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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 은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 학도서 의 맞춤형 이용자교육담당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8명의 사서를 상으로 

일차 으로 심층면담하고, 그들의 응답과 문헌조사를 토 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해당 교육을 제공해 

본 국 94개 학도서 의 사서 9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다. 연구결과, 응답자 부분이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해 정 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교육 운 에서 교수진과의 력을 가장 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교육사서에게 필요한 것으로 석사학 나 주제지식보다 교육에 한 

의지나 사정신 등 태도  측면을 더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담당인력 부족을 교육 운 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악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에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확 ,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s (CBI) at four-yea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The study also 

examined instruction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obstacles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ffective adoption and delivery of the CBI. This study conducted both a survey 

research method and an in depth-interview.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the obstacles and facilitators in adopting and operating the CBI, which suggests 

useful strategies to apply in delivering the CBI in academ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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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도서 이라는 물리  공간과 자료의 

리자로서 역할을 하 던 사서는  자도

서 의 출 , 다양한 자자료  DB의 등장, 

최첨단 장비와 기술의 용 등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 역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학도서 의 이용교육  참고사서는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이용자들의 교육  연구 

활동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역할

을 재규명하면서 교육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일 이 Crews(1997)는 사

서가 안내자이자 교육자로서 교수진과 학생들

이 많은 정보원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통 인 리자나 수집가의 역

할보다 조언자나 교사로서 사하는 것이 요

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도서 법｣ 제

35조에서도 학도서 의 법정 업무로 ‘효율

 교육 과정의 수행을 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 구성원들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은 학도서  사서 본래의 책임

이며, 변화된 정보환경에서는 학 구성원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습  연구 

활동을 극 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로 볼 수 

있다. 

학도서  이용자교육 는 정보활용교육은 

정보서비스에 한 사서 자신들의 인식과 철학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간 다양한 유형의 정

보활용교육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 왔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학도서  이용자

는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으로 도서 보다는 인터넷 검색엔진에 

으로 의존하고 있다(김나원, 2008). 학생들이 

정보활용 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크게 부족하

며, 교육을 받았더라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최은주, 박남진, 2005). 이 게 만

족도가 낮은 것은 정보활용교육이 이용자가 원

하는 시 에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

지 못하고 단지 일반 인 서지교육에 그치고 있

는데 그 원인이 있기도 하다(이시 , 2010).

최근 일부 학도서 에서 맞춤형 이용자교

육(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을 

제공하면서 그간의 도서  정보활용교육의 취

약 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심을 유도하면서 

교육에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맞춤형 이용

자교육은 이용자특성에 따라 정보요구와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다는 을 제로, 이용자로

부터 교육 요청이 있을 때, 사서가 요청자의 

구체  요구는 물론 공, 심 분야 등을 총

체 으로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설계하고 제공

하는 형태의 도서  이용자교육이다(정미정, 

2014). 

맞춤형 이용자교육은 국내에서 재 ‘맞춤교

육’이라는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련하

여, 김나원(2008)은 의과 학 교직원과 학원

생을 한 맞춤교육 모형을 제안하 으며, 남재

연(2012)은 이화여자 학교 앙도서 에서 실

제 시행하고 있는 맞춤교육 사례를 소개한 바 있

다. 그러나 학도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실증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무엇보

다 이 교육에서 가장 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에 한 연구가 아직 부재

하다 교육의 주체인 사서의 인식은 그 교육의 

방향과 성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이에 해 체

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맞춤형 이용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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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학도서  사서들을 

상으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효과, 성공 인 

교육운 을 한 핵심 요건, 담당사서에게 필요

한 역량, 교육을 운 하는데 발생되는 장애요인 

등에 한 그들의 인식을 탐색 으로 고찰해 보

고자 하는 것이다. 

2. 문헌 연구

2.1 사서의 역할 변화

사  의미에서 사서는 각종 도서 , 자료

실  정보기 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

시키기 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   

이용에 종사하는 문직을 말하며(한국도서

회, 2010), 주로 도서 의 리자로 정의되고 

있다(Young, 1983). 그러나 도서  역사를 보

면 사서의 역할은 단순히 도서 이라는 물리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시  요구에 맞게 새

로운 역할을 모색하면서 그 역할을 정립해 왔

다. 박 식(2000)은 사회  정보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수용되어야 할 사서의 역할로 ‘교

육 문가’, ‘상담 문가’, ‘탐색 문가’, ‘정보

재자’, ‘주제 문가’, ‘문화기획자’ 등을 제안하

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효과 인 정보 활용

법 습득이 요해 짐에 따라 교육 문가로서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망한 바 있다. 정달

수(2005)는 유비쿼터스 시 에 사서의 역할  

개별화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합리 으로 수

용한 교육 제공을 언 하 다. 실제로 사서의 

역할 변화를 악하기 하여, 안인자(2005)는 

도서 법과 기 , 담당부서  정책, 직무분석

을 통해 1970-80년 와 2000년 의 업무 내용

을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1980년  반에

는 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리업무가 가

장 요하 으나, 2000년 에는 이용자층의 다

양화와 교육 역 확 로 디지털도서  련업

무와 이용자 사가 차지하는 비 이 크게 확

되었음을 밝혔다. 

21세기 후 변하는 정보사회에서의 사서

의 역할을 조망하면서 Bennett(2009)는 그 역

할에 패러다임  변화가 있음을 주장하 다. 그

에 따르면, 인쇄자료를 제공하던 ‘책 심의 패

러다임(book-centered paradigm)’에서 1990년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막 한 양의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변하면서, 도서 이 이용자가 선호

하는 정보원에서 려나게 되었고, 그 결과 사

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사고

하는 ‘학습 심의 패러다임(learning-centered 

paradigm)’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 다. 

이와 같이 사서의 역할이 사회와 정보환경의 변

화에 따라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교육 담당

사서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고 있

는 것은 주목할 상이라 할 수 있다.

 

2.2 이용자교육사서의 필요 역량 

사서는 도서   정보센터 반의 업무 수행

을 해 다양한 역량(competencies)을 요구받

게 되는데, 특히 사서가 학환경에서 교육자로 

역할하기 하여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도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9, 이하 ALA)에서는 모든 종의 사서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8개 역으로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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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문직 기  지식, 정보원, 지식․정보 자

원의 조직, 기술 인 지식과 능력, 참고 사와 

이용자 서비스, 연구, 계속교육과 평생학습, 경

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자

로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과 련된 것은 

‘참고 사와 이용자 서비스’ 역에서 모든 이

용자와의 성공 인 상호교류, 련된 지식과 정

보 이용의 상담․ 개․안내와 이용자의 요구 

 커뮤니 이션 평가  응 부분이다.  ‘계

속교육과 평생학습’ 역에서는 생애학습의 후

원자로서의 역할과 지식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기술에 한 교육과 학습에 련된 내

용 등이 련되어 있다. 

캐나다도서 회(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10)에서도 21세기 사서

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기  지식, 인간 계 

기술, 리더십과 리, 장서 개발, 정보활용능력, 

연구와 문직에 기여, 정보 기술 능력 등 일곱 

요소를 제시하 다. 이러한 역량은 사서가 교육

을 설계하고 제공하는데 직․간 인 도움을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인간 계 기술’ 역

에서 이용자와의 커뮤니 이션과 지지, 멘토 역

할, 발표 능력 등은 이용자교육 담당사서에게 

직 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보인다.

최상희(2007)는 2004년부터 2006년간 미국 

도서 의 구인 고를 분석하여 실제로 학도

서  교육 사서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조

사하 다. 그 결과 참고 사경험이 가장 요

한 자격요건이었고, 커뮤니 이션 능력, 인

계 능력, 웹 련 지식이 요한 지식과 기술로 

악되었다. 이 밖에도 문헌정보학 이외의 주

제 지식, 정보활용 동향, 주제 분야의 석․박사 

학  등이 요청되고 있었다.

Heider(2010)는 Indiana University of Penn- 

sylvania 도서 에서 제공하는 장주재사서 

로그램을 토 로 다양한 제언을 하 는데, 특히 

사서의 자질에 하여 언 하 다. 그 내용을 보

면 학 교육에 열정 인 사서의 태도, 리더십 능

력, 서비스할 단과 학․학과의 강한 지지, 력 

 아웃리치에 한 경험, 련 근무 경험  석

사학  소지 등이 포함된다. Ivey(2003)는 성공

인 이용자교육의 핵심 요소인 사서와 교수간

의 성공 인 력을 하여, 상호간에 공유하는 

목 , 존경․인내․신뢰, 지속 인 상호 의사소

통 등을 언 하 다. Lippincott(2000) 역시 효

과 인 이용자교육을 해 교수진과의 력을 

강조하면서, 교육사서가 교육 장에서의 교육

기술 사용법, 정보 근방법, 정보에 한 비

 사고방법 등을 숙지함으로써 교수진과의 

업에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 비된 상태’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편 이용자교육을 포함하여 폭넓은 역에서 

복합 인 역할을 하는 사서를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 장주재사서(embedded librarian)’

과 ‘혼합사서(blended librarian)’가 등장하 다. 

장주재사서는 학생, 교수진 등 학 구성원들

과 업하는 공동의 창조자를 일컬으며(Dewey, 

2004), 혼합사서는 사서의 통 인 지식뿐만 아

니라 정보기술자의 기술과 교육 디자이 로서의 

능력을 갖춘 사서를 지칭한다(Bell & Shank, 

2004). 21세기가 요구하는 사서상으로 등장한 

장주재사서와 혼합사서는 사서의 역할변화와 

련한 최근 추세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이용자의 삶과 일터에서 그들에게 보

다 착하여 력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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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개념과 특성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맞춤형 이용자교육

(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은 원

래 교육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로 ‘맞

춤형 교육’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는 교육자가 

학습자의 흥미, 비도, 선호도 등과 같은 다양

한 특성을 수업에 효과 으로 반 할 때 학생이 

가장 잘 배운다는 제를 근거로 제공하는 교육

방법이다(Tomlinson, 2005). 도서  이용자교

육 장에 용된 맞춤형 교육에 하여 본 연구

에서는 “이용자가 능동 이고 자발 으로 교육

을 요청할 때, 사서가 이용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공, 개별 특성 등 다양한 측면까지 

고려하여 설계․제공하는 이용자교육 유형”으

로 정의하 다(정미정, 권나 , 2014).

국내 학도서  장에서의 맞춤형 이용자

교육은 크게 ‘강의연계교육’과 ‘개별교육’으로 나

뉘어진다. 첫째, ‘강의연계교육(course-related 

instruction)’은 교수의 신청으로 강의 시간에 

제공하는 교육유형으로, ‘강의지원교육’, ‘수업

연계교육’ 등으로도 지칭된다. 둘째, ‘개별교육

(one-on-one session)’은 한 명 이상의 학생이 

개별 으로 요청할 때 제공하는 유형으로, ‘그

룹교육’, ‘소규모 교육’, ‘출장교육’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 사실 이 두 유형의 교육은 이미 

외국에서 오래 부터 활발히 제공해 온 이용자

교육인데, 국내와 같이 “맞춤형”으로 명명되지

는 않았다(Fleming, 1990; Kappus, Jenks, & 

Pauw, 2011). 이용자 심의 극 인 교육경

험이 일천한 국내 학도서 들이 최근 강의연

계교육과 개별교육을 보다 극 으로 수용하면

서 “맞춤형”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이 두 유형

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므로 그 주요 특성을 외국 문헌을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먼  강의연계교육의 경우, 

강의식이므로 다수에게 교육 달이 가능하며, 

다양한 종류의 정보 자원을 제시할 수 있고, 도

서 의 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효과 이어서 

도서 에 한 정 인 평가를 높일 수 있으며, 

교과과정에 정 으로 기여함으로써 그 향

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 반면, 

단 은 교육운 에 시간과 노력 투자가 크며, 

사서에게 폭넓은 지식과 교수법이 요구된다는 

이라 할 수 있다(Fleming, 1990). 

한편 개별교육의 경우, 이용자 개개인이 요청

한 교육을 시기 하게 제공할 수 있고, 사서와 

이용자 간의 유 감 형성  정  계 구축

이 가능하며, 개별상담을 통해 이용자가 정보

근방법  연구과정을 효과 으로 이해할 수 있

게 된다는 장 이 있다(Attebury, Sprague, & 

Young, 2009). 그러나 강의연계교육과 같이 맞

춤형 개별 교육을 비하는 데 시간 소비가 크

고 그로 인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단

이 있다(Kappus, Jenks, & Pauw, 2011).

종합하면 맞춤형 교육은 사서의 시간 소비가 

크고, 많은 비와 노력을 요구하므로 범

하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맞춤

형 교육의 효과가 정 으로 보고되고 있다. 

컨 , 실제 생물학 교과과정에서 맞춤형 이용자

교육을 히 통합했을 때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이 더 효과 으로 향상되었다(Freeman & 

Lynd-Balta, 2010; Frirooznia & Andreadis, 2006). 

한 공과 학 학생을 상으로 한 Drexel 



138  정보 리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4

University의 개별교육 사례를 보면,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 요구가 더 효과 으로 충족

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인식하게 되었다(Roberts 

& Bhatt, 200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 

맞춤형 교육이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은 

물론 도서 서비스에 한 인식 개선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효과

는 물론, 그 교육을 제공하는 이용자교육사서

들이 앞서 살펴본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

험하고 있는지에 한 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못했다. 교육담당 사서들의 인식과 경험은 맞

춤형 이용자 교육의 도입과 수월성 제고에 

요한 향을 미치므로 이에 한 탐색  고찰

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학도서 의 맞춤형 이용자

교육에 하여 그 효과, 성공  운 에 필요한 

핵심 요건, 담당사서의 자질  자격, 장애요인 

등에 한 사서들의 인식을 악하고자 수행하

으며, 탐색  연구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을 하여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순차 으

로 실시한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 고, 크게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 다. 

3.1 심층면담

먼  제 1단계로 질  연구방법인 심층면담

을 수행하 다. 재 맞춤형 교육을 도서  홈

페이지에 게시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울․경기 

소재의 8개 학도서 을 선정하고, 각 학에

서 교육 담당사서 1명을 심층면담하여 맞춤형 

교육과 련된 그들의 경험과 견해를 조사하

다. 심층면담을 수행하기 하여 해당 학도

서 의 사서들을 직  방문하 고, 2013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8명과 총 

8회의 인터뷰를 실시하 으며, 인터뷰에 소요

된 시간은 약 7시간 12분이다. <표 1>은 심층면

담 참여자에 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데, 연

령, 도서  근무년수, 맞춤형 이용자교육 담당

년도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와, 참여자의 소속 

기 정보로 맞춤형 이용자교육 투입 인력 수, 

1학기 평균 시행횟수, 소속 학의 규모 등을 제

시하 다. 심층면담내용은 사  동의를 구한 후 

모두 녹취되었고, 작성된 녹취록을 토 로 내용

을 분석하 다. 

심층면담은 이 교육에 한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를 깊이 있게 악하려는 목 과 함께, 조

사 내용을 토 로 다음 단계에서 국내 4년제 

학의 맞춤형 이용자 교육 담당 사서들을 상

으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경험과 인식을 

설문조사하는데 필요한 질문지를 작성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3.2 설문조사

본 연구의 제 2단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은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해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국 학도서  사서

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선정되었다. 먼  

국 4년제 학도서 의 체 리스트를 확보

하기 하여,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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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참여자
개인  특성 소속 기  특성

연령 도서  근무년수 CBI 담당년도 맞춤형교육투입 인력 1학기 시행횟수 소속 학 규모1)

사서A 30 10년 2012년 2명 10

사서B 40 16년 2011년 7명 80 - 140

사서C 30 11년 2003년 1명 80

사서D 40 17년 2008년 5명 30 - 40

사서E 30 10년 2007년 3명 65

사서F 40 19년 2005년 8명 30 - 40

사서G 30 10년 2008년 4명 90

사서H 50 17년 2007년 1명 2-3

<표 1> 심층 면담참여 사서의 개인  특성  소속 기  특성

특성 응답자수 백분율(%) 특성 응답자수 백분율(%)

성별
남자 27 28.7

업무

담당

기간

6개월 이하 6 6.4

여자 67 71.3 6개월- 1년 이하 15 16.0

연령

20 5 5.3 1년 이상- 3년 미만 30 31.9

3년 이상- 5년 미만 24 25.530 35 37.2

5년 이상- 7년 미만 11 11.740 43 45.7

7년 이상- 10년 미만 3 3.2
50 11 11.7

10년 이상 5 5.3

최종

학력

학사 42 44.7

근무

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13 13.8

석사과정생 8 8.5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6.0

석사 39 41.5 10년 이상- 15년 미만 22 23.4

박사과정 3 3.2 15년 이상- 20년 미만 15 16.0

박사 2 2.1 20년 이상 29 30.9

공

문헌정보학 48 51.1

학

규모

10,000 미만 48 51.1
문헌정보학+타학문 공 25 26.6

10,000 이상- 20,000 미만 25 26.6문헌정보학+교직 11 11.7

문헌정보학+타학문 공+교직 9 9.6
20,000 이상 21 22.3

기타 1 1.1

<표 2> 설문조사 참여 사서들의 인구학  특성  업무 련 배경 정보(N=94)

서 발간하는 2012 학도서  통계분석 자료

집 에 수록된 국 4년제 학도서  명단, ② 

국․공립 학도서 의회 명부, ③ 한국사립

학교 도서 의회의 명부에 제시된 도서  

리스트를 참조하 다. 그 결과, 국의 4년제 

학이 총 206개로 악되었다. 다음으로, 206개 

 1) 학술정보통계시스템(http://www.rinfo.kr)의 기 . 학규모의 기 은 학의 재학생 수를 기 으로 규모

(A: 25,000명 이상, B: 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규모(C: 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D: 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소규모(E: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F: 5,000명 미만)로 구분하 다. 즉, 규모는 

2만명 이상, 규모는 1-2만명, 소규모는 1만명 미만의 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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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앙도서 을 심으로 도서  홈페이

지를 분석하여 맞춤형 이용자교육 서비스 시행 

여부, 해당 교육의 명칭 확인, 담당자의 유무와 

연락처를 조사하 다. 이를 토 로, 2013년 8월 

27일부터 2013년 9월 11일까지 약 2주간 인터

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6개 도서  가운

데 149개 (72.3%)의 이용자교육 담당 사서가 

설문에 응답하 다. 이  맞춤형 이용자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4개 의 교육담당 사서 

94명을 연구 상자로 최종 확정하 다. 연구

상자 94명의 인구학  특성과 업무 련 배경 

정보는 <표 2>에 수록되어 있다. 수집된 설문응

답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분석 목

에 따라 기술통계분석, 다 상 분석, 요인분

석 등 합한 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면담내용  설문문항에 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4. 결과 분석

본 연구 결과는 서울․경기도에서 맞춤형 이

용자교육을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학 도서  

사서 8명과의 심층면담과 국 94개의 4년제 

학도서 의 맞춤형 이용자교육 담당사서 94명

을 상으로 조사한 설문응답을 토 로 분석되

었다. 분석 내용은 크게 네 측면으로, 연구에 참

여한 사서들이 인식한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효

과, 성공 인 교육을 한 핵심 요건, 사서의 역

량, 운 상 장애요인 등이다. 아울러 사서의 개

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인

식이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다. 

4.1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학도서  교육담당사서들이 그 교육의 효과

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체로 정 인 평가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서들이 인지하는 교육 

효과는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먼

 과제작성에 필요한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다. 2012년부터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

공해 온 사서 A는 다음과 같이 강의연계교육에 

참여했던 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그 교육 효과를 

악하고 있었다. 

교수님들이 다음 학기에 (교육을) 다시 신청하

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용교육을 받고나서 자

료 찾거나 과제하는 수 이 달라졌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보람이죠 (사서 

A, 30 , 2012년부터 CBI담당, 도서  근무경력 

10년)

참여 교수의 이와 같은 정 인 피드백은 

사서가 업무에서 자신의 역할에서 보람과 만족

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

다. 한편 3년 정도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해 

온 사서 B는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면

을 넓힘으로써 도서  서비스의 내용과 효용성

을 이해시키고 그 결과 도서 에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찾고 있

었다. 

 

이 교육을 통해 도서 의 장 , 이용의 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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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에게) 알려서 자료나 서비스를 이해시

킬 수 있구요.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도서 에 

한 인식이 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사서 

B, 2011년부터 CBI담당, 16년 근무경력)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2003년부터 10년 이상 

담당하여 면담 참여자 에서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진 사서C는 이 교육이 앞의 면담자들이 언

한 “정보활용능력의 향상”과 “도서 의 역할 

 서비스 홍보”효과를 갖고 있으며 장기 으

로는 도서 의 상을 높일 것으로 기 하고 있

었다.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이 높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곧 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겠죠. 학생들의 

리포트나 논문의 질도 높아지고, 연구 윤리도 

알리고. 궁극 으로는 도서 이 문 인 역할

을 하는구나, 상도 높이는 일이기도 하죠 (사서 

C, 2003년부터 CBI담당, 11년 근무경력). 

결국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참여한 사서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 교육이 학도서  

이용자교육이 궁극 으로 지향하는 바, 즉 학

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여 학습능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층면담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이용자교

육 경험이 있는 사서 94명을 상으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한 인식을 설문조사하

다. 이 때 사용한 8개 문항의 질문은 심층면

담 내용분석과 련 선행연구를 토 로 5  리

커트타입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표 3>은 교육 

효과에 한 사서들의 인식을 높은 순 부터 

정리한 분석 결과이다. 

<표 3>에 나타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두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평균 4  이상으로, 

담당 사서들이 맞춤형 교육의 효과를 여러 다

양한 측면에서 매우 정 으로 평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도서 의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 

인식 기회’(4.39)가 가장 높았고, ‘도서 에 

한 정 인 인식 제고’(4.35), ‘이용자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4.30), ‘ 면 교육으로 이용자

와 친근감 형성’(4.22), ‘개인의 필요에 맞춘 

시 교육 제공’(4.12), ‘ 학 교육에서 도서 의 

요성 인식’(4.09)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

순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효과 련 설문항목* 평균 표 편차

1 도서 의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 인식기회 4.39 0.59

2 도서 에 한 정 인 인식 제고 4.35 0.56

3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 4.30 0.62

4 면 교육으로 이용자와 친근감 형성 4.22 0.69

5 개인의 필요에 맞춘 시 교육 제공 4.12 0.82

6 학 교육에서 도서 의 요성 인식 4.09 0.71

7 이용자 요구  정보 행동 악 3.93 0.71

8 반복  참고 질의 경감 3.51 0.74

*문항척도: 1＝  그 지 않다, ２＝그 지 않다, ３＝보통이다, ４＝그 다, ５＝매우 그 다

<표 3>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한 사서들의 인식 
 (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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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요인
설문항목 요인부하량(공통성) 고유값 설명력(%)

인식 개선 

이용자와 친근감 형성 .78(.62)

3.49 43.60
도서 에 해 정  인식 .78(.66)

학교육에서 도서 의 요성 인식 .75(.67)

도서 의 다양한 자료, 서비스 인식 .68(.49)

정보서비스 향상

반복 인 질의 경감 .77(.65)

1.23 15.23
이용자 요구  정보행동 악 .67(.62)

이용자 정보능력 향상 .64(.54)

필요한 교육 시 제공 .52(.46)

(KMO=.83; Bartlett 구형성 검정치=221.21; 유의확률〈.001)

<표 4>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한 요인분석 

에서 많이 언 되었던 내용이 설문 결과에서도 

높은 수로 나타나 질  연구에서 악한 내

용을 검증해 주고 있었다. 

한편 높은 평균을 받은 항목을 살펴보면 도

서 과 사서에 한 인식 개선과 련된 내용

이 많았는데, 이 에 착안하여 맞춤형 이용자

교육의 효과에 한 8개 항목이 어떤 내  속성

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이 두개 요인으

로 수렴되었고 이 두 요인이 체 분산의 58.83%

를 설명하고 있었다(<표 4> 참조).

<표 4>에서 제시된 두 요인을 구체 으로 살

펴보면, 첫째 요인은 총 43.60%의 설명력을 가

진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도서 과 사서에 한 이

용자의 인식이 개선된다는 공통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 요인을 ‘인식 개선’ 효과로 명명하 다. 

두 번째 요인은 총 15.23%의 설명력을 가진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문항은 맞

춤형 교육을 통한 정보서비스 개선이라는 속성

을 공유하므로, ‘정보서비스 향상’ 효과로 명명

하 다. 이와 같이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사서

들이 인식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의 효과를 요

약해 보면, 크게 도서 과 사서에 한 이용자 

인식 개선과 정보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측면으

로 악되었다. 

4.2 효과적인 맞춤형 이용자교육 제공을 

위한 핵심 요건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효과 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사서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에 해 심층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은 ‘교수들과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과 소통’을 무엇보다도 요한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교육은 교수들과의 커뮤니 이션이 굉장히 

요해요. 교수의 조는 친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친분을 잘 유지하고 계를 계속 

형성해 가야죠 (사서 C, 2003년부터 CBI담당, 

11년 근무경력)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학도서  사서들의 인식 조사  143

이러한 반응은 문헌에서 강조된 바를 확인해 

주는 결과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학의 교

과과정과 하게 연계된 ‘강의연계교육’방식

으로 제공되고 있어, 교수와의 긴 한 력 계

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제 로 운 될 수 없다는 

특성을 반 한다. 실제로 많은 사서들이 교수와

의 긴 한 계 구축을 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교육 비과정이나 일상 업무에

서 꾸 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수들과의 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업 계획 

단계. 학기 에 다음 학기 과목을 사  조사해서 

교수진과 15분 정도 만나서 이 과목에 필요한 

것을 의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계획 이

에요 (사서 B, 2011년부터 CBI담당, 16년 근무

경력) 

교수님들의 경우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아시는 

분은 매 학기 신청하세요. 교육 홍보를 따로 하고 

있진 않지만 교수님들께 메일로 도서 에서 하는 

다른 좋은 교육이나 새로 들어온 자료나 DB에 

한 안내 메일을 꾸 히 보내요 (사서 D, 2008

년부터 CBI담당, 17년 근무경력) 

‘교수와의 긴 한 계구축’ 외에도 임자 

배치와 인력보강, 사서에 한 교육지원, 도서

 자원  설비 구축 등이 핵심 요건으로 언

되었다. 심층면담에 이은 설문조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을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효과 인 맞춤형 교육 운 을 해서 어떤 것

이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그  두 요인을 선택하도록 하 다. 결과는 

<표 5>에 응답자 수가 많은 순으로부터 제시되

어 있다.

<표 5>에 나타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심층

면담에서 반복 으로 언 된 내용들이 높은 순

에 올라 있었다. 우선, 맞춤형 교육 담당사서

들은 교육의 효과 인 운 을 해 교수진과의 

긴 한 소통  력 계(40.4%)를 가장 요

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임자 배치

(39.4%), 교육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33.0%)

과 같이 사서 인력 수  문제를 요하게 인식하

순 효과 인 교육을 한 핵심 요건 련 설문항목 응답자수 백분율(%)

1 교수진과의 긴 한 소통  력 38 40.4

2 맞춤형 교육 임자 배치 37 39.4

3 사서에 한 교육지원 33 35.1

4 교육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 31 33.0

5 맞춤형 교육에 한 사서 간 력  공감  형성 18 19.1

6 DB, 자자원 등 풍부한 장서 14 14.9

7 기기, 교육실 등 인 라 구축 13 13.8

8 산지원 11 11.7

9 주제분야 학  소지 3 3.2

10 리에종(Liaison) 사서 2 2.1

( 복응답 가능)

<표 5> 효과 인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한 핵심 요건에 한 인식
(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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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사서에 한 교육지원(35.1%) 

한 요하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도서 의 장서

(14.9%)나 교육 인 라(13.8%), 산(11.7%) 등

을 요하다고 응답한 사서는 10% 로, 도서

 자원의 요성은 인  요소에 비해 상

으로 낮게 인식되었고, 사서의 구체 인 학술

능력  학 소지를 요하게 인식한 사서는 

체의 10%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

약하면, 효과 인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

는데 사서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선행 

요건은 (1) 교수진과의 긴 한 력, (2) 

한 인력수 , (3) 사서에 한 교육지원 등인 

것으로 밝 졌다. 

4.3 담당사서의 자질과 자격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교육사서가 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자격에 해 

실제 사서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

다. 우선, 심층면담을 통해 무엇보다 요한 

것으로 밝 진 역량은 ‘담당사서의 극성과 

의지’ 다. 

무엇보다 사서의 할려는 의지가 요하죠. 사서

가 업무가 늘어날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한다면 이 교육은 할 수가 없어요 (사서 B, 2011

년부터 CBI담당, 16년 근무경력)

극 으로는 (교육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 이라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의지에요. 사실 

지 으로써 인력이나 산, 사서간 조 이런 

거는 없어요 (사서 A, 2012년부터 CBI담당, 10

년 근무경력) 

사서 A나 사서 B의 경우를 보면, 교육에 필

요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

이더라도 이용자를 돕고자 하는 의지나 사정

신이 있을 때 그것이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추

진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서 F는 주제지식 련 학습에 하여 자

신의 10년여 맞춤형 이용자교육 경험을 통 로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아주 심오한 주제 분야 서비스가 아니라면 일반 

사서들도 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사서 F, 2005년부터 

CBI담당,19년 근무경력)

즉, 일반 인 주제 분야라면 서비스에 필요한 

주제 문지식도 사서의 심과 노력을 통해 충

분히 학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심층면담

에 참여한 사서들이 필요하다고 언 한  다른 

사항은 ‘논문을 써 본 경험’이나 ‘외국어 능력’ 

등과 같이 보다 구체 이고 가시 인 능력이다. 

본인이 논문을 안 써봤는데 논문 쓰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어떻게 알고 교육을 해줘요. 석사 이상

은 되어야 학원생 맞춤교육을 할 수 있어요 

(사서 C, 2003년부터 CBI담당, 11년 근무경력)

사실 요즘 언어도 어려운 이에요. 외국인 교수

님들이 신청도 많이 하시고, 수업도 어로 이루

어지는 수업이  많아져요. 어 수업에는 

교환학생들도 듣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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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하잖아요. 어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에요 ... ( 략)... 그럼 어 스크립트를 써야 

하는 거죠 (사서 E, 2007년부터 CBI담당, 10년 

근무경력) 

‘석사학 ’나 ‘ 어’ 등은 학원생과 외국인

을 상으로 하는 이용자교육에서 요청되는 역

량과 계되는데, 특히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는 

학 캠퍼스의 실과 그들을 한 특별한 이용

교육 로그램이 요청되는 변화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

로 맞춤형 이용자교육 사서에게 요청되는 역량

을 8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5  리커트타

입 척도로 조사하 다.

<표 6>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하  세 항

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평균 4  이상으로 나

타났는데, 이 상  항목들은 체로 의지  측면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에서도 가

장 요한 것은 ‘맞춤형 교육 시행 의지’(4.55)

로, 이 설문결과는 심층면담 결과를 검증해 주고 

있다. 한편 다른 항목들에 비해 그 요도가 상

으로 낮았던 ‘석사학  이상 논문 작성 경

험’(3.74), ‘부 공, 복수 공 등 주제 문 지

식’(3.71)과 ‘외국어 능력’(3.65) 역시 보통 이상

의 요한 자격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맞춤형 이용자교육 담당사서의 자질  자격

에 한 총 8개의 설문문항이 어떤 공통 속성들

로 구성되어 있는지 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수

행하 다.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이 둘로 

수렴되었고, 이 두 요인은 체 분산의 56.73%

를 설명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두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요

인은 주로 맞춤형 교육 시행과 주제분야 학습의

지, 사정신, 교육자로서의 자질, 자  자료에 

한 이해 등 교육사서로서의 기본 정신과 자질

을 강조하는 항목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에 이 

첫째 요인을 ‘기본자질’로 명명하 다. 둘째 요

인은 외국어 능력, 주제 문지식, 석사학  등 

능력이나 자격요건과 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격조건’으로 명명하 다. 앞의 <표 6>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본 설문에 응답한 교육 담당

사서들은 첫째 요인인 ‘기본자질’을 ‘자격조건’

보다 더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순 자질  자격 련 설문항목* 평균 표 편차

1 맞춤형 교육 시행 의지 4.55 0.56

2 자  자료에 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 4.52 0.60

3 주제 분야 지식습득에 한 의지 4.40 0.59

4 이용자에 한 투철한 사정신 4.37 0.69

5 교육자로서 경험과 능력 4.02 0.70

6 석사학  이상 논문 작성 경험 3.74 0.82

7 부 공, 복수 공 등 주제 문 지식 3.71 0.77

8 외국어 능력 3.65 0.77

*문항척도: 1＝  요하지 않다, ２＝그 지 않다, ３＝보통이다, ４＝ 체로 요하다, ５＝매우 요하다.

<표 6> 담당 사서에게 필요한 역량에 한 사서들의 인식 
 (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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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요인
자질  자격 련 설문 항목 요인부하량 고유값 설명력(%)

기본 자질

맞춤교육 시행 의지 0.800 

3.10 38.20 

이용자에 한 투철한 사정신 0.776 

자  자료에 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 0.766 

주제 분야 지식습득에 한 의지 0.691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능력 0.608 

자격

조건

외국어 능력 0.816 

1.48 18.53부 공, 복수 공 등 주제 문 지식 0.792 

석사학  이상 논문 작성 경험 0.615 

(KMO=.71; Bartlett 구형성 검정치=210.35; 유의확률〈.001)

<표 7> 담당 사서의 자질  자격에 한 요인분석 

4.4 맞춤형 이용자교육 제공의 장애요인 

인식

먼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장애요인을 악

하고자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를 보면, 사서들

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인력

련 문제 다. 아직 많은 국내 학도서 이 교

육 담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다른 업무와 겸

하여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운 하고 있으므로, 

사서 인력 문제와 련된 여러 요인이 장애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좀 더 깊이 있게 서비스를 하거나, 주제별로 학과 

공에 맞춰서 문 자원들을 알려주거나 하는 

과정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딱 이것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서 

A, 2012년부터 CBI담당, 10년 근무경력)

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부담감

이라면 부담감이고.... 매번 다른 과목이 들어올 

때마다 학과나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어려운 이죠 (사서 E, 2007년부

터 CBI담당, 10년 근무경력)

세분화된 교육을 할 때 문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를 들어 의학이나 한의학 

내부에서도 세분화되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 

지식에서 조  곤란할 경우가 있어요 (사서 G, 

2008년부터 CBI담당, 10년 근무경력)

물론 사서 G가 말한 주제지식 부족은 능력

측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두 명의 

사서가 그 학의  학문분야를 담당해야 하

는 실의 구조 인 인력배치 문제를 반 하기

도 한다. 

한편, 익숙하지 않는 주제로 교육내용을 

비해야 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교수법 부족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사서 F). 이는 교사

로 훈련받지 않은 사서들이 강의연계교육과 같

은 정규교과과정에 투입되었을 때 흔히 부딪치

게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불만사항은 부분 강사의 말이 빠르

다,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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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 2005년부터 CBI담당, 19년 근무경력 

그 밖에도 시설과 장비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 역시 교육을 제공하는데 작용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었다. 사서 B가 지 한 바와 같

이 효과 인 학습에 필요한 실습시설이 부족하

여, 강의와 연계된 정보활용수업을 강의식 수

업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실은 맞춤형 이

용자교육의 효과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명 이하는 도서  교육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보통 수업이 30명 이상이어서 교육실에서 실습

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C가 있는 강의실에

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죠 (사서 B, 2011

년부터 CBI담당, 16년 근무경력)

뒤이은 설문조사에서는 이 같은 심층면담결

과와 선행 연구결과를 토 로, 맞춤형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을 

총 16개의 5  리커트타입 척도로 구성하여 측

정하 다. 조사결과는 <표 8>에 순 로 집계

된 바와 같다. 

<표 8>을 보면, 사서들이 가장 큰 장애로 인식

하고 있는 항목은 ‘맞춤형 교육 이외의 업무가 

많음’(4.00)이었다. 그 다음은 ‘외국인 이용자를 

교육할 때 언어  어려움’(3.68), ‘교육 비 시

간의 소비가 큼’(3.66), ‘교육 기술  주제 지식

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음’(3.52), ‘교육을 담

당할 자질을 갖춘 사서가 부족함’(3.47) 순으로, 

이들은 상  5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장애요인으로 악된 총 16개 항목 각각의 평균

이 최  4 부터 최소 2.94 까지 촘촘하게 분포

순 장애요인 련 설문항목* 평균 표 편차

1 맞춤형 교육 이외 다른 담당업무가 많음 4.00 0.70

2 외국인 이용자를 교육할 때 언어  어려움 3.68 1.02

3 교육 비 시간의 소비가 큼 3.66 0.78

4 교육 기술  주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음 3.52 1.00

5 교육 담당할 자질을 갖춘 사서가 부족함 3.47 0.86

6 교육 장소  기기 등 인 라 부족함 3.30 1.07

7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하기 어려움 3.25 1.01

8 많은 요청에 한 교육일정 조정 어려움 3.19 0.92

9 정보원  주제 지식을 학습하기 어려움 3.19 0.89

10 수업연계교육의 경우, 이용자 흥미 유발이 어려움 3.13 0.97

11 교안  교육내용 구상이 어려움 3.10 0.93

12 교수진과의 계유지  소통이 부족함 3.03 0.91

13 이용자 요구를 정확히 악하기 어려움 3.03 0.84

14 주어진 교육 시간이 부족함 3.00 0.91

15 효과 으로 내용을 달하기 어려움 2.96 0.88

16 교육의 재료가 되는 DB 등의 정보 자료가 부족함 2.94 0.93

*문항척도: 1＝  그 지 않다, ２＝그 지 않다, ３＝보통이다, ４＝그 다, ５＝매우 그 다.

<표 8> 맞춤형 이용자교육 제공의 장애요인에 한 인식
 (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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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었는데, 이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

는데 매우 다양한 요인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다. 

4.4.1 장애요인 항목의 요인분석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는데 문제 으

로 작용하는 총 16개의 장애요인이 어떤 속성

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악해 보고자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주성분 분석을 사용한 요인

분석에서 복수의 요인에 걸쳐 0.3 이상의 요인

재치를 보인 세 개 항목은 복성이 있는 것

으로 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 으로 

13개의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성도

경, 이환범, 이수창, 장철 , 최인규, 2011). 그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네 개 요인이 추출되

었고 이들은 체 분산의 65.01%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수렴된 네 요인을 살펴보면, 총 

33.38%의 설명력을 보인 첫째, 요인은 사서인

력 부족과 교육을 담당할 임자 부족으로 발

생하는 문제와 련이 있으므로 ‘인력수 ’문제

로 명명하 다. 둘째, 요인은 총 12.97%의 설명

력을 보 고, 주로 가르치는 능력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련이 있으므로 ‘교수법’문제

로 명명하 다. 셋째, 요인은 총 10.38%의 설명

력을 보 고, 주제지식, 교육기술, 외국어 능력 

등의 지식부족과 학습기회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련이 있어 ‘능력개발’문제로 명명하

다. 마지막으로, 총 8.28%의 설명력을 보인 넷

째 요인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 교육 

인 라와 교육환경의 불충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므로 ‘교육여건’문제로 명명하 다. 이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의 장애요인을 (1) 인 투입 

자원부족, (2) 교수법 미숙, (3) 교육에 필요한 

지식 습득의 어려움과 기회부족, (4) 시설인

 항목 

요인 
장애요인 련 설문 항목 요인부하량(공통성) 고유값 설명력(%)

인력수  

교육 일정 조정 어려움 .82(.69)

4.34 33.38
다른 업무가 많음 .80(.65)

교육 비시간 소비 큼 .69(.60)

자질을 갖춘 사서 부족 .57(.55)

교수법 

이용자 요구 악 어려움 .81(.71)

1.69 12.97교육내용 구상 어려움 .77(.72)

효과 으로 내용 달이 어려움 .68(.69)

능력개발

정보원  주제 분야 지식 학습 어려움 .79(.69)

1.35 10.38교육기술과 주제지식 학습기회 부족 .72(.72)

외국어 능력 부족 .68(.48)

교육여건 

교육장소  기기 등 인 라 부족 .81(.65)

1.08 8.28주어진 교육 시간 부족 .74(.67)

교육 자료 부족 .62(.52)

(KMO=.78; Bartlett 구형성 검정치=346.47; 유의확률〈.001)

<표 9> 장애요인인식에 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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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앞의 세 요인이 모두 담당사서와 련된 문제

로, 한 인력배치와 능력개발 문제가 성공

인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건이 됨을 시사하

고 있다.

4.4.2 장애요인 인식과 맞춤형 이용자교육 

활성화 정도간의 상 계

재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 들의 경우, 제공 횟수나 참여자수, 재신

청율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그 

활성정도에 따라 도서  사서들이 겪는 어려

움의 정도나 유형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추

론해 볼 수 있다. 이에 교육활성화 정도와 장

애요인 인식 간에 어떤 련이 있는지 알아보

았다. 

분석에 사용한 지표를 보면, 먼  장애요인

은 앞 의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1) 인 투

입 자원부족, (2) 교수법 미숙, (3) 교육에 필

요한 지식 습득의 어려움과 기회부족, (4) 시설

인 라 부족 등 4개 지표의 요인 수로 구성된

다(<표 9> 참조).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활성화 

정도는 아래 <표 10>에 있는 4개 지표로 측정

했으며, (1) 학기당 교육제공횟수와 (2) 학기

당 참여자 수, (3) 강의연계교육 재신청률, (4) 

개별교육 재신청률 등이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활성정도에 따라 도서

 사서들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나 유형이 다

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하여 교육활

성화정도와 장애요인 인식 간의 상 계를 피

어슨 상 계 분석을 통해 악하 고, 그 결

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을 보면, 특정 활성화 지표와 특정 장

애요인 인식지표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다. 둘 간의 계가 강한 상

계로 나타나지는 못했으나, 이 결과는 사서들

의 장애요인 인식과 교육활성화간에 존재하는 

계의 경향성을 보여 다고 악된다.

활성화 지표 응답자수 백분율(%) 활성화 지표 응답자수 백분율(%)

학기당 

제공횟수

(평균=2.47; 

표 편차=1.55;

N=94)

5회 이내 30 31.9

학기당 

참여자 수

(평균=4.00; 

표 편차=2.04;

N=94)

50명 미만 33 35.1

50 - 100명 12 12.85회 이상 -

10회 미만
21 22.3

100 - 150명 13 13.8

10회 이상 -

30회 미만
29 30.9 150 - 300명 15 15.9

30회 이상 -

50회 미만
7 7.4

300명 이상 21 22.3

50회이상 7 7.4

수업연계교육 

재신청률 

(평균=3.48; 

표 편차=1.30;

N=90)

매우 낮다 5 5.6 
그룹교육 

재신청률

(평균=2.64; 

표 편차=1.33;

N=83)

매우 낮다 7 8.4 
낮다 6 6.7 

보통이다 28 31.1 낮다 14 16.9 

높다 29 32.2 보통이다 39 47.0 

매우 높다 22 24.4 
높다 19 22.9 

매우 높다 4 4.8 

<표 10> 맞춤형 이용자교육 활성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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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이용자 교육 활성화 

제공횟수 참여자 수 강의연계 재신청 개별교육 재신청

장애요인

인력수  .27* .09 .30** .20

교수법 -.22* -.22* .01 -.17

능력개발 -.08 -.06 -.18 -.29**

교육여건 .06 -.07 -.15 .12

*p<0.05, **p<0.01

<표 11> 장애요인 인식과 교육활성화와의 상 계

장애요인 별로 살펴보면 첫째, 사서들이 인

력수 문제를 크게 인식할수록, 소속 도서 의 

맞춤형 교육 제공횟수(r=.27; p<0.05)와 강의

연계 재신청률(r=.30; p<0.01)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

공하는데 인력수 문제를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사서일수록, 교육횟수와 강의연계교육의 재신

청률이 높은 도서 에서 근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횟수가 많은 도서 일수록, 

 강의연계교육 재신청률이 높은 곳일수록 사

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담당 사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큰 장애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수법 문제를 큰 장애로 인식할수록 

소속 도서 의 교육제공횟수(r=-.22; p<0.05)

와 참여자수(r=-.22; p<0.05)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제공 횟수나 참

여자수가 많지 않은 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일

수록 교수법에 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경험이 많지 않은 사

서들이 느끼는 교수법의 어려움을 반 하는 것

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능력개발 문제는 주제  정보원에 

한 지식 그리고 외국어 능력 부족과 그로 인한 

문제의식을 반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는 사서일수록 그가 소속한 도서 의 개

별교육 재신청률(r=-.29; p<0.01)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역으로, 개별교육 재신청률이 높은 

도서 의 사서일수록 이 능력개발 문제를 큰 장

애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개별교육에

서 사서는 이용자 개인  그룹의 특수한 이용교

육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데, 이 때 재신청률이 

낮다는 것은 결국 개별교육이 효과 으로 제공

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경우 사서가 

정보원  주제분야 학습, 교육기술, 외국어 능

력 등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는 그러한 능력개

발을 도울 학습기회를 부족하게 느낄 확률이 높

고 그로 인해 이 문제를 큰 장애요인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료, 시설  설비 등 인

라 부족을 장애로 인지하는 것은 교육의 활성화 

정도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춤형 이

용자교육의 활성화 여부는 시설  설비 련 

인 라 부족을 장애로 인식하던 그 지 않던 

큰 상 이 없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맞춤형 

이용자교육 제공과 련해 사서들이 인식하는 

장애요인은 그 교육이 활성화된 도서 이나 덜 

활성화된 도서 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었고, 

단지 서로 다른 장애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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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서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사서의 개인  배경에 따라 맞춤형 이용자교

육에 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아보고자, 이들 두 요인간의 상 계를 조사

해 보았다. 사서의 개인  배경으로 인구학  

특성, 경력, 소속기 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맞

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인식은 장애요인과 성

공  운 을 한 핵심 요건, 사서의 자질  

자격 등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해 실

시한 피어슨 상 계 분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사서의 개인

 특성 일부와 그들의 교육에 한 인식 간에 

부분 으로 상 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계의 상 성이 높지는 않았으나, 이 결과는 사

서의 개인 특성과 맞춤형 교육에 한 인식이

라는 두 계의 경향성은 보여주고 있다. 

인구학  특성, 경력, 소속기  특성별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결과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학  특

성을 보면, 여성 사서일수록 인력수 문제를 장

애로 지 하는 경향이 높았고(r=.25; p<0.05), 

연령이 어린 사서일수록 교수법 문제를 장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r=-.26; p<0.05). 최

종 학력이 높을수록 주제, 외국어 등에 한 지

식․능력 문제를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낮았고(r=-.28; p<0.01), 사정신과 의지

를 담당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매우 요

하게 인식하고 있었다(r=.21; p<0.05). 

둘째로 경력배경과 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근무경력은 맞춤형교육에 한 인식과 큰 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맞춤형 이용

자교육을 오래 담당한 사서일수록 사 정신을 

요하게 생각하지만(r=.35; p<0.01), 임자배

치를 교육의 성공요건으로 보는 경향이 낮았다

(r=-.22; p<0.05). 반면 담당기간이 짧은 사서

일수록 사 정신을 덜 시하고 임자배치를 

요한 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소속 기 의 특성 측면에서 결과

를 살펴보면, 학규모가 큰 도서 의 사서일수

록 인력수 을 장애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

다(r=.22; p<0.05).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투입

장애요인 성공 요건 자질  자격

교수법 인력수
지식․

능력
교육여건

임자 

배치

사서에 

한 교육지원

충분한 

인력배치

교수진과의 

력
기본자질 자격조건

인구학

특성

성별 0.07 .25* -0.15 0.05 0.04 -0.01 0.04 0.08 0.18 -0.05 

연령 -.26* -0.12 -0.06 -0.15 0.02 -0.14 -0.08 0.10 0.11 0.05 

최종학력 -0.11 0.11 -.28** 0.04 0.08 0.02 0.06 0.12 .21* 0.07 

공 -0.01 0.03 -0.09 0.06 -0.06 -0.09 0.20 -0.08 0.16 0.09 

경력
근무경력 -0.19 -0.07 0.04 -0.09 -0.06 -0.08 -0.11 0.14 0.11 0.14 

교육담당기간 -0.10 -0.05 -0.13 -0.10 -.22* -0.06 -0.13 0.12 .35** 0.04 

소속기
학규모 0.01 .22* -0.09 -0.18 0.09 0.06 0.04 -0.10 -0.11 -0.01 

담당사서수 -0.07 0.06 -0.01 0.02 -0.01 0.11 -0.04 -0.08 -0.08 -.22*

<표 12> 사서의 개인  특성과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인식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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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많은 도서 의 사서일수록 석사학 , 주

제 문지식, 외국어능력 등과 같은 자격조건을 

요하게 보는 경향이 낮았고, 투입인원이 은 

도서 의 사서일수록 그러한 능력과 자격조건

을 요하게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r=-.22; 

p<0.05). 아마도 투입인원이 많은 도서 일수

록 큰 도서 일 가능성이 크고, 최종학력이 높

은 사서일수록 규모가 큰 도서 에 근무할 경

향이 큰데, 이 때 큰 도서 일수록 학 , 주제지

식, 외국어 측면 등 다방면에서 능력을 갖춘 사

서들의 수가 많은 경향이 있으므로 그 사서들

은 능력 면에서 큰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향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학도서 에서 맞춤형 이용

자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 사서들을 상으

로 수행된 탐색  연구로, 그 교육의 효과, 성공

인 운 을 한 선행요건, 담당사서에게 요

청되는 자질  자격, 운 의 장애요인 등에 

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해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포함하여 이용자 교육에 경험이 있는 8명의 사

서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 고, 그 결

과를 토 로 국 94개 학도서  맞춤형 교

육 담당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장에서는 그로부터 주요 연구결과를 논

의하면서, 효과 인 맞춤형 이용자교육 제공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먼 , 맞춤형 교육 담당 사서를 상으로 맞

춤형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보활용능력 향상, 도서 에 한 인식

개선 등 선행연구에 나타난 다양한 효과에 

해 매우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Attebury, Sprague, & Young, 2009; 

Fleming, 1990; Freeman & Lynd-Balta, 2010). 

맞춤형 교육의 효과는 크게 ‘인식개선’과 ‘정보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

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특히 실질

인 정보서비스 향상이나 이용자 능력향상 보

다 도서 에 한 인식개선 효과를 더 크게 생

각하고 있었다. 

둘째, 성공 인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한 

핵심요건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사서

가 ‘교수진과의 긴 한 소통  력’(40.4%)

으로 답했다(Ivey, 2003; Lippincott, 2000). 

한 교육에 필요한 인력 수 과 직무교육기회 

제공도 주요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교육 인 라  산 등과 같은 자원 확보를 핵

심 요건으로 생각한 사서는 상 으로 었고, 

주제분야 학 소지로 응답한 사서는 가장 었

다. 교수진과의 긴 한 소통과 력을 가장 

요한 요건으로 악된 것은 교과과정과 히 

연계되어 제공되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핵심

 특성을 반 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인력수

과 직무교육기회 제공이 높게 나온 것 역시 

이 교육이 양질의 인 자원의 지  노력이 요

구되는 이용자 교육유형임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는데 사서

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조사한 결과, 크게 사

의지 등과 같은 기본  자질과 주제지식,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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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력 등과 같은 자격조건으로 요약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지식  능

력측면의 자격 조건보다 맞춤형 교육에 한 

의지나 사정신을 더 요한 역량으로 평가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 으로 국내 

학도서 에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한 여건이 

아직 제 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과 련이 있

을 것으로 악되는데, 즉 교육을 도입하고 정

착시키기 해 우선 담당자가 그 교육에 한 

믿음과 학습의지, 사정신 등으로 정신 인 

무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도서  인

라나 사서의 능력과 같은 요소가 결코 요하

지 않다기 보다, 도입  정착 단계에서 정신  

측면이 상 으로 더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

는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총 16개 사항으로 

악할 수 있었다. 16개 사항은 다시 인력수 , 교

수법, 지식․능력, 교육여건 등 네 유형의 장애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16개 어려움 에서 상  5개 항목은 모두 인력

수 과 지식․능력에 련된 문제들로, ‘맞춤형 

이용자교육 이외의 다른 여러 업무 부담’, ‘외국

인 학생교육에서의 언어  어려움’, ‘교육 비시

간 소비가 큼’, ‘교육 기술  주제지식 학습기

회 부족’, ‘자질을 갖춘 사서의 부족’ 등이 포함된

다. 이러한 어려움은 선행연구와 심층면담에서

도 빈번히 언 되었던 문제들이었다(Fleming, 

1990; Kappus, Jenks, & Pauw, 2011).

다섯째, 사서들이 느끼는 장애요인은 소속 도

서 의 맞춤형 이용자교육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 맞춤형 교육

을 많이 시행하는 도서 이나 강의연계교육 재

신청률이 높은 도서 의 사서일수록 인력 부족

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향이 강하여, 

한 인력수 이 선무로 악되었다. 반면 

시행횟수와 참여자 수가 은 학도서 의 사

서일수록 교수법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역으로 교육 경

험 축 은 사서의 교수법 련 장애요인을 극

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할 연구결과는 지식․능

력부족을 장애로 느끼는 것이 교육의 양  활성

화 여부와 무 하다는 분석이다(r=-.08). 이 

결과는 교육이 양 (제공횟수, 참여자수)으로 

활발히 제공되는 도서  사서일수록 교수법문

제를 덜 느낀다는 결과와는 비되는데, 결국 

교수법은 교육횟수가 증가하면서 개발될 수 있

지만, 정보원, 주제지식, 외국어 능력 등은 그

지 않아 사서의 꾸 한 능력개발노력이 요구되

는 부분임을 보여 다. 주제지식  외국어 등

과 련된 지식  능력  측면은 시간과 함께 

경험이 쌓이기 보다는 보다 집 된 투자가 필

요하므로, 능력개발을 도울 시간과 환경을 마

련해 주는 등 직무교육에 한 실 인 지원

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 학․연구도

서 회(ACRL)에서 정보활용능력 연구소를 

만들어 교육 로그램을 제공했던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  장치를 통한 재교육 

지원이 요청된다(Mitchell, Comer, Starkey, & 

Francis, 2011). 

마지막으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인식

이 사서의 개인  소속기 의 특성에 따라 어

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여성이거나 어

린 사서일수록 교수법 문제를 장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주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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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부족 문제를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낮았고, 담당사서의 자질로 사정신과 

의지를 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한편 사서들

의 인식은 근무년수와 무 하 으나 맞춤형 이

용자교육을 담당한 기간이 오래된 사서일수록 

이용자 사를 더 요하게 생각했고, 임자

배치를 성공조건으로 보는 경향은 낮았다. 규

모가 크고 활발하게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

하는 도서 의 사서일수록 충분치 못한 인력수

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반면, 투입인원이 

거나 교육을 덜 활발하게 제공하는 도서 의 

사서일수록 석사학 , 주제 문지식, 외국어능

력 등과 같은 자격조건을 요하게 보는 경향

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 로 맞춤형 이용자

교육을 보다 효과 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

과 향후 도입을 계획하는 도서 의 사서들을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들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우선, 맞춤형 교육의 성공 인 도입과 발

을 해서는 이 교육에 한 사서의 교육  신

념과 의지가 무엇보다 요하며, 이를 구체

으로 실행하기 한 실력을 갖추는 노력이 함

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해당 교

육 담당 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자격을 조

사한 결과, 교육에 한 사서의 의지가 가장 

요하게 언 되었다. 물리  교육환경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사서의 신념과 사의지는 맞춤

형 이용자교육 도입과 기 정착에 필요한 가

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맞춤

형 이용자교육을 보다 체계 이고 문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교수법, 자  자료  정보

원의 이해는 물론 주제지식, 외국어 능력에 

한 사서의 꾸 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장애요인으로 악된 지식  능력 부족 문

제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학생

교육에서의 언어  어려움’, ‘교육 기술  주제

지식 학습기회 부족’, ‘자질을 갖춘 사서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한 개별교육의 재신청률이 낮

은 도서 의 사서일수록 정보원  주제분야 학

습, 교육기술, 외국어 능력 등에 부족함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이를 개선할 학습기회의 부족을 

큰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었다. 맞춤형 교육의 

특성상 사서의 능력은 교육 내용에 그 로 반

되어 맞춤형 교육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능력개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는 사서가 개별 인 차원에서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학이나 도서  차원

에서도 계속교육을 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

며, 나아가 학도서  련 회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KERIS) 등 문가 단체 차원에서 

심화 교육과정 지원 등의 극 인 역할이 요청

된다. 나아가 단순한 교육 지원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각 학의 맞춤형 교육 담당 사서

들이 주기 으로 교류하면서 교육에 한 정보

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공 인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핵심요

건으로 교수진과의 원활한 교류와 수통이 가장 

요하게 밝 진 바(<표 5> 참조), 교육의 활성

화와 발 을 해서 사서들은 교수진과의 력 

구축을 해 략 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 

심층면담 분석 결과,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주

요 이용자가 교수들이었고  이들의 재신청률

이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볼 때, 교수진과의 

력을 기반으로 한 강의연계교육을 우선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교수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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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력이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첫 출발 이자 

동시에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

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교수-사서 상

호간에 서로 목 을 공유하며 상시 으로 의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Ivey, 2003; 

Lippincott, 2000).

셋째, 본 연구 결과 맞춤형 교육에서 사서 인

력은 교육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원

으로 밝 졌다. 동시에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운

하는데 사서들이 실제로 경험한 가장 큰 장애

요인 한 사서 인력 수 에 한 문제라는 결

과를 볼 때, 해당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사서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규모 도서

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실 으로 

체 사서 인력이 무 거나 과 한 업무 환

경에서는 교육 로그램 운 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효과 일 수 없다. 이용자 교육을 담당

할 수 있는 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이겠지만, 다른 업무와 교육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창의  인력 배치가 차선책으로 요구되는

데, 이 때 겸임한 업무가 지나치게 과 하지는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의 부담이 맞

춤형 이용자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결국 인력 수  문제는 학  

도서  차원에서 장기 인 안목에서 도서  발

을 해 지원되어야 할 부분으로 각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사서들은 직무교육이 장기 인 차

원에서 창조 인 투자이며 더 질 높은 도서  

서비스의 원동력이 된다는 을 학 경 진에

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의 교수법 향상

을 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맞춤형 교

육을 향후 도입하려거나 교육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서 이라면 더욱 노력해

야 할 부분이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어리거나 맞춤형 교육의 시행횟수나 참여자 수

가 은 학도서 의 사서일수록 교수법 미숙

으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사실 

교육능력은 사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부 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컨 , 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서는 학도서  법률정보 문가 과정 등의 주

제 문가 교육과 분과별 실무자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있고, 국립 앙도서 은 분야별 주제

문사서 기   심화과정, 사서를 한 정보

활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2) 학도서 사서들

을 한 보다 유용한 소 주제별 서지교육 로

그램과 워크샵 등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교육경험이 은 사서들을 한 교수법을 훈

련할 수 있는 과정은 아직 제 로 마련되어 있

지 않으므로 이에 한 로그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사서들이 이러한 교육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고  실무자 의회

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고 장려하는 도서  차원에서의 실  지원

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문헌에 아직 체계 으로 정

리되어 있지 않은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해 

국내 4년제 학의 앙도서 을 수조사하여 

해당 교육을 제공해 본 사서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첫 연구라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서커뮤니티 http://librarian.riss.kr/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 http://edu.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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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비용 고효율’의 특

성을 지닌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향후 학도서

 장에서 더 넓게 확산되고 깊이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될 여러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갖고 있으

며 후속 연구를 통해 더 고찰해 보아야 할 과제

를 남기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이

용자교육 운  황과 인식을 사서의 에서

만 조사하고 교육의 궁극 인 수혜자인 이용자

의 은 함께 다루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보다 총체 인 이해를 돕기 해서는 후속 연구

에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한 이용자의 요구

악, 만족도, 장단기 효과에 한 각 이용자 집

단별 인식을 심층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

른 후속 연구로 이용자의 실제인식과 경험을 조

사하여 사서의 인식과 어떤 격차가 있는지 분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특

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결과는 최종학력이 높거

나 해당업무를 더 오랫동안 담당해 온 사서일수

록, 담당사서에게 필요한 자질과 자격요건으로 

능력보다는 사정신과 의지를 요하게 여기

고 있었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상 계가 과연 

후속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찰될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의지’와 ‘능력’  무엇

이 더 성공 인 이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서의 

자질과 자격인지에 한 흥미로운 답을 제공

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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