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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이용자교육 연구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앞으로 지향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년대 중반부터 년 현재까. 1970 2017

지 국내에서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하여 생산된 편의 연구물을 수집하여 내용적 방법적 특징을 조사하고 127 ,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이용자교육 연구는 양적으로 빈약한 가운데서도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 , 

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 

기존 연구는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온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실효적인 지적 기반 이 되지는 못했던 ‘ ’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 국내 고유 상황에 대한 토착적인 접근보다는 도서관선진국의 . 

이론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으며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해외 자료와 양적 방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다보니 , 

연구결과의 실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키워드 도서관교육 서지교육 이용교육 이용자교육 정보활용교육 대학도서관: , , , , ,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research products on user instruction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The 

focus is on identifying the trend, main features, and limitations of the relevant literature, with emphasis 

on both contents and methodology. To the end, 127 journal articles and theses are collected and 

analyzed, which have been produced since the mid-1970s. As a result, it is recognized the advanced 

research are not useful enough to be a knowledge base of Korean reference librarians, who have 

endeavored to improve the qualities of their user instruction programs. Above all, the advanced research 

turned out to be too much dependent on American theories and practices, instead of focusing on both 

indigenous phenomena and substantial problems which have been inherent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Keywords: Library instruction. Bibliographic instruction, User instruction, User education,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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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문헌정보학 교재에 따르면 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은 사서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기록

의 관리자’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교육자’로서의 이미지를 더해주는 핵심 업무이다 구미의 도. 

서관선진국에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시대에 따른 변화는 있었지만 이용자교육은 정

보와 교육의 전문가로서 사서의 직업적 위상과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 핵심 업무로 기능해 왔

다 이제환 다음 인용문에도 나타나듯이 국내 대학도서관계에서도 ( 2011). ‘이용자교육’의 중

요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공감해 왔다.

“이용자교육은 사서들의 전문적이고 지적인 활동이며 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다 또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011, 

뿐만 아니라 p.23) “이용자교육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서들의 지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사서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017, p.62)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역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이용자교육은 대학도서관의 , ‘핵심 업무’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가령 년도 대학도서관 통계자료집에 수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상위 . , 2016 , 

위내의 대규모 대학도서관들이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연평균 횟수는 약 회에 불과한 것20 182

으로 집계된다 이 수치를 같은 시기에 미국의 .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회원도서관들이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연평균 횟수 회 에 비교해보면 국내 대학도서관(1,045 ) , 

들이 시행해온 이용자교육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빈약한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그렇다고 해서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실시해온 이용자교육이 질적으2017, p.119). 

로 우수한 것도 아니다 지난 년 동안 발표된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실무사서. 30

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 있다 이용자교육의 효과 내지는 만족도에 대한 . 

의문이 그것이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의 이상이 도서관에서 실. 80% 

시하는 이용자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1) 이용자교육의  

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했다면 과연 교육의 주체인 사서들이 스스로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겠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문헌정보학계의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대학도서? 

관의 사서들 사이에서도 이용자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이1970

어져오고 있는데 이용자교육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부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 

1) 가령 나성실 의 연구에서는 강혜영 의 연구에서는 김대형 의 연구에서는  (1972) 84.62%, (1981) 80%, (1986)

김성진 의 연구에서는 강원대도서관 의 연구에서는 채명자 의 연85.4%, (1989) 92.38%, (1993) 76%, (1997)

구에서는 의 응답자들 실무 사서들 이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8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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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순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약 년 전에 ? 7

발표된 연구논문에 게재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다음과 같은 푸념에 주목하였다. 

“더 이상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라도 찾아볼 참이면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모델이나 웹기반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는 그런대로 눈에 뜨이지만 정작 , 

저와 같이 기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현장의 실무자가 참고할만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연구자들이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지 싶네요.”

년 당시 대학도서관 정보봉사과에 근무하던 사서가 토로한 이야기이다 이제환 2010 , B H (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우리 대학도서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프2011, p.4). 

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을 그는 가감 없이 비판하고 있다 도. 

대체 이용자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가 실효성이 얼마나 부족하였기에 대학도서관 현장 사서

의 입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일까 그 후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관련 ? 7

연구의 현황과 실상이 궁금하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궁금증을 털어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 

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학이 국내 대학의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출범하고 도서관학, 

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학회가 구성되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학술논문집 즉 도서, ( �

관학 으로 만들어 발간하기 시작했던 년부터 국내 학계와 현장에서 생산해온 ) 1970� ‘이용자

교육’에 관한 연구물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그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 

이 연구의 초점은 기존 연구물의 내용적 변화와 방법론적 특징을 밝혀내는데 집중될 것이며, 

특히 기존 연구의 결과가 도서관 현장의 필요 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는데 주(needs)

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실효적 한계를 드러내고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향해. 

야할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의 목적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포괄적, 

으로 분석하는데 있는 만큼 관련 연구물의 탐색을 위해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 ,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주요 도서관과 관련 단체의 간행물 기관지 그리고 학위논문 등을 , ( ), DB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술지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 ·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그리고 그 학회들의 학술대회논문집을 조사하였으며 주, , 

요 기관지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 그리고 한국도서관협, , 

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정기간행물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 , . 

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지칭하는 용어가 국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연, 

구물의 탐색을 위한 용어로 ‘도서관교육 , ’ ‘서지교육 , ’ ‘도서관이용교육 , ’ ‘이용자교육 , ’ ‘이용교

육 , ’ ‘이용지도 , ’ ‘정보활용교육 , ’ ‘정보문해교육 , ’ ‘정보리터러시’ 등을 모두 활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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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교육 연구의 추이. Ⅱ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학자들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드러낸 , 

것은 년대 중반부터였다 미국의 도서관학을 수입하여 연세대학교에 최초로 도서관학과1970 . 

를 설립한지 거의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용자 참고서비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표출되20

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에 앞서 년대 초에 교육학 분야에서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 1970

육이 필요함을 강조한 석사학위논문이 생산된 바 있지만 학술지논문의 형태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연구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년대 중반부터였다1970 .2)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이근철 을 비롯하여 이영자 신숙원 정태숙, (1976) (1976), (1977), (1978) 

등이 학술지나 기관지 등에 도서관 이용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였다.3) 그러나 이러 

한 초기의 논문은 그 숫자도 빈약하였지만 대부분의 논문이 이용자교육에 관한 미국 도서관

계의 연구동향이나 실무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그나마 년대 후반부터 . 1980

년대 말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논문조차 생산되지 않다가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1990 2000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제환 ( 2011).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년부터 년 말까지 이용자교육, 1976 2016

을 주제로 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논문은 모두 편이었다 이는 지난 년 동안 연평균 127 . 50

편의 논문이 생산되었을 정도로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미약했음을 2.54

보여준다 국내 연구물의 생산 현황을 미국 도서관계의 연구 활동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 

있지만 년대 초부터 년대 초까지 미국 도서관계에서 생산한 이용자교육에 대한 , 1970 2000

연구논문이 편을 넘어서며 연평균 논문 생산량이 약 편에 이르는 것을 참조한다면5,000 170 , 

이용자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미약했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계적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용자교육 관련 국내 연구의 규모는 (Rader 2002). 

미미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국내 연구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가늠해 보고자 편의 , 127

논문을 생산시기와 자료유형 그리고 생산주체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2) 나성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도서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 . . , 

육전공 나성실은 년에 도협월보 에 자신의 년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 1972. 1976 (vol.17. No.1) 1972 ‘대학교육 

개혁과 도서관교육의 의의 도서관교육 대학교양과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3)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학술논문이 있다 이근철 : , “도서관교육 교수학습 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 , 31

권 제 호 이영자, 5 (1976. 5), pp.28-39; , “미국 대학도서관 이용지도의 발달,” 도서관학논집 제 권 , 3 (1976. 

신숙원12), pp. 51-78; , “도서관과 문헌 이용지도,” 도협월보 제 권 제 호 정태숙 , 18 , 1 (1977. 2), pp.14-19; , 

“대학도서관 이용지도의 방법,”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집 이들 중에서 인천교대 현재  , 3 (1978. 4), pp.1~12. (

경인교육대학 에 재직 중이던 교육학자 이근철은 년대 초부터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도서관 이용) 1970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글을 교육학 분야에서 발표하였다 이근철: , “국민학교 교육프로그램의 도서관 

이용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고찰” 교육논총 인천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원 발행, ( ). Vol.5(197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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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 기관지 논문 학위논문 합계

년대1970 2 2 0 4

년대1980 7 2 4 13

년대1990 5 2 8 15

년대2000 33 8 24 65

년대2010 18 5 7 30

합계 65 19 43* 127

편의 학위논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은 편이며 편 모두 년대 에 생산되었다* 43 4 , 4 2000 (2005~2007) .

표 생산시기와 자료유형에 따른 논문의 생산 현황< 1> 

표 은 그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논문의 생산시기< 1> . , 

에 따른 양적 변화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년을 전후하여 논문 생산량의 차이가 뚜. 2000

렷하기 때문이다 즉 편의 논문 중에서 편은 년 이전에 생산되었지만 에 해. , 127 32 2000 76%

당하는 편은 95 2000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논문의 유형에 . 

따른 분포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전체 논문 중에서 약 에 해당하는 . 51%

편의 논문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학술지를 통해 약 에 해당하는 편의 논문이 주65 , 15% 19

요 도서관 혹은 관련 협의체의 기관지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에 해당하는 편이 학위논, 34% 43

문의 형태를 띠고 생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가 도서. 

관 실무 현장보다는 학계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학술지와 기관. 

지에 실린 논문만을 분리하여 생산주체에 따라 분석해 보아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표 에 . < 2>

정리하였듯이 학술지나 기관지에 수록된 편의 논문 중에서 학계 교수나 강사 에 의해 생산, 84 ( )

된 논문은 모두 편으로 전체의 에 해당한다47 56% .4) 특히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편의 논문  65

중에서 교수나 강사에 의하여 생산된 논문이 편 약 일 정도로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42 ( 65%)

내 연구가 도서관 현장의 실무 경험보다는 학계의 이론적 관심에서 주로 수행되었다.5)

한편 후 에 , ( )後 ‘연구물의 내용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 상술하겠지만 이용자교육에 관한  , 

4) 학생이 제 저자로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편의 논문은 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3 .

5) 생산 현황을 주체에 따라 집계할 때 공저자의 경우는 제 저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가령 저자명의 기입 순서가  1 . , 

‘교수 사서- ’ 혹은  ‘교수 강사- ’ 혹은  ‘교수 학생 의 경우는- ’  ‘교수’에, ‘강사 교수- ’인 경우는 강사에. ‘사서 교-

수’인 경우는 ‘사서’에 그리고 , ‘학생 교수- ’인 경우는 학생에 포함하였다.

학술지 기관지 합계

교수 강사 사서 학생 교수 강사 사서 학생 교수 강사 사서 학생

년대1970 1 1 0 0 0 1 1 0 1 2 1 0

년대1980 7 0 0 0 1 1 0 0 8 1 0 0

년대1990 4 0 0 1 1 0 1 0 5 0 1 1

년대2000 13 4 14 2 1 0 7 0 14 4 21 2

년대2010 9 3 3 3 0 0 5 0 9 3 8 3

합계 34 8 17 6 3 2 14 0 37 10 31 6

표 생산주체에 따른 논문 학위논문 제외 의 생산 현황< 2>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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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우리 연구팀이 주목한 또 하나의 특성은 도서관이 주도하는 

이용자교육을 지칭하는 ‘용어’의 변화였다 가령 논문의 제목에서부터 년을 기점으로 . , 2000

하여 전후의 차이가 뚜렷하다 표 에 정리하였듯이 년 이전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 < 3> , 2000

제목에는 ‘이용지도 , ’ ‘이용교육 , ’ ‘도서관교육 , ’ ‘서지교육 , ’ ‘이용자교육’ 등의 용어가 주로 사 

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제목에 . ‘이용지도’가 등장하는 논문은 주로 년대에 국한하1970

여 나타나며 년대에, 1980 들어서면  ‘도서관교육’ 혹은 ‘이용교육’이 그리고 년대에는 , 1990

‘서지교육’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논문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 

사안은 초기의 연구자들은 ‘이용자교육’보다는 ‘이용교육’을 선호했다는 점 그리고 한글로는 , 

다양한 표현이 혼용되고 있지만 논문의 영문제목에는 거의 대부분 ‘library instruction’ 혹은  

‘bibliographic instruction’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문용어의 한글화 과정에서 . 

통제와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점이 초기부터 상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6)

한편 이용자교육 특히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 , 

시작하는 년 이후에는 제목에서부터 뚜렷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논문제목에 2000 . ‘이용교

육’이나 ‘이용자교육’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를 대신해 ‘정보이용교육 , ’

‘정보활용교육 , ’ ‘정보문해교육’ 또는  ‘정보리터러시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년을 기점으로 하여 . 2000 ‘도서관’의 경계를 뛰어넘어 ‘정보’

6) 이러한 용어의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제환 : , “한국 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 42 1 (2011), pp.3-27.

용어 논문 제목

년 이전2000

이용지도
미국 대학도서관 · 이용지도의 발달 이영자 ( 1976)

대학도서관 · 이용지도의 방법 정태숙 ( 1978)

이용교육 대학도서관 · 이용교육에 관한 소고 김병주 ( 1982)

이용자교육 대학도서관에서의 · 이용자교육에 관한 고찰 최은주 ( 1984)

서지교육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 서지교육의 동향에 관한 고찰 최은주 ( 1989)

· 서지교육에서 사서 교수 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연구 강혜영 - ( 1998)

년 이후2000

정보이용능력 ·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강혜영  ( 2002)

정보이용교육 · 정보이용교육 활성화 전략 남태우 정재영 ( , 2003)

정보문해 대학생을 위한 · 정보문해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고영만  ( 2004)

정보활용능력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 정보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연구 이현실  ( 2004)

교양교육으로서 · 정보활용능력 교육 위상 강화 방안 한만성  ( 2014)

정보리터러시

대학생의 ·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오의경 장혜란  ( , 2005)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리터러시 에 관한 소고 오의경 ( 2013)

정보활용교육
대학생을 위한 웹기반 ·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수희 최성우  ( , 2006)

대학생을 위한 · 정보활용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정재영 ( 2015)

표 생산시기에 따른 논문 제목의 변화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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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면서 이용자교육의 목표와 의미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대학도서관계의 의중이 뚜

렷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그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 도서관계의 흐름. , 

에 민감한 국내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있었다 년대부터 미국의 도서관계에서 . 1990

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그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발해지자 국내 학계의 연구자들과 현장의 사서들 가운데 그러한 변화를 서둘러 도입하고자 . 

하는 의욕이 강하게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제환 ( 2011).            

이처럼 선행연구에 대한 외형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도서관계의 

관심과 연구 의욕은 초기에는 매우 미약하였으며 년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소폭이나마 2000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용자교육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 현장의 실무적 .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문헌정보학계의 이론적 관심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논문제목의 변화를 통해서 비록 아직은 추론에 불과하지만 국내 연구자. , , 

들의 관심이 년을 기점으로 하여 도서관과 도서관 자료에 대한 2000 ‘이용지도 혹은 이용교

육’에서 ‘정보활용교육 혹은 정보문해교육’으로 대거 옮겨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 

한 변화는 당시 미국 도서관계에서 나타나던 이용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서둘러 받아들이

고자 했던 문헌정보학계의 연구진과 대학도서관계의 실무진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선행연구에 대한 외형적인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특징이 선행연구의 내. 

용에는 과연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나아가 그러한 내용적 특징은 국내 대학도서관 현장에? 

서 이용자교육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 

편의 논문을 내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고자 한다127 . 

이용자교육 연구의 특징. Ⅲ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가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 

은 년을 기점으로 해서이다 이에 여기서는 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를 2000 . 2000

비교하면서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물의 내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적 특징1. 

기존 연구물의 내용적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주제 분류 방법을 참

조하되 이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여 다음 개 세부 주제로 분류하였다 교육 필요성과 활, 9 : ① 

성화 방안 제시 교육실태 조사 교육사례 소개 교육프로그램 면대면 모형 제시, , , ( ) , ② ③ ④ 

교육프로그램 웹기반 모형 제시 교육효과 평가 영향변인 관계분석 교육주체 ( ) , , ,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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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등 서만덕 남태우 김수정 한편 내용적 특징에 , ( , 2010, 2015). , ⑨ 

대한 논의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쏠렸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연, 

구자들이 강조하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가 년 이전의 연구  . 2000

년 이전에 생산된 이용자교육 연구는 연구물 자체가 적은 만큼 다루고 있는 세부 주2000

제 또한 제한적이다 표 는 앞서 설정한 개의 세부 주제에 따라 해당 연구물을 분류해 . < 4> 9

놓은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의 세부 주제 중에서 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물. , 9 6

이 고루 생산되었지만 이 시기 연구물의 대부분은 세 개의 주제 즉, , ,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 , ’ ‘교육실태 조사 ,’ 그리고  ‘교육효과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는 이용자교육 연구의 초창기부터 년대 말까1990

지 여 년 동안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였다 년에는 이영자가 년에는 20 . 1976 , 1977

신숙원이 년에는 정태숙이 년에는 최은주가 년에는 한경신이 년에는 , 1978 , 1984 , 1986 , 1988

다시 최은주가 그리고 년에는 김병주와 강혜영이 이용자교육의 개념을 소개하고 당위, 1998

성을 주장하면서 미국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의 논문을 학

술지 또는 기관지 등에 연이어 발표하였다 초창기에 연구자들이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기울. 

인 주제는 ‘이용자교육의 실태에 대한 조사’였다 년에 김병주가 . 1982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에 대한 소고”를 통해 당시 이용자교육의 부실한 모습을 드러내 보인이래 이 주제는 대학원, 

생 석사학위논문의 단골 주제가 되었다 즉 년 김대형의 논문에서부터 년 권숙경. , 1986 1999

의 논문에 이르기까지 편의 논문이 이용자교육의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앞서 5 . , 

두 세부 주제만큼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당시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었던 또 다른 

주제는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었다 년대 말에 강미혜와 장혜란 등은 이용. 1980

자교육이 도서관 이용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용자교육의 당위성

핵심 세부 주제 저자 연도( )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나성실 이영자 신숙원 정태숙(1976), (1976), (1977), (1978), 권문영(1980) 최은주, 

한경신 이한용 장혜란(1984, 1989), (1986), (1986), (1987), 이현우(1992) 김병, 

주 강혜영 서진원(1998), (1998, 1999), (1999)

교육실태 조사  
강혜영 김병주(1981), (1982), 김대형(1986) 황미연 외, (1993), 신선옥(1995), 남

선영(1997), 채명자(1997) 권숙경 성기주, · (1999) 

교육사례 소개 신현상(1999)

교육프로그램 모형 면대면( ) 정애자(1992)

교육프로그램 모형 웹기반( ) 김성자(1998) 이란주, (1999)

교육효과 평가 이은하(1987) 강미혜 장혜란, (1989), (1989), 김성진(1989), 신배기(1991)

밑줄로 표기한 것은 학위논문임 ※ 

표 년 이전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연구의 현황< 4> 2000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과제  9

- 91 -

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일회성으로 그쳤으며 년에 생산된 편의 . , 1991 1

석사학위논문 신배기 을 끝으로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한동안 중단되었다( 1991) .

한편 위에서 언급한 세 주제에 관한 논문들은 연구의 목적과 각론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하, 

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이용자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즉 대학. , 

교육과정에서 ‘정규과목’으로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러한 주장에는 이용자교육이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의 

제시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 당시 연구자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대학에

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모습을 띠고 있었

다.7) 이렇듯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기초하기보다는 이용자교육의 필요성을 자의적으 

로 강조하면서 도서관선진국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따라가자는 주장이 년 이전에 생산2000

된 이용자교육 연구의 주요 내용이었다 거기에 이용자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문제점. 

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학위논문들이 추가되어 있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용자교육을 통해 2000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에 대한 토착적인 고민 즉 국내 상황에 적합한 , , ‘이용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다.8)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학위논문의 형태로 교과과정에 대한  < 4> , 

때 이른 논의를 펼치거나 정애자 도서관전산화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웹기반 ( 1992) 

교육모형에 대해 소개하는 연구 김성자 이란주 가 때 이른 모습을 보이는 수준( 1998, 1999)

이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이용자교육의 . ‘주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주체의 문제는 이용자교육의 실행 목적은 물론이고 사. 

서직의 직업적 전문성과 문헌정보학의 교육적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

다 그러나 년 이전에 교육주체로서 사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논의한 국내 연구는 두 . 2000

편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본격적인 학술논문은 년에 생산된 강혜영의 논문이 유일할 정. 1998

도로 년 이전에 이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은 미미하였다2000 .9)

7) 년에 석사학위논문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1972 “이용자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나성실 (

은 년대 말까지도 지속되었다 특히 년대 중반에 이르면 단순한 정규과목이 아니라 교양필수 1972) 1990 . , 1990

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신선옥 ( 1995).

8)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당시 강단의 이론과 현장의 역량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 , 

실무자는 물론이고 연구자의 시각에서도 이용자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했다 즉. , 

이용자교육의 핵심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수준에서 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도서관자료의 이용법을 알려주는 것’

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퍼져있었다 대학 입학 전까지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 이용경험. 

이 거의 없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시설 자료 서비스, , ’를 소개하고 도서관 자료를 학습목적을 위해 어떻게 활

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으로 이용자교육은 충분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9) 강혜영은 년에 발표한  1998 ‘서지교육에서 교수 사서의 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연구- ’에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

는 교육주체의 하나로서 사서의 책무에 대해 강조하였다 물론 그보다 훨씬 앞선 년에  이화여대의 석사학. 1980

위논문을 통해 권문영이 “도서관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한 사서와 교수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기도 하였

지만 권문영 이 주제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강혜영의 학술지논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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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년 이후의 연구. 2000

년 이후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은 연구물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연구의 주제2000

가 이전보다 다양해졌으며 연구의 성격에 있어서도 서술적 연구보다는 분석적 연구가 대폭 ,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는 앞서 설정한 개 세부 주제에 따라 이 시기에 생산된 연구물. < 5> 9

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교육에 있어서의 . , ‘영향변인 분석 , ’ ‘교육

주체 문제 , ’ ‘연구동향 분석’ 등과 같이 세부 주제가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분석적인 성격의 연 

구가 증가하였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특징은 . ‘교육과정 혹은 프로그램 의 ( )

모형’에 관한 연구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년 이전에는 단 편에 불과했던 교육모. 2000 1

형에 관한 연구가 년 이후에는 무려 편이나 생산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이용자2000 19 . 

교육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결과로 보인다 그에 더해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증가하였는데 이. , 

처럼 관련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나 설명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인 진단과 합리적인 처

방을 담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계량적 관점에서 분석하여도 년 이후에 연구자들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보인 세부 주2000

제는 ‘교육모형의 개발 혹은 제안( )’에 관한 것임이 드러난다 년대 초반부터 연구자들의 . 2000

관심은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모형을 개발’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세부 주제는 ‘정보활용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10) 교육모형을 제안하면서 교육주체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연구도 등장하기 시작하여 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2000 ‘대학도서관 사서가 주도하

는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가 여럿 진행되었다.11) 이에 더해서 웹을 활용한 온라 

인 교육모형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은 주어졌다 초창기에는.  ‘웹기반 교육시스템의 개발

을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이론 연구가 생산되기도 하였지만 이란주 (

이후에는 특정 대학도서관이 개발한 웹기반 교육시스템을 사례로 하여 그 개발 과정을 2001), 

소개하고 효용성을 검증하는 내용의 학위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12) 그러나 대학원생들의  

그러한 관심도 일시적인 것이어서 년 이후에는 관련 연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2010 .

한편 년 이전에 연구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 2000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활

성화 방안의 제시’는 년 이후에도 여전히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다 단지 앞2000 . , 

10) 표 에 정리해 놓은 연구물 중에서 고영만 을 비롯한 김순희 최상희 박명규 < 5> (2004) (2005 & 2006), ·

김성은 이명희 김지은 정재영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2006), · (2006), (2011), (2015) .

11) 당시 사서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모형에 대한 연구는 접근 방법에서 양분되어 있었다 하나는 이용자의 정보활 . 

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을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전면적으로 개선하자

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도서관계에서 제시한 정보할용능력의 제 요소 및 교육모형에 근거하여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12) 대표적인 사례로 홍희경 신경훈 윤상림 박수희 최성은 남궁정아 (2001), (2003), (2005), (2005), (2006), (2009), 

정준혁 의 학위논문이 있다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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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하였듯이 년 이전과는 달리 년 이후에는2000 2000  ‘이용자교육’보다는 ‘정보활용교

육’에 대한 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핵심 . 

용어가 ‘이용자교육’에서 ‘정보활용교육’으로 바뀌었을 뿐 연구의 논점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미국의 사례와 관련 기준을 인용하면서 정보활용능력을 대학생. , 

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인 학습능력으로 설정하고 정보활용교육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정식, 

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년대로 접어들어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2000 . 

데 년 이전의 연구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 도서관계의 현황 특히 실무 현황2000 , (

과 인력의 역량 을 중시하면서 이용자교육의 부실 원인을 진단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간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환 정재영 ( 2011, 2015).

이에 더해서 이 글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국내 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이 아직 제자리를 찾, , 

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행연구의 주장이나 제안이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

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년대 접어들면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주제가 이용. 2000

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다. ‘교육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는 년대에 간헐적으로 1980

생산되다가 년대에는 아예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년 이후에는 편이 생산될 정1990 . 2000 10

도로 인기있는 세부 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적 성장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 

핵심 세부 주제 저자 연도( )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김경미 장덕현 남태우 정재영 이창수 김신영 김태경(2002), (2002), · (2003), · (2003),  

유재옥 곽동철 권순애 외(2005), · (2006), (2007), 김영숙(2007) 이제환 정미정, (2011), ·

권나현(2013), 이은빛(2014) 한만성 정재영 최재황 사대, (2011, 2014), (2015), (2016a,b), 

도협(2016)

교육실태 조사 
진혜영 황인영· (2003), 전정순(2008), 장익준(2011), 김은주(2011), 정미정(2014) 정미, 

정 권나현 사대도협· (2014a), (2017)

교육사례 소개 
전혜영 홍순영 임산웅 박성희 이현실 황동렬 박병규(2000), (2001), (2002), (2005), · (2007), 

정민화(2008), (2011)

교육프로그램 모형 

면대면( ) 

민지은(2002) 강혜영 고영만 이현실 최상희 박명규, (2002), (2004), (2004), · (2005), 김순희

(2005) 김순희 김성은 이명희, (2006a,b), · (2006), 최고운(2007), 김성은(2007),  김나원

(2008) 김나원 이지연 우상희 이용재 우상희 장덕현 최고운, · (2008), (2008), · (2008), ·

(2008), 이연주(2009) 김지은 이혜영 정재영, (2011), (2011 & 2012), (2015), 이지영

(2015) 최재황, (2016c)

교육프로그램 모형

웹기반( ) 

이란주(2001), 홍희경(2001), 신경훈(2003), 윤상림(2005), 최성은(2005), 박수희(2006), 

박수희 최성우 최성은 정재영· (2006), (2006), (2008), 남궁정아(2009), 정준혁(2009)

교육효과 평가  

박남진(2000) 차종상 유재옥 이정연 정동열, (2001), (2004), · (2005), 안혜연(2005), 이정연

(2005) 이현실 최상기 김순희 노동조 민숙희 이정연 최은주, · (2005), (2006c), · (2006), ·

김성은 이명희(2006), · (2007), 전규태(2009), 정민화(2009) 정영미, (2009), 이병주

(2009) 김승희 홍세희, · (2016)

영향변인 분석 
오의경 장혜란· (2005), 오의경(2006) 최은주 박남진, · (2005), 박남진(2005) 박남진 최은, ·

주 김연례 강혜영 이수상 김성원(2006), · (2007), (2007), (2011), 송이슬(2015)

교육주체 문제 우성연(2013) 정미정 권나현, · (2014b)

연구동향 분석 서만덕 남영준 박명규 김희정 김수정· (2010), · (2011), (2015), 

밑줄로 표기한 것은 학위논문임※ 

표 년 이후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연구의 현황< 5> 2000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8 3 )․

- 94 -

못하는 듯하다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 가령 평가 요소. ( , 

나 모델의 개발과 같은 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유재옥 이정연 정동렬 등 대부) ( 2004, · 2005 ), 

분의 연구는 특정 대학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사례로 하여 그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구물은 거의 대부분이 석사학위논문으로 연구의 품질이. , 

나 비중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13)

마지막으로 년 이후에 발표된 연구물 중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 2000

이용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연구와 이용자교육의 운영 사례를 분석한 연구이다 전. 

자에 속하는 편의 연구가 주로 학위논문의 형태로 생산된 데 비해서 후자에 속하는 편의 7 7

연구는 모두 현직 대학도서관 사서에 의하여 생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단 편의 학. 1

위논문에 불과하지만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사서의 역할 문제를 거론한 연구물이 다시 등장 

한 것 또한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특히 대학의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되어. 

왔던 정보활용교육을 사서가 주도하는 단기 강좌 형태로 시도하자는 주장이 현장 사서의 석사

학위논문을 통해 제기되었던 점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고운 그( 2007). 런 가운

데 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용자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평가하는 리뷰 형태의 논2010

문이 등장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서만덕 남영준 김수정 이처럼 년 ( , 2010, 2015). 2000

이후 연구에서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내용적 특징은 연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연구 세부 주제

의 확대 그리고 논문제목에서의 용어의 변화와 함께 ,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문제  

나아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적 특징2. 

이용자교육 연구의 방법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편의 선행연구를 두 가지 기준 즉118 ( , 

연구의 성격과 데이터 수집방법 에 따라 분석하였다) .14) 우선 연구의 성격에 따른 방법적 특 , 

징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문헌연구 조사연구 현장연구 실험연구 그리고 기타 연구의 , , , ,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를 표 에 정리하였는데 이용자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반. < 6> , 

세기동안 조사연구 문헌연구 실험연구 가 고르게 생산된 반면에 현장연(34%), (32%), (29%)

구 는 상대적으로 빈약했음을 알 수 있다(8%) .15) 그러나 표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연구의 성 , 

격에 있어서 각별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생산시기에 따른 변화이다 무엇보다도 전체 연구의 . 

양적 증가에 맞추어 문헌연구의 증가폭은 꾸준한 편이지만 실험연구와 조사연구의 생산량은 , 

13) 대표적인 사례로 박남진 이정연 안혜연 이현실 박수희 민숙희(2000), (2005), (2005), (2005), (2006), (2006), 

김성은 전규태 정민화 이병주 등의 학위논문이 있다(2007), (2009), (2009), (2009) .

14) 학위논문에 기초하여 발표된 학술지논문은 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 

준비 과정에서 생산된 학술지논문은 논문의 발표일자를 참조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전체 편 . , 127

중에서 최종 학위논문을 축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9 118 .

15) 현장연구 에 포함된 편은 현장 사서들이 근무하는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다(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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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따른 변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실험연구의 경우는 년대에 들어서 . 2000 10

년 동안은 생산량이 급증하더니 년대로 접어들면서는 다시 급감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2010

이고 있다 실험연구에 비해 그 정도가 덜 하지만 조사연구 또한 년대의 양적 성장에 . 2000

비해 년대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참조2010 (< 1> ).

문헌연구 조사연구 현장연구 실험연구 계

년대1970 3 1 1 · 5

년대1980 5 3 · 4 12

년대1990 5 7 2 1 15

년대2000 12 16 4 26 58

년대2010 12 11 2 3 28

계 37 38 9 34 118

표 연구의 성격에 따른 생산 현황< 6> 

그림 연구의 성격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 추이< 1> 

이렇듯 국내 이용자교육 연구가 생산시기에 따라 그 성격에 있어서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

는 배경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연구자의 성격과 연구 목적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즉. , 

년대 후반부터 대학원을 설치하는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증가하면서 년대부터 학1990 2000

위논문의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에 의한 교육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와 교육과정에 대한 실험연구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이에 더해서 년대 후반부터 전. 1990

통적인 도서관교육이나 서지교육을 넘어서는 정보활용교육의 개념이 국내에서도 확산되면서 

선진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학계와 현장에서 일어(?) 

났다 학계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교육모형을 참조하여 국내용 교육모형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 

보였고 현장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강좌를 실험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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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욕적인 사서들은 이론적 기반의 강화를 위해 대학원. 

으로 진학하였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정보활용교육의 모형 개발이나 교육의 효용성 검증을 , 

그들의 학위논문 주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렇듯 년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실험연구와 . 2000

조사연구의 급증 현상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데이터의 수집방법에 따른 선행연구의 방법적 특징이었다. 

분석 결과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 

설문조사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법만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가 편이. 48

었으며 설문조사법을 병행한 연구가 편이었다 이처럼 설문조사법을 통해 논점 전개에 필15 . 

요한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가 모두 편으로 전체 연구의 에 해당하였다 설문조사법에 63 53% . 

이어 많이 활용된 방법은 문헌조사법이었다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문헌조사법만을 활용한 . 

연구가 편이었으며 문헌조사법을 병행한 편의 연구를 합하면 모두 편 전체의 약 36 , 9 45 (

에 이를 정도로 문헌조사법의 비중 또한 만만치 않았다 설문조사법과 문헌조사법에 이38%) . 

어서 사례조사법에 의존하여 논점을 풀어간 연구가 편이었으며 면접조사법을 단일 방법10 , 

으로 활용한 연구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방5 . , 

법을 병행한 연구는 모두 편 이었는데 설문조사법과 면접조사법을 병행한 연구가 18 (15%) , 

편으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법에만 기초한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이러11 . 

한 시도는 년대에 들어서 조금씩 등장하였다2000 .16)

16) 참고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한 연구는 년대와 년대에는 각각 편에 불과하였지만 년 , 1980 1990 1 , 2000

대 이후에 편이 생산되었다9 .

수집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단

일 

방

법

문헌조사법 22 · · 7 4 1 · · 2 36

설문조사법 6 10 1 1 1 20 8 1 · 48

면접조사법 · · · 5 · · · · · 5

사례조사법 1 · 7 · 2 · · · · 10

기타 내용분석( ) · · · · · · · 1 1

복

합 

방

법

문헌조사법 설문조사법+ · · · 3 1 · · · · 4

문헌조사법 면접조사법+ · 1 · 1 1 · · · · 3

문헌조사법 설문조사법 면접조사법+ + 1 · · · 1 · · · · 2

설문조사법 면접조사법+ 2 3 · 3 1 · · · · 9

계 32 14 8 20 11 21 8 1 3 118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 교육실태 조사 교육사례 소개 교육프로그램 면대면 모형 제시= , = , = , = ( ) , ※ ① ② ③ ④

교육프로그램 웹기반 모형 제시 교육효과 평가 영향변인 분석 교육주체 문제 논의 국내 연구= ( ) , = , = , = , =⑤ ⑥ ⑦ ⑧ ⑨

동향 분석

표 세부 주제에 따른 논문의 데이터 수집방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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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방법을 세부 주제에 따라 분석해 보면 추, 

가적인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표 의 통계에 나타나듯이. < 7> ,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는 문헌조사법을, ‘교육실태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법을 그리고 , ‘교육사

례에 관한 연구’는 사례조사법을 주로 활용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가운데 . ‘교육모형에 

관한 연구’ 또한 문헌조사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이나 ‘영향

변인의 분석을 위한 연구’의 경우에도 거의 전적으로 설문조사법에 의존해온 것으로 파악된

다 이렇듯 연구의 성격으로 볼 때 문헌연구나 조사연구에 속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 

현장연구나 실험연구의 경우에도 설문조사법과 문헌조사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각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한 방법적 특징이 과연 선행연. 

구의 신뢰성과 유용성 특히 실효성 을 담보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 )

문이다 그러한 의문은 앞서 선행연구의 양적 규모와 내용적 특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과 함. , 

께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반세기가 넘도록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 

한 단초가 될 것이다.

이용자교육 연구의 과제. Ⅳ

연구 주체의 한계와 과제1. 

주지하디시피 어떤 분야의 연구가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 , 1970

육에 관한 논문의 연간 생산량은 편에 불과하다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2.54 . 2001

년 년 기간에도 연평균 논문생산량은 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년대에 들어서는 ~2010 6 . 2010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한계는 생산량의 절대. 

적인 빈곤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용자교육 연구가 양적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 

의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전문 연구자의 절대 부족이라는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구조적 영세

성에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학과가 영세하고 전공 교수가 부족한 것은 태생적 한계라 하더라. 

도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학원 과정의 약화와 함께 예비 연구자조차 급감하였기 때문2000

이다 앞서 표 의 통계는 그로 인한 연구량의 전반적인 감소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1> . 

가령 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대학원 과정의 여파로 인해 년대 들어서 학, 1990 2000

위논문의 생산량은 급증하고 학위논문에 근거하여 생산된 학술지논문과 기관지논문도 덩달, 

아서 증가한다 그러나 년대 후반부터 대학원 진학자가 급감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 . 2000

년대의 학위논문 생산량은 급감하였고 덩달아서 학술지논문과 기관지논문도 감소 추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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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섰다 이처럼 문헌정보학계의 구조적인 영세성이 이용자교육과 관련한 연구 역량을 .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연구물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영세성 못지않게 도서관 현장의 빈약한 연구 활동 또한 관련 연구의 양적 

빈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온 원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앞서 집계한 표 의 통. < 2>

계는 이용자교육 연구에 있어서 현장 사서의 기여가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 도서관계의 경우 실무 사서가 이용자교육 관련 연구물의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을 80% 

참조할 때 한국 도서관계의 빈약한 연구 역량과 연구 활동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 

능히 가늠할 수 있다 이제환 표 의 통계를 다시 인용하자면 년 이전에는 ( 2011). < 2> , 2000

불과 편의 논문 기관지 수록 논문 만이 현장 사서에 의해 생산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2 ( ) . 2000

년대로 접어들면서 실무 사서에 의한 논문 생산량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년대 후반부터 1990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문헌정보학과들이 늘어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실무 사서들이 증

가하였다 그러나 년대 후반부터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서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2000 , 

그들이 주도적으로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생산하는 학술논문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

다 이처럼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연구 역량이 개선되고 연구 활동이 촉진되지 않는 . 

한 관련 연구가 양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안은 어차피 없는 것이다, .

연구 내용의 한계와 과제2. 

연구 주체의 한계는 연구의 내용적 한계로 이어져 왔다 기존 연구물의 대다수가 실무 경험이 . 

부족한 학계의 연구자에 의해 생산되다보니 ‘이용자교육’이라는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

는데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도입부에서 인용했던 사서의 푸념은 기존 . H

연구의 실효성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기존 연구에서는 이용자교육에 관한 . 

‘기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실무 사서가 참고할만한 내용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

든 것이다 대학도서관 현장의 실무자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은.  ‘기본’이라는 단어가 의미

하는 것처럼 명료하다 그들이 기존 연구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대학도서관 현장에. 

서 이용자교육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실효적인 지식’이다. 17)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대학의 경영진과 교수진 그리고 비전문직 도서관장과 학생들에게 이용자교육의 당위성을 , 

설득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논리’이며 교육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 

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토착적인 자료’이며 도서관선진국에서처럼 사서가 이용자교육의 주, 

체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실무 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 

‘살아있는 지식’을 국내에서 생산된 기존 연구는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온 것이다.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한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에는 실무 사서들의 그러한 속내가 잘 드러2015 (p.113)� �

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참고서비스나 이용자교육과 같은 도서관서비스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잘 . 

드러낼 수 있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역랑과 여력이 자신들에게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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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모순적인 상황은 기존 연구의 내용적 특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용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년대 중반 이래 현재까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단골 주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1970 . 

생산된 연구물의 이 이 주제를 핵심 논점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얼핏 보면 대학도서관 현장의 . ⅓

요구가 기존 연구의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어온 것처럼 보인다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을 담. 

당하는 실무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살아있는 지식’은 교육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는 이용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방향에 대한 제. 

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과 방향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결

여되어 있다 연구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보다는 자의적인 주장과 국내 . 

현실과는 괴리된 ‘도서관선진국의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핵심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다.18) 물론 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연 2000

구자들의 관심이 한 때 증폭되어 그 결과 편의 논문이 교육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 10

생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그들 대부분은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 대학원생에 의해 생산된 석사학위논문이었으며 무. , 

엇보다도 연구결과를 실무에 반영하기에는 연구의 방법적 한계가 컸기 때문이었다.19)

그러한 내용적 한계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용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실무 사서들. , 

에게는 절실한 ‘지적 기반’의 하나이다 국내 연구자들 또한 그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 

기에 이용자교육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물이 ‘교육프로그램의 모형’을 주제로 하여 생산되었

을 것이다.20)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모형에는 국내 상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교육의 대. , 

상자는 분명히 한국의 대학생인데 그들이 이용자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며 ‘어떠

한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구 특히 . , 

18) 도서관선진국 특히 미국 도서관계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관심과 모방은 거의 무조건적이고  , 

무비판적이다 그러한 논문들을 관통하는 주장의 논지는 일관되다 즉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평생학습은 매. . 

우 중요하며 독립적인 평생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 

문에 대학도서관 에서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학도서‘ ’ . 

관에서 이용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이다 이와 같은 논지는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일. 

부 사서들로부터는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을 맹장쯤으로 여기는 국내 대학의 구성원들 즉. , ,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대학의 경영진과 교수들 특히 비전문직 관장들로부터 공감, 

을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존 연구자들의 의식과 논점이 이러하다 보니 심지어 미국 대학도서관의 이용. , 

자교육 역사를 소개하는 논문은 여러 편 생산되었는데 막상 한국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역사를 다룬 연구

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9) 가령 교육효과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 사례조사와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사 , , 

대상 또한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들 스스로 연구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 앞서 분석하였듯이 년대 이후에만 편의 논문이 , 2000 34 ‘교육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을 주제로 하여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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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수적인 연구풍토가 오랜 세월 지속되다보니 미국 도서관계의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을 

참조한 ‘모형’들로 대부분의 연구물이 채워져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도서관 인력과 문헌. , 

정보학계의 인력으로는 운영조차 불가능한 주장 가령 이용자교육을 정규교과로 개설하여 운( , 

영하자는 주장 등 이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21) 이렇듯 교육대상자 

의 요구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교육주체자의 역량에 대한 분석조차 결여한 피상적인 연구

가 대부분이고보니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을 운영해야 하는 실무 사서들의 고민과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년 말에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실무 사서를 대상으로 시행, 2016

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대도협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2017). 

에 참여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가 이용자교육에 관한 사서 커뮤니티의 운영이 필요하다는90%

데 동의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첫째. , , ‘이용자교육의 교재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어서 둘째, , ‘정보활용교육의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서 셋째, , ‘교수법과 대화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에 실무 사서를 위한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교육모형에 관한 연구의 내용. 

적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생산된 기존 연구의 대. , 2000

부분이 ‘정보활용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특정 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년 현재에도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 2017

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고민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용자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외형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의 하나가 교육주체의 문제이다 결코 적지 않은 사서들이 도서관선진국에서 . 

처럼 이용자교육의 주체가 되고자 하지만 업무 역량도 부족하고 교습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

하다 앞서 인용한 사대도협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도. , 

서관 사서의 가 교수법에 관한 실천적 지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서의 교육적 기능에 14% .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미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결코 적지 않은 대학도서관 사서가 교육적 기

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교육주체. 

가 되기 위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이용자교육 연구에서는 실무 . 

사서들의 그러한 욕구에 대처할만한 내용을 찾기 힘들다 그동안 교육주체 문제에 대한 연구. 

자들의 관심이 미약했기 때문이며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대학도서관 사서가 이용자교육의 , , 

21) 연 구자들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에서 이용자교육을 시행한 초기부터 이용자교육의 정규과목

화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는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년대에는 경희대학교. , 1970 , 

서강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에서 이용자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였다 나성실 , ( 1976).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대학은 급감하는데 가령 년대 초의 실태조사에서는 그 , , 1980

비율이 에 달하였으나 강혜영 년대 중반 조사에서는 급감하였다 김대형 그러15% ( 1981), 19 80 4.9% ( 1986). 

한 감소는 년대로 이어져서 년의 실태조사에서도 그 비율은 로 나타나고 있다 채명자 1990 1997 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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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거듭나는데 유용한 방법을 알려주는 연구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22)  

연구 방법의 한계와 과제3. 

주지하다시피 연구 방법은 논문의 내적 구조와 수준을 결정하는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연

구 결과의 유용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연구주제의 선정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 

연구방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지 않으면 연구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성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논의한 이용자교육 연구의 내용적 한계는 연구방( 2013). 

법의 한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다 앞서 . ‘방법적 특징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이용자교육 연구의 대부분은 문헌연구나 조사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의 

수집 또한 주로 문헌조사법이나 설문조사법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교육의 현황이나 실태에 . 

대한 조사 등에서 설문조사법은 필요할 수 있지만 교육효과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설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막상 . 

설문조사가 필요한 연구 가령 교육모형을 개발하거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문헌, , 

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습 또한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문헌조사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외 문헌에 대한 과도한 의존 경향은 연구결과의 실효성

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문헌연구의 대부분이 논점의 개발 단계부터 해외 문헌에 . 

의존하고 있다 연구의 배경과 조건 그리고 대상까지도 한국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해외 문헌의 내용에 의존하면서 국내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이나 보고서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통계적 데이터나 시스템 기능에 대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 

일차적 소스는 항상 미국의 주요 도서관이나 협의회의 홈페이지이다 그리곤 해외의 상황과 . 

국내의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국내와는 상이한 교육과 문. 

화 그리고 도서관 환경에서 해외의 문헌과 시스템 그리고 통계가 산출되었다는 점은 빈번하

게 간과된다 해외의 문헌과 데이터에 의존하여 생산된 연구의 결과가 한국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적일 수 없는 것은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설문조사법의 경우에도 기존 연구의 한계는 뚜렷하다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방법에 대한 . 

의존이 과도한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기존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의 대부분이 국내 이용, 

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자교육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설문조사의 대상에서부터 문제는 도드라진다 조사대상. . 

22) 다음의 인용문은 실무 사서의 그러한 고민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 : “그게 그렇습니다 늘 개점휴업 상태에. 

요 방학 때면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여 나름대로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개강에 앞서 학교신문이나 .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도 해보지만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 

록 자발적인 교육 신청자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만두라는 관장님을 간신히 설득하여 금년에도 조막. 

만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그나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환 ( 201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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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편향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가령 교육. ,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이나 대학도서관에 편중되어 있거나 교육모, 

형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실무 사서들은 배제한 채 피교육자인 학생들만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것도 도서관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해 무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자교육의 . 

바람직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용자교육 업무의 경험도 없고 심지어 이용자교육에 대해 잘 알지 . 

못하는 사서들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설문조사는 조사연구나 실태분석에서만 활용되어온 것이 아니다 설문, . 

조사는 교육모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교육효과를 평가하거나 영향변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용자교육에 대해 무지한 도서관이용자들과 . 

이용자교육 업무의 경험조차 없는 사서들의 답변에 근거하여 교육의 모형을 제안하고 심지어 

영향변인까지 분석해 온 것이다 기존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한계는 설문조사에서 . 

사용한 질문항목을 검토해보면 더욱 짙어진다 대부분의 질문항목이 해외의 관련 문헌에서 . 

차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익숙하지 . , information literacy

않은 조사대상에게 현행 정보활용교육이 갖는 문제점과 향후 지향해야할 교육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질문을 쏟아놓고 있다 그리고는 그러한 질문항목에 대한 그들의 답변에 . 

근거하여 교육의 활성화 방안이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있어서조차 실. 

사구시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연구자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과제는 ‘연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즉 , 

연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차분히 되새겨보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연구란 새로운 지식을 . 

생산하는 과정이다 지식은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기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 

초가 된다 만약에 특정 분야의 연구가 누적되어 새로운 지식의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로 인해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연구는 무용하며 심지어 유해, 

하기까지 하다.23) 그런데 국내에서 그동안 생산해온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고유 

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국내 도서관계에 상존해온 이용

자교육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용자교육 문제에 대해 . 

천착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국의 교육환경과 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한 

실사구시적인 연구에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 연구자조차 변변하지 . 

못한 국내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있는 지식’을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의 후학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실사구시적인 연구태도이기 때문이다.

23)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주제의 선정 단계부터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실사구시적 관점 은 모든  ‘ ’

연구의 기본이다 실증적 연구는 물론이고 이론적 연구의 대부분이 도서관과 정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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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이 연구는 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이 반세기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용자교, 

육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국내 상황에서 참고할만한 자료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는 어느 대학도

서관 사서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대학도서관이 주도하는 이용자교육의 기. 

본 목표는 이용자가 현재의 정보환경이 요구하는 정보자원의 활용 능력은 물론이고 미래의 

정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자원의 활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지적 기반. 

은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정보행태 변화에 대한 이해이다 나아. 

가 그러한 변화에 적합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방법에 대한 숙지이다 이처럼 .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

육을 담당하는 사서들에게 지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기존의 문제점을 , , 개선하고 미

래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연구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하여 생산된 

국내 연구의 특성을 조사하고 한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학이 국. , 

내 대학의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출범하고 도서관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학회, 

가 구성되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학술논문집 즉 도서관학 으로 만들어 발간하기 시작했던  , ( )� �

년부터 국내 학계와 현장에서 생산해온 1970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물을 총체

적으로 수집하여 그 내용적 변화와 방법적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의 결. , 

과가 도서관 현장의 필요 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늠하였으며 그를 통해 기존 연구(needs) , 

의 실효적 한계를 드러내고 향후 관련 연구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는 양적으로 빈약한 가운데서도 도서관선, 

진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주제를 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 

관련 문제를 풀어 가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로 드러났다 구체적. 

으로는 연구 주체의 양적 빈곤에 의한 연구 생산량의 절대적인 빈곤과 함께 연구의 내용이 

대학도서관 실무 사서들의 ‘기본적인 고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살아있는 지식’을 적절히 제

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방법에서도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보였. 

다 문헌조사에서는 해외 문헌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해외의 사례를 국내 대학도서관과 같. 

은 맥락에서 평가함으로써 국내 대학도서관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었

다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한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표본 선정과 질문 . 

항목의 사용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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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용자교육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국의 

교육환경과 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한 실사구시적인 연구 연구의 주제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

서도 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전문 연구자조차 변변하지 않은 국내 ) .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있는 지식’을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의 후학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실사구시적인 연구태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교. 

육환경과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후속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

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대학교육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국내 대학교육의 . , .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대학도서관만의 이용자교육 활성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

문이다 더불어 이용자교육의 주체인 사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대학도. . 

서관 사서가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용자교육의 활성

화 방안은 실현될 가능성이 미미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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