안 척도를 측정하여 도서 불안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 있었다. 

Bostick(1992)가 개발한 도서 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 LAS)와 박 , 남태우(2006)

의 국내 학도서  이용자의 도서 불안을 측정한 한국형 도서 불안척도(Korean Library Anxiety 

Scale, K-LAS)를 활용하여 도서 불안척도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에서는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도서  맞춤형 서비스, 외국인 담 사서의 

배치, 번역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 제시에서 공통 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의 황과 

구체 인 문제를 악할 수 있는 실증 인 사례에 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외국인 유학생 상 

로그램, 이용교육, 맞춤형 서비스 등에 한 심층  사례 조사는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

스의 개선에 실질 인 도움이 될 것이다. 

Ⅱ.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황

여기에서는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황에 해 살펴보았다. 2019년 기  국내 4년제 

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학부생) 수는 111,645명인데, 외국인 유학생 수 기  상  15% 

학의 유학생 수가 67,727명으로 체 외국인 유학생의 반 이상이다. 따라서 국내 학도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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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비스 황을 개 으로 알아보기 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35개 학도서

의 황을 분석하 다. 

이를 해 각 학도서  홈페이지를 분석하 으며 다국어 홈페이지, 다국어 공지․안내문, 

외국인 담당 사서 배치, 다국어 이용교육 황을 살펴보았다. 다국어 홈페이지의 경우 35개교  

33개교(94.3%)에서 구축하고 있었으며 어가 가장 많았고, 국어, 베트남어로 구축된 홈페이지

가 있었다. 다국어 홈페이지에서 공지문  안내사항을 주기 으로 업데이트하는 곳은 35개교 

 7개교(20.0%)로 조한 수 이었다. 다수의 학에서는 한국어 홈페이지 공지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다국어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 기본 인 도서  개   

변경 안내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담 사서 배치와 련해서는 

35개교  6개교(17.1%)만이 도서  조직  직원소개에 안내하고 있었다. 다국어 이용교육은 

35개교  12개교(34.35)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 사서가 도서 교육  정보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업체에서 어, 국어 등 다국어로 구독자원에 한 교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듯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는 주로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비정기  이용교육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

이다. <표 1>은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황을 나타낸 것이다.

순번 학교명
외국인 

유학생 수(명)*

외국인 서비스 황

다국어

홈페이지
다국어 공지 담 사서**

다국어

이용교육

1 경희 4,727 ○ ○

2 성균 4,189 ○ ○ ○ ○

3 고려 4,184 ○ ○

4 연세 3,322 ○ ○ ○ ○

5 앙 2,914 ○ ○

6 한국외국어 2,666 ○

7 한양 2,638 ○ ○ ○ ○

8 동국 2,511 ○

9 국민 2,423 ○

10 서강 2,346 ○

11 우송 2,172 ○

12 건국 2,157 ○

13 인천 1,940 ○

<표 1> 국내 학 도서  외국인 서비스 황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 3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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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듯, 국내 학도서 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로그

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 국내 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가 등으로 

국내 학에 외국인 유학생은 차 늘어날 것으로 망되지만, 이에 한 실질 인 서비스의 부재

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만족과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K 학교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사례에 한 분석을 통하여, 학도서 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순번 학교명
외국인 

유학생 수(명)*

외국인 서비스 황

다국어

홈페이지
다국어 공지 담 사서**

다국어

이용교육

14 선문 1,773 ○

15 이화여자 1,743 ○ ○

16 세종 1,679 ○

17 상명 1,676 ○

18 인하 1,635 ○ ○ ○ ○

19 숭실 1,592 ○

20 경성 1,562 ○ ○ ○ ○

21 홍익 1,489 ○

22 남 1,385 ○

23 구 1,305 ○

24 계명 1,262 ○

25 남 1,231 ○

26 부경 1,213 ○

27 명지 1,196 ○

28 주 1,180

29 서울 1,146 ○ ○ ○ ○

30 우석 1,128 ○

31 가천 1,123 ○

32 부산 1,080 ○ ○ ○

33 경북 1,068 ○ ○

34 호남 1,054

35 북 1,018 ○

합계 67,727 33(94.3%) 7(20.0%) 6(17.1%) 12(34.3%)

 *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학부생을 기 으로 함

** 담사서 배치 유무는 도서  홈페이지 조직  업무분장 표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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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 학교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운  사례

1. 외국인 유학생 황

K 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학부생)이 2019년 기  1,562명으로 체 학부생 12,883명 비 

12.1%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 546명이었던 외국인 학생 수가 2018년 1,450명, 

2019년 1,562명으로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4년제 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 수의 평균이 학교당 545명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이다. K 학교에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은 이유는 K 학교에서 학 과정을 어트랙  한국어트랙으로 개설하여 많은 외국인 학생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한국어트랙은  학과에서 외국인이 한국인과 함께 수업을 듣는 형태이며, 

어트랙은 특정학과에서 학 과정이 어로만 진행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학생의 

양  증가세에 비해 질  서비스는 제 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인 학생 상 교육만족

도조사1) 결과 외국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비교과 로그램에 한 만족도가 3.6 (5  만 )으로 

조하 으며, 학습활동 지원 등의 질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학생 련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로그램이 조하고, 외국인 학생에게 합한 교양 과목이나 

로그램이 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2>는 2019년 기  K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황이다. 외국인 유학생  학 과정은 어

트랙, 한국어트랙 학생을 지칭하며 이들은 정규 교육과정 후 학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다. 

연수과정은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구분한다. 

구분 학 과정
비학 과정

합계
어학연수 교환학생 기타연수

학부생 776 735 49 2 1,562

학원생 92 0 0 0 92

합계 868 735 49 2 1,654

<표 2> K 학교 외국인 유학생 황(2019년 기 )
단 : 명

2.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황

K 학교 도서  이용규정은 학 과정  비학 과정(교환학생) 외국인 유학생에게 도서 출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일반 학생과 동일하다. 비학 과정(어학연수  기타연수)의 외국인 유학생

 1) 2019년 외국인 유학생 교육만족도조사(기간: 2019. 5. 20. ~ 7. 10. 응답자 수: 7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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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담당부서와 도서 의 사 의를 거쳐 도서  출입  자료열람만 가능하다. 따라서 K 학교 

도서 에서는 학 과정 학생  ‘ 어트랙’ 외국인 이용자를 한 문 서비스를 강화하 다. 한국

어트랙 학생의 경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에 다수의 교육  안내를 한국인 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 다. 그러나 어만 구사할 수 있는 어트랙 학생에게는 도서  이용교육, 학술정보 활용

교육, 도서  로그램  이벤트 지원, 다국어 서비스 등이 필요하 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고 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로그램을 개선하고, 외국인 이용자와의 지속

인 소통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K 학교 도서 에서 실시한 외국인 

서비스 황이다. 

가. 다국어 서비스

K 학교 도서 은 2018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증하기 시작하면서(2017년 비 165% 증가) 

외국인 유학생을 한 도서  서비스를 본격 으로 실시하 다. 먼  외국인 유학생을 한 다국어 

서비스를 실시하 다. 외국인 유학생 담사서를 배치하여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참고질의에 

응답하 으며, 각종 공지문을 어로 번역하여 신입생  재학생의 정보 달에 불편함을 해소시

켰다. 어트랙 학생들이 언어  한계로 도서  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담사서에 한 

안내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  출입과 이용은 에 띄게 증가하 다. 특히 외국인 학원생들을 

하여 참고질의 해결에서부터 연구 상담까지 실시하여 이들의 도서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2018년부터 도서  문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실시하 고 2019년 하계방학  시범운 을 거쳐 

2019년 2학기부터 본격 으로 문 홈페이지를 오 하 다. 문 홈페이지 운 을 통해 기존의 

자료검색  기타 서비스 근에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며, 공지사항  안내사항을 문으로 번역

하여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림 1>은 문 홈페이지 오 과 련된 홍보자료이다.

<그림 1> 도서  문 홈페이지 오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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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한 다국어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도서  출데스

크, 층별 자료실 입구에 도서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다국어 리 릿( 문, 문)을 비치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도서 의 주요 학습시설인 스터

디룸, 열람실 등에 문 이용 매뉴얼을 부착하여 외국인 학생의 이용을 돕고 있다. 

나. 도서  이용교육

K 학교 도서 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 도서  이용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3>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외국인 유학생을 한 도서  이용교육 운  황이다. 

순번 이용교육 유형 운 일자 참여 상 횟수 참여인원

1 2018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2018. 2. 20. 신입생 1회 142명

2 2018년 1학기 이용교육 2018. 3. 5. ~ 14. 학부생 11회 194명

3 2018년 1학기 이용교육 2018. 5. 2. ~ 9. 학부생 5회 113명

4 2018년 2학기 오리엔테이션 2018. 8. 30. 신입생 1회 41명

5 2018년 2학기 이용교육 2018. 9. 5. ~ 13. 학부생 4회 107명

6 2018년 2학기 이용교육 2018. 11. 13. ~ 15. 학부생 2회 20명

7 2018년 2학기 정보활용교육 2018. 11. 21. 학원생 1회 9명

8 2019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2019. 2. 27. 신입생 1회 88명

9 2019년 1학기 이용교육 2019. 3. 7. ~ 9. 학부생 4회 98명

10 2019년 1학기 정보활용교육 2019. 3. 29. ~ 5. ８. 학원생 2회 12명

11 2019년 2학기 오리엔테이션 2019. 8. 27. 학부생 1회 28명

12 2019년 2학기 교원 세미나 2019. 8. 29. 교원 1회 31명

13 2019년 2학기 이용교육 2019. 9. 2. ~ 3. 학부생 2회 35명

14 2019년 2학기 정보활용교육 2019. 9. 23. 학원생 1회 6명

15 2019년 2학기 정보활용교육 2019. 11. 7. 학부생(고학년) 2회 24명

<표 3> 2018-2019년 외국인 유학생  교원 상 이용교육 황

연도별 도서 교육 횟수  참가자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25회, 626명이 참가했으며, 2019년

에는 14회, 322명이 참가했다. 2018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어트랙(진행언어: 어) 학생, 한국어

트랙(진행언어: 한국어) 학생 상으로 모두 진행했지만, 2019년에는 어트랙 학생만 진행하 고, 

컴퓨터 실습을 통한 정보활용교육 주로 실시하 다. 한국어트랙 외국인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에, 한국학생 상 이용교육 시간에 함께 진행하 다. 외국인 이용교육은 학부생, 학원생, 

교원을 상으로 도서  이용안내, 도서  투어, 정보활용교육 등으로 진행하 다. 방학 에는 

외국인 유학생 담당 국제학생지원 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도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 다. 학기 에는 외국인 유학생 상 강의를 하는 교원과 업하여 도서  이용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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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했다. 공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도서  투어  이용안내를 하고, 수업자료 시  교재 

리스트를 배부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 다. 

<표 3>에서와 같이, 참여 상 별로 이용교육의 유형이 다르게 설정되었다. 신입생  학부생(4학기 

이하) 상으로는 도서  출입, 자료 검색  출, 시설 안내 등의 반 인 도서  교육을 실시

하고, 학부생(5학기 이상), 학원생 상으로는 논문  리포트 작성을 한 자료검색, 해외DB 

검색법 등을 교육하 다. 특히 RefWorks를 활용한 참고문헌 리 도구 안내교육은 학원생  

담당 교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정보활용교육은 컴퓨터 실습으로 진행하 으며, 담당교원의 

조로 공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하 다. 외국인 교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육 에 

교원이 학부생(5학기 이상), 학원생에게 과제를 제시한 후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 집

도를 높일 수 있었다.

다. 외국인 특성화 코  구축

외국인 유학생의 증으로 도서 은 이들을 한 공간 마련이 필요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찾는 외국 단행본  연속간행물은 일반 서가에 배열되어 있어 외국인이 쉽게 할 기회가 

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이 심을 보이는 한국 문화, 한국문학, 취업․진로 련 도서에 한 

수집․개발이 요하다고 보고 외국인 유학생을 한 특성화 코 를 구축하 다. 외국인 특성화 

코 의 치는 도서  내 컴퓨터 시설  스터디룸, 600여권의 취업․창업  다문화 장서를 수용

하는 서가, 열람석이 있는 공간에 마련되었다. 이러한 ‘다문화 코 ’에는 외국 문학(베스트셀러 

주), 한국 문학(번역본), 한국 문화(여행, 지리, 음식), 취업․진로 련 도서, 자기계발서, 신문․

잡지 등을 비치하 다. 

라. 독서․문화 로그램 참여 지원

도서 에서 실시하는 독서 로그램, 문화행사, 이벤트 등은 모든 이용자를 상으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 한 도서 의 로그램이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로그램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도서 은 각 로그램에 다국어 번역 서비

스를 실시하고, 도서  이용교육을 통해 로그램 참여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 K 학교 도서 에

서는 독서토론클럽, 도서  이벤트 등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정기 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서토론

클럽은 1명의 지도교수와 8~10명의 학생들이 함께 책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로그램

이다. 2018년부터 독서토론클럽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독서클럽 을 구성하 고, 2019년

까지 3개의 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함께 을 이  로그램에 참여하 다. 

외국인이 함께 한 독서토론 은 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서로의 문화를 알아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도서 이 학습지원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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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한 도서  이벤트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하 다. 홍보 포스터  안내문을 어로 

번역하고 이벤트 부스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2018년부터 신입생

을 한 도서  이벤트, 희망도서 신청 이벤트, 크리스마스 소망트리 등 다양한 이벤트에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 다. 

이외에도 도서  소극장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화상  로그램을 안내하 다. 

외국인 교원 세미나 시간을 통해 도서  소극장 시설 이용법을 안내하여 수업시간을 통해 공과 

련된 화를 보러오기도 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  신청하기도 했다. 교양강좌인 한국어교

육 시간에는 한국과 련된 화를 상 하기도 했으며, 희망 DVD 신청  자국 언어로 된 화 

상 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3.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운  효과

K 학교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운 의 효과 검증을 해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한 도서  

이용교육의 만족도조사를 분석하 다. 만족도조사는 이용교육이 끝난 후 교육만족도조사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체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2018-2019년에 실시한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한 706명에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 고, 602명

(85.2%)이 응답하 다. <표 4>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도서  이용교육․정보활용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응답자 수  만족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교육의 유용성 단 : 명,  

문항 매우 비동의 비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평균

추후 도서  이용에 

도움 제공
4 2 44 102 450 4.6

교육 만족도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교육 내용 5 2 59 275 261 4.3

교육 장소 4 2 47 254 295 4.3

교육 시간 5 6 73 251 267 4.2

[응 답 자] 학부생: 562명(93.3%), 학원생: 33명(5.4%), 교원: 3명(0.5%), 기타: 4명(0.6%)

기타: 외국인 교환학생

[응답 기간] 2018. 3. 5. ~ 2019. 11. 7.

[평균 계산] 리커트 척도(5 ) 방식 사용: 매우 비동의(불만족)- 1 ~매우 동의(만족)- 5

<표 4> 도서  이용교육 만족도 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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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이용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한 도서  교육이 추후 도서  이용  자료검색에 도움을 

다고 인식하 다(평균 4.6 ). 한 교육 내용, 장소, 시간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여 외국인 유학생들

이 도서  이용교육에 한 만족도는 체로 높았다. 교육  가장 유익한 내용으로 도서  서비스(시설 

 이용안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7명(54.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서  참여 로그램 

104명(17.3%), 도서  홈페이지 안내 79명(13.1%), 자료 검색 71명(11.8%), 기타 21명(3.5%) 순이었

다. 기타 항목에서는 자료구입지원 안내, 상호 차․원문복사 등이 있었다. 교육 장소와 시간에도 만족도

는 체로 높았으며, 교육 유형에 따라 교육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서술형 항목에서 많이 언 된 내용은 번역서비스 확 , 어․다국어로 된 자료 구입 확 , 외국인 

유학생을 한 학습지원 등이 있었다. 교육에 참가한 신입생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서  로그램과 이벤트를 늘리고, 홍보를 확 하기를 희망했다. 한 학부생

(5학기 이상), 학원생을 상으로 한 정보활용 교육에서는 교육 시간, 횟수 증 를 요구하여 정보

검색  자자료(국외 자 , 학술DB)의 이용 교육에 한 요구가 많았다. 

도서  이용교육 만족도조사 외에도, K 학교 도서 의 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교원, 

외국인 담 직원 등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2020년에는 비 면 수업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도서  방문에 한계가 있어 2019년에 도서  교육을 받은 3명의 학생(학부생 2명, 

학원생 1명)과 도서 에서 진행한 외국인 서비스  로그램에 조한 교직원(교원 4명, 직원 

1명)을 상으로 도서  서비스, 시설, 로그램에 해 인터뷰하 다. <표 5>는 도서  서비스  

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의 인터뷰 항목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 내용

도서  서비스 개요

∙수업․학습지원 서비스(수업자료 안내, 자료구입 신청 등)

∙도서  문 홈페이지(다국어 번역 서비스)

∙정보상담, 연구질의

도서  시설

∙외국인 용 시설

∙도서  소극장 이용 만족도

∙학습 공간(스터디룸, 세미나실, 열람실 등)

참여 로그램

∙도서  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

∙독서  문화 로그램 참여 여부

∙도서  이벤트

<표 5> 도서  외국인 서비스에 한 인터뷰 항목

<표 5>에서 제시된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개요에 한 항목과 시설, 교육  로그램으로 

분류하 고, 련 내용 등의 인지 여부, 참여/사용 여부, 개선  등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 

외국인 유학생(학부생, 학원생), 교원, 직원이 생각하는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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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참여 서비스 답변내용

학부생 A
도서

이용교육

도서  이용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도서  투어를 통해 도서 의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에 해 알 수 있었다. 

학부생 B
도서  이용교육

독서토론클럽

한국인 학생과 함께 로그램을 하여 문화  교류, 이해 등 많은 도움이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도서  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학원생 C 정보활용교육

외국인 담당 직원이 있어서 다양한 연구질의를 해결해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도서

의 자자료 활용을 통해 논문작성이나 리포트 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연구와 논문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원서로 된 것이 부족해 보인다.

외국인 교원 D 교원 세미나
교원 세미나 시간을 통해 도서 의 서비스  이용 시설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지원을 해 도서  열람실, 스터디룸 등의 안내가 도움이 되었다.

외국인 교원 E 정보활용교육

학원 수업과 연계하여 도서 교육을 했는데 매우 만족했다. 논문을 검색하고 

도서 의 자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학원생뿐만 아니라 교원에게

도 도움이 되었다. 도서 의 서비스를 지속 으로 외국인 학원생에게 안내하길 

희망한다.

한국인 교원 F
독서토론클럽 

지도

도서  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도서 에서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하는 

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한다. 

한국인 교원 G
도서  

이용교육

외국인 유학생에게 도서  소극장을 활용하여 공 련, 한국 문화 련 화를 

보여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지 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해 힘썼으면 좋겠다.

국제학생지원

직원 H

도서  

오리엔테이션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함에 있어 도서 이 큰 힘이 된다. 특히 우리 학교에 처음 

방문하는 학생들을 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도움이 되며, 지속 인 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학생활에 도움을 주길 희망한다.

<표 6> 도서  외국인 서비스에 한 인터뷰 내용

<표 5>에서의 인터뷰 항목을 바탕으로 인터뷰 결과를 범주화하 으며, 도서  언어지원, 학습 

 연구 지원, 문화 로그램 지원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 다. 그 아래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

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이용자들의 도서  만족도  핵심 요구를 분석하고 로그램의 개선사항

을 악할 수 있었다. <표 7>은 인터뷰 결과를 범주화한 것이다.

상 범주 하  범주 내용

도서  언어지원

외국인 이용자 담 사서 외국인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서

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문 등의 번역 서비스 

시설 이용안내 도서  내 휴게시설, 도서  소극장, 열람실

학습  연구지원

강의 교재 지원 강의시간에 필요한 교재  참고자료

교양도서  진로 련 도서 어로 된 소설, 자기계발서 

도서  구독자원 교육 참고문헌 리 교육, 논문기사 검색 교육

연구 상담  질의 논문 작성을 한 참고질의

문화 로그램 지원

비교과 로그램 독서 로그램, 강연 로그램

한국 친구 만들기 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을 한 도서  로그램 운  시 한국학생 참여 여부 

도서  이벤트 출 이벤트, 독서 이벤트

<표 7> 도서  외국인 서비스의 만족도 범주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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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  언어지원

외국인 담사서에 한 만족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강의교재, 시설

(컴퓨터실, 스터디룸, 도서  소극장)을 이용하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하 고, 문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이용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국인 이용자들은 처음에는 스터디룸, 

열람실 이용에 한 제재사항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에 한 안내를 받은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나. 학습  연구지원

학원생의 경우 논문작성을 한 교육과 1:1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실시하는 도서  투어, 도서  서비스 교육은 도서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다국어 원서로 된 학습자료, 교양도서의 부재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았다. 어 소설이나 한국 소설 등의 번역본 등의 구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원의 경우 수업시간을 통해 한국 화 상 은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 주제별로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DVD 구축에 한 의견이 있었다.

다. 문화 로그램 지원

도서 의 독서토론클럽  이벤트는 외국인 학생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학생은 만족도는 높으나, 참여가 조하여 홍보가 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다양한 

홍보채 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서  서비스를 인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도서  홈페이지, 도서  입구 공지사항 이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하는 사이트, 개별 SMS 

송을 통한 홍보 등을 요청하 다. 한 도서 에서 외국인 상 강연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학생활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했으며, 한국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기획하여 한국 친구

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했다.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해 K 학교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로그램의 개선방향은 <표 

8>과 같다.

구분 내용

다국어 지원 도서  시설  서비스 이용 시 다국어 안내 

장서구축
국외서, 원서, 번역서 등 외국인 유학생을 한 다국어 장서 구축

공과 련된 도서(번역서, 원서) 확충

로그램 지원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 가능한 도서  로그램 기획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하는 로그램 개설

<표 8> K 학교 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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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 방안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황과 K 학교 도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학도서 에

서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학도서 에서는 외국인 이용자의 유형별로 서비

스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번역서비스를 포함한 도서  서비스 이용에 한 

안내가 필수 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지원에서 요한 것은 수업 자료에 한 안내이다.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시간에 필요한 교재  참고자료를 검색할 수 있지만 별도의 수업자

료 안내를 통해 학습에 도움을  수 있다. 한 학원생  교원을 한 기본 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통해 학 논문 생산 등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양한 비교과 로그램의 개설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우 선호하는 활동이다. <표 9>는 상자별 외국인 서비스의 상세 개요이다.

구분 내용 상

다국어서비스

다국어 홈페이지 제공
학부생, 학원생

교원
다국어 이용안내 자료 배부(홍보자료)

외국인 담사서 배치

학습․연구지원 

서비스

도서  이용법 안내
학부생

도서  투어  오리엔테이션

자료지원 서비스

(수업자료 구입지원, 연구자료 신청 등)
학부생, 학원생

연구 상담 서비스

학원생, 교원학술정보 활용교육

(논문작성교육, 참고문헌 작성 안내 등) 

특성화 서비스 다문화 자료 코  운 학부생, 학원생

독서  문화

로그램 지원

독서 로그램 진행

문화행사  도서  이벤트 진행

학부생, 학원생

교원

<표 9> 상자별 외국인 서비스의 개요

1. 다국어 서비스

다국어 서비스는 외국인 이용자를 한 기본 인 서비스이며, 외국인 유학생  교원들에게 

필수 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도서 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홍보 매체(안내 책자, 블로그, SNS, 동 상자료)에 다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담 사서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학도서 의 다국어 홈페이지에 한 조사 결과 35개 

학  33개 학에서 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어 다수의 학에서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홈페이지 구축만으로는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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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이 될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의 공지사항  행사에 한 번역을 통한 업데이트가 요하다. 

한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  장벽, 도서  직원으로 인한 장벽으로 도서 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가 많으며 실제로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도서 불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유지윤, 정동열 

2020). 즉, 외국인 이용자들은 언어  한계로 도서 의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해주

는 담사서에 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며, 상시 으로 외국인 이용자의 참고질의를 해결해 

 수 있는 인력자원의 확보가 요하다. 한, 도서 의 다양한 시설에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다. 외국인 이용자를 한 시설별 

안내자료를 부착하고, 시설 이용 규정이나 임시 인 제한 등과 같은 공지에 해서도 다국어 서비

스가 필요하다. 

2. 학습․연구지원 서비스

학습지원 서비스는 학부생  학원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서  오리엔테이션, 투어, 

이용안내 등을 포함한 도서  이용교육을 포함한다. 신입생 상 도서  이용교육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 상으로 도서 에서의 학습자료 검색  시설 이용에 한 교육 등이 필수 이다. 외국인 

상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학은 35개교  12곳(34.3%)만이 진행하고 있어 다소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담 부서와 업하여,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도서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공  교양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공별로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도서 에 청하여 도서  투어, 시설․자료 이용방법에 해 설명하는 

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자료의 구축은 외국인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의를 

통해 학기 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 각 수업시간에 사용

되는 교재, 참고자료 등을 안내하는 것과 이용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공별 수업교재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재를 이용교육 기간에 따로 시하는 

것도 도움을  수 있다. 

학원생  외국인 교원을 상으로 한 연구지원 서비스는 학원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본 인 연구지원서비스는 연구물 생산과 련된 안내․교육 서비스이다. 학술정보 활

용교육은 도서  구독 자자원 안내를 통한 논문작성, 참고문헌 리 지원과 미소장 자료에 한 

신청 등의 서비스 안내 등을 포함한다. 특히 구독하고 있는 자자원의 이용을 지원하는 교육이 

요하다. 논문작성을 한 지원하는 교육, 학술DB 교육은 외국인 학원생  교원에게 제공해

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은 35개교를 분석한 결과, 외부 업체에서 진행하는 도서  구독자

원 교육, 논문작성 특강이 있었다. 이처럼 다국어 연구지원 교육에 한 안내를 통해 외국인 학

원생  교원의 연구 업 물 생산에 도움을  수 있다. 외국인 교원에게는 도서 의 구독․소장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297 -

자원에 한 안내가 필요하다. 외국인 교원을 상으로 하는 세미나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

여 도서  서비스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특성화 서비스

외국인 유학생이 도서 에서 공도서를 포함한 교양도서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언어의 도서를 찾는 유학생을 해 주제별로 다국어 도서를 특정 서가에 비치해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다문화 코 ’를 구축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한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번역서, 국외서 등의 출통계를 바탕으로 출이 많이 되는 도서의 복본이나, 

출이 많이 되지 않은 도서를 다문화 코 에 비치하여 도서의 근성을 높일 수 있다. 도서 에

서 진행하는 추천도서, 신간도서, 테마도서 등 큐 이션 서비스를 외국인 유학생 상으로 공 

련, 한국문화․문학, 취업․진로 등의 다양한 주제의 외국서를 시하거나 홍보자료로 제공하

여 다문화 코 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장서 황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한 학습자료, 외국어 교양서 , 번역서에 한 황을 분석하고, 련 다국어 도서  자료를 

모아서 별치한다. 만약 도서  자료가 부족하면 외국인 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계획서를 참고하

여 외국서 구입을 한 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외국인 이용자 용 PC, 커뮤니티 공간 등의 구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  

이용에 도움을 주고, 한국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수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게 도서 이 특성화 서비스를 통해 도서 불안을 

이고 도서 에 한 근과 이용에 장애를 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독서․문화 로그램 지원 서비스

도서 의 독서․문화 로그램 지원 서비스는 다국어 번역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상 홍보  

참여 독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로그램 운  등을 의미한다. 도서 의 

독서토론클럽, 독서이벤트 등에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 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독서․문화 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언어 인 한계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은 제한되어 있다. 독서토론 클럽, 독서 이벤트 

등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에 한해 극 인 홍보와 참여를 권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 에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국제교류 부서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 담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외국인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규 교과목 외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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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교과 로그램은 매우 다. 그러므로 도서 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로그램에 외국인 유학생 

참여를 독려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토론클럽, 독서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것은 도서  이용활성화를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낼 것이다.

Ⅴ. 결 론

학도서 은 학의 학습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기 으로 수업․학습, 조사․연구에 

필요한 제반 자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에 한 

평등한 근성을 보장하면서 문화 ․언어  다양성을 존 하고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의 기본시설로서 학도서 은 학구성원이 편하게 찾아가서 정보를 구하고 학습․연구 활동

을 할 수 있는 곳이며, 체로 구성원이 근하기 좋은 곳에 치한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교원도 교내 기  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학도서 이다. 오늘날처럼 국내 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실에서 학도서 은 외국인 이용자의 학습과 연구 활동의 지원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K 학교 도서  사례를 심으로 도서 의 외국인 이용자 서비스  로그램의 

황과 만족도조사  인터뷰를 통한 운  효과를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용  개선 방안에 하여 모색하 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외국인 이용자를 한 담사서를 배치하여 다국어 서비스를 주기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 연구상담을 제공하기 해서는 

한국어 이외에 어 소통이 가능한 담 사서의 배치가 요망된다. 각 학의 유학생 황에 따라 

다수 유학생들의 출신국 언어로 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담 사서가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 인력의 외국인 서비스 역할 강화 

 학내 련 기 ․외국어 학과의 력을 통하여 도서  이용안내,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에 

한 번역서비스가 요하다. 특히 다국어 홈페이지에 공지  홍보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담 사서  외국인 서비스를 인지하게 하여 도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한 도서  이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 담부서와 

력한 도서  오리엔테이션, 교과 시간과 연계한 도서  투어, 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이용자의 학년과 신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 신입생․ 학년 상 교육은 도서  이용  로그램, 서비스 참여 안내로 

구성하고, 학부 고학년․ 학원생․교원에게는 도서  자자원을 활용한 논문․리포트 작성 안내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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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인 유학생 상 용공간 구축과 같은 특성화 서비스의 제공도 한 방안이다. 다국어 

자료를 별도 서가에 비치하고, 자료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외국서, 번역서 등에 한 외국인 유학생

의 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러한 공간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 추천도서, 

테마도서, 신간도서 등의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주제별 도서  연속간행물 등의 시를 진행할 수 

있다. 한 해외 교류 련 학내외 기   다문화 단체의 소식지 등의 시․안내를 함께 제공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외활동 참여 지원에도 도움을  수 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을 한 다국어 

PC,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도서 에 근하는 데 심리  장애를 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 학생들과 다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의 구축은 외국인 유학생을 한 

특성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  공간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상호 

이해와 공동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을 한 비교과 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별로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역부족인 지원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서 의 다양한 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담 부서 이외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 로그램을 진행하는 부서

가 드물기 때문에 도서 에서 진행하는 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 의 독서 로그램, 이벤트 등을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는 것과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요하다. 독서토론클럽, 시 낭송, 

독서 발표회 등과 같은 기존의 다양한 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 학도서 이 외국인 이용자를 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데 참조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분석  외국인 서비스 방안은 각 학도서 이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해 기존의 서비스를 검하고 신규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국내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황과 련하여 인 자원, 로그램, 

이용교육, 특성화 서비스 사례 등의 분석  세부 인 외국인 서비스 개발․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한 학도서 의 외국인 서비스 가이드라인 연구, 외국인 서비스 평가, 외국인 서비스 

담당 사서  련 지원 인력의 인터뷰를 통한 외국인 서비스의 개선 연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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