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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도서 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 교육 로그램을 면으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이용자 교육이 학생의 정보 활용 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다. 코로나-19의 발생 

직후인 2020년에 학에 진학한 신입생들을 상으로 정보 활용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해 이들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이수한 학생(N=50)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N=50)을 무작 로 선정하 다.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 다. 두 학생 집단 간의 정보 활용 능력 측정 결과를 비교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이수한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 시 에도 비 면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  이용자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도서 의 특성을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효과 임을 

확인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 활용 능력 측정 도구는 온라인 정보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해 개발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이용자 교육에 한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 으며, 한 비 (언택트) 서비스가 의무화된 환경변화에 처하면서 

학술도서 이 어떻게 정보서비스를 진시킬 것인지에 한 실질 인 함의를 제공하 다.

주제어: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 이용자 교육, 학도서 , 정보활용 측정도구, 온라인 이용자 교육, 코로나-19

ABSTRACT : Due to COVID-19, user instruction programs could not be conducted face-to-face, and the sessions 
have been moved online.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online user instruction influences the 

information literacy 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study randomly selected college students (N=50) who completed 

online user instruction sessions and college college students (N=50) who did not complete them among freshment 

who went to to college in 2020 to measure their information literacy abilities. For this study, a tool for measuring 

information literacy abilities was developed by referring to several previous studies. The measurement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students who 

completed online user instruction sessions and those who did not.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confirmed that 

it is effective in enhancing library users’ information literacy abilities to provide user instruction online 

under the COVID-19 situation, and even in post-COVID 19 times, which helps them appropriately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libraries. The information literacy measurement tool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developed to evaluate online information literacy, and thus contributed to the extension of the literature of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user instruction. The present study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how academic 

libraries will promote information services to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in which contact-free (untact) 

services are obliged.

KEYWORDS : Information Literacy Ability, Information Literacy, User Instruction, Academic Library, Information 
Literacy Test Instrument, Online User Education,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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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는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서  서비스에도 큰 향을 

끼쳤으며, 온라인 정보의 이용은 격하게 증가하 다. 국의 ․ ․고  특수학교에서는 

휴교를 거쳐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 고(교육부, 2020) ‘비 면(언택트)’ 소비의 비 이 속히 

증가하 다. 학도서 에서도 장기휴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코로나-19에 

한 응 략으로 비 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으로 인해 

그동안 면으로 진행해 오던 도서  이용자 교육을 2020학년도 신입생들에게는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신입생들은 자기 주도 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기회가 제한되었다. 이의 응 방안으로 학도서 에서는 면으로 진행해 오던 이용자 교육을 

비 면 방식인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을 교육하는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시 가 본격화되면서 정보원은 더욱 다양해졌으며 가짜 정보의 향력은 가공할 만 하기 

때문에 정보의 품질을 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 네이티 (digital natives) 세 가 

다수인 학생들을 해서 학도서 이 기존 정보 문해 교육을 보강하고 수정할 필요가 논의

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반 한 정보 활용 교육은 정보의 비  이해, 윤리  이용  정보통

신기술의 활용 등을 포 하는 등 더 복잡해졌으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Julien, Gross, & Latham, 2018). 

학도서  이용자들이 하게(appropriately) 정보에 근하고, 정보를 평가하고, 이용할 

 알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이용자 교육은 도서  이용 교육  정보자원 이용 교육 등의 

형태로 서지 교육을 제공했으며 정보의 범 가 확 되면서 다양한 정보  정보원을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Lanning, 2017). 미국 학  연구도서 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에 따르면, 정보 활용 능력은 학생들이 갖춰야 할 가장 요한 기  

학습 능력이라 할 수 있다(Eisenberg, Lowe, & Spitzer, 2004). 즉, 정보 문해 능력은 학생이 

추론과 비  사고를 하는 지  능력을 갖추는 데 필수 이며, 학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생이 직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정보력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한 거름이 된다. 한 이러한 능력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하는 데 필수 인 주요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정보 활용 능력의 가치에 한 정의는 이용자 교육의 요성을 부각시킨다. 

면 교육에서 비 면 온라인 교육으로 환된 이용자 교육은 2020년 9월에 시작되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을 찰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디지

털 정보의 이용이 속히 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이용자의 정보추구행 가 

충분히 반 된 정보 활용 능력 측정 도구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해외에서 검증된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측정 도구들 가운데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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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항목들을 선별하여 학도서  이용자 교육에 합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 후, 

디지털 환경에 알맞게 개발된 정보 활용 능력 테스트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학도서  이용자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서비스 환경을 극복하기 해 

새롭게 제공되는 온라인 도서  이용 교육을 이수한 이용자와 이수하지 않은 이용자 간의 정보 

활용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환경에 한 정보활용능력 측정도구란 무엇인가?

2. 온라인도서 이용교육은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학도서  이용자 교육 도구를 개발한다는 에서 연구의 

부재를 보완하고 향후 련 연구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학도서  이용자들

에게는 이용자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하기 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인 도서 에는 비 면 상에 최 화된 온라인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Ⅱ. 이론  배경  선행연구

1. 정보활용능력 

미 도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는 1989년에 원회를 결성하여 정보활용

능력( 는 정보문해능력)의 표 을 정립했다. ALA(1989)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  차원에서의 

정보활용능력이란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뜻한다. 즉, 자신의 정보 요구를 

인식하고 주어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악하여 탐색  평가하고 조직하여 해당 문제의 

해결에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여, 궁극 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능력은 업무의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수

이므로 평생 학습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정 미, 2009). 이후, 정보화시 가 본격화되면서 정보

활용능력에 한 논의는 지속되어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uncil of Library Directors 

(SUNY CLD, 1997)는 미 도서 회의 정의를 확장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다양한 포맷으로 된 정보

와 커뮤니 이션하는 능력”이라 정의하 다. 한, 국 국립  학도서 회(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SCONUL, 1999)와 미국 학  연구도서 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 2000), 그리고 호주 학도서 회(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CAUL, 2001) 등이 학생  고등 교육자를 한 국가별 정보활용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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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  평가 기 들을 마련하고 재정비하여 왔으며(ACRL, 1999-2021), 국내외의 각 학에서

는 이러한 기 을 기반으로 정보활용능력에 한 평가를 학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용해 

왔다(이정연, 2005).

특히, 미국 학  연구도서 회(ACRL)는 정보활용능력의 가치를 강조한 데 이어 정보활

용력을 보유한 학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먼 , 자신의 정보 요구의 본질과 정도를 결정할 

 알아야 하며, 둘째로, 필요한 정보에 효율   효과 으로 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학생은 정보와 정보원을 비 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한 정보를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가치 체계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학생은 개인 으로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구체

인 목 을 달성하기 해 정보를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정보의 

이용과 련된 경제 , 법 , 그리고 사회  이슈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윤리   법 으로 

올바르게 정보에 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평생교육의 학습자를 개발하는 것이 

고등교육기 의 핵심 사명이라는 제를 뒷받침한다(ALA, 2000). 

디지털 시 가 본격화되면서 정보활용능력은 자 형태로 된 정보를 찾고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컴퓨터, 인터넷, 소 트웨어,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 삼성헬스, 

애 와치)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을 사

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 문해 능력은 

확장되어 메터리터러시(Metaliteracy)로 재정의되고 있다(Lanning, 2017). 즉, 정보를 비 으로 

평가하고 정보통신기술 사용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공동체와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이용자와의 업을 통해 정보를 습득, 생산  공유함으로써 효과 으로 참여하는 종합 인 능력을 

의미한다(Lanning, 2017). 학도서  사서들을 상으로 최근에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정보 문해 능력의 재정의가 이용자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반 되고 있음을 찰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정보활용교육의 수업내용이나 제공방식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사서들이 학생들의 과제를 즉시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련된 보다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정 인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정보 문해 교육을 제공하는 사서들의 교육 목표에도 변화가 나타

났다. 즉, 학생들의 학업수행을 필요한 연구 략을 가르치는데 을 두던 과거와 달리, 그들의 

주요 교육 목표는 정보의 질과 유용성을 비 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일반 인 연구 략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ulien, Gross, & Latham, 2018).

이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학 교육의 환경과 정보생태계의 역동성으로 인해 정보활용능력의 

개념은 확장되었으며 미국 학  연구도서 회(ACRL, 1999-2021)는 이러한 변화를 반 하여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새롭게 정의하 다. 즉, 정보활용능력은 학업  목표뿐 아니라 사회  학습목표

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학업과정 반에 걸쳐 학습의 범 를 아우르는 것으로 특히, 역동성(dyna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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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flexibility), 개인  성장(individual growth)  공동체 학습(community learning) 등이 

강조된다. 구체 으로는 정보의 생산과정과 가치를 이해하고,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학습 공동체에 어떻게 윤리 으로 참여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까지를 포 한다. 

2. 정보활용능력 평가도구 

고등교육 상자인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평가도구는 미국의 고등교육 기 에서 핵심 쟁 으로 

삼고 있다. 트 주립 학(Kent State University)에서는 박물   도서  서비스 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ary Services: IMLS)의 지원으로 세일즈(Standardized Assessment of 

Information Literacy Skills: SAILS) 로젝트를 수행하 다. 이 로젝트는 정보활용능력의 

표 화 평가를 한 획기 인 로젝트로서 정보를 읽고 쓰는 능력을 측정하기 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도서   정보활용능력의 요성을 증명하기 해 리자  기타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 으며, 연구 개발의 각 단계를 진행하면

서 여러 다른 기 과 력함으로써 세일즈 로젝트는 온라인으로 제공되었다. 한, 캘리포니아 

폴리테크 포모나 주립 학(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에서는 신입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기 한 웹 기반 평가도구를 개발하 다. 이 로젝트의 목 은 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개발과 기술 구 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의 기 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웹 기반 설문 조사 양식의 평가도구인 이 로젝트는 인구 통계학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문제 해결 시나리오에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로젝트의 결과는 학 신입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으며, 로젝트의 개발, 도구  결과 등은 온라인

으로 제공되었다. 워싱턴주의 고등교육기 은 워싱턴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평가하라는 워싱턴주 입법부의 명령에 따라 기  간 정보활용능력 평가 로젝트를 개발하

다. 2002에서 2003년 동안 시행된 이 로젝트는 세 가지 평가 분야, 즉, 쓰기, 양   상징  

추론, 그리고 정보활용능력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주요 고등교육기 은 정보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한 도구들을 개발하거나 평가하기 해 방 한 양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

하여 노력해 왔으며,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기 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왔다. 무엇보다도, 학생

들이 올바른 정보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해서는 정보활용교육을 교육과정 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논의가 강조되어 왔다(Elsenberg, Lowe, & Spitzer, 2004).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들의 개발과 련된 연구들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정보

활용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이에는 인구통계학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태도, 의견 

 감정을 평가하는 설문조사(Surveys), 응답자 그룹과 구조화된 화를 용이하게 하여 도출된 서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포커스 그룹(Focus Group), 학생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정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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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질문을 통해 평가하는 객  테스트(Objective Test), 학생과 강사에게 즉각 인 피드백을 

제공하게 하여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극 인 학습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자료 악 스냅 을 

평가하는 교실 평가기법/학업성취도 측정(Classroom Assessment Technique(CATs)/Performance 

Measures), 그리고 평가의 최종 범주인 표 화된 평가 테스트(Standardized Test) 등이 포함된다

(강 숙, 2018; 김성 , 2011; 함명식, 2008; Erlinger, 2018). 해외에서는 이러한 평가방식 가운데

에서도 교실 평가 기법/학업성취도 측정이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Erlinger, 2018), 국내에서

는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김성은, 이명희, 2007), 는 자체 개발된 객  테스트나 표 화 

테스트를 통한 정보활용능력 평가방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이정연, 정동열, 2005). 

정보활용능력을 객  테스트로 측정하는 Gross(2009)의 연구는 학도서  환경에서 이용자

들이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거나 활용하는 정보활용 련 지식을 평가하는 데 을 두었다. 측정 

도구에 포함된 부분의 질문은 문 인 정보활용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한, 

디지털 시 에 맞게 온라인 환경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의 정보활용능력 내지 정보활용 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Norman & Skinner(2006)의 eHEALS는 건강정보활용능력, 특히 정보활용 

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이용자 자신이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 

그리고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건강에 련된 의사결정에 활용할  아는 지에 한 인식을 

평가하는 데 리 이용되었다. 

3. 선행연구

정보활용능력에 한 선행연구들은 디지털시 에 따른 정보활용교육의 변화, 즉, 교육 내용  

교수법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정보활용교육의 효과성  개선방향 등에 심을 기울여왔다. 정보활용

교육의 변화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정보서비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생을 상으로 

한 정보활용교육 한 이러한 추세를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탐색에 필요한 도구인 

데이터베이스(94%), 정보검색 략(88%), 내지는 온라인 카달로그(77%)에 한 내용이 정보활용

교육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주로 컴퓨터실습(87%)  일 일 강의(87%), 강의실 강의(81%)  

웹기반 주제 가이드(73%)를 교육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lien, Gross, & Latham, 2018). 

도서  이용자들이 정보활용능력교육을 받은 후에 정보활용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악

하거나 학생에게 효과 인 정보활용교육을 제공하기 한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김성은, 이명희, 2007; 정 미, 2009; 정재 , 2008; Julien, Gross, & Latham, 2018). 정보

활용능력교육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들의 사 ․사후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도서  홈페이지 이용빈도, 

도서 의 이용빈도 등이 정보활용능력과 유의한 계가 있으며(정 미, 2009), 웹사이트 방문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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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열, 그리고 학년 등이 정보활용능력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은, 이명희, 

2007). ACRL  IFLA의 정보활용능력 기 에 기 한 교안과 문 사서를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  측면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 다(정재 , 2008).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 에 

응하기 한 도서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도서  내외부 환경에 미친 향에 해 알아보고 이에 응하는 도서 계의 응 활동 양상을 

미디어 이슈를 통해 분석하거나(박태연, 오효정, 2020), 비 면 시 에 알맞은 도서  서비스를 

강구하기 해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노 희, 강필수, 김윤정, 2020). 코로나-19

로 인한 도서  내․외부 환경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서 계는 비 면 서비스가 장기화될 것에 비한 서비스 략을 도입하 고, 둘째, 자책 출에 

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셋째, 온라인 서비스와 사서에 한 심이 증가했으며, 마지막으로 도서  

공간의 재개념화가 요구되었다(박태연, 오효정, 2020). 비 면 시 에 따른 공공도서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안한 연구는 공공도서 의 온라인 자료검색 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 되는 것을 악하

으며, 자도서 의 서비스 확 , 비 면 온라인 서비스 다양화, 온라인 문화행서 서비스 확 , 무인 

출 반납,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가상 실(Virtual Reality: VR), 증강 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 실(Mixed Reality: MR)을 통한 체험형 문화 지원 서비스  교육 콘텐츠의 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노 희, 강필수, 김윤정, 2020).

해외에서도 학도서  맥락에서의 디지털 네이티 들을 한 새로운 정보활용교육은 지속

으로 논의되어왔다. 도서  이용자 교육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살펴본 연구를 비롯

하여(Blake et al., 2017), 정보활용교육의 효과성 측정에 한 연구(Erlinger, 2018), 그리고 정보활

용교육의 개선에 한 학도서 의 인식  개선방향을 논의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Hofer, 

Hanick, & Townsend, 2018; Julien, Gross, & Latham, 2018). 코로나-19와 련된 해외 연구

들은 이러한 기 상황에 효과 으로 처한 도서 의 사례들을 논의하고 디지털 는 온라인 

서비스에 한 제고와 함께 장에 용가능한 방안들을 시사하 다(Gotschall et al., 2021; Howes 

et al., 2021; Meta & Wang, 2020; Weeks et al., 2020). 코로나-19 염병에 모범 으로 응한 

일리노이 의학 도서 의 사례를 통해 내부 통신 개선, 원격 고객서비스 지원을 한 가상 자원 

서비스 제공이 매우 효과 이었다고 밝혔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 에도 계속될 것으로 망하

다(Howes et al., 2021).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라스베가스 보건과학 도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서 운 하는 기술 심 인 서비스 모델, 가상도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갑작스런 요구에 부응

한 겸험등이 논의되었다(Weeks et al., 2020). 한 코로나-19로 인해 물리  공간이 폐쇄되면서 

도서  운 이 반 으로 어렵게 된 통 인 도서 들과 달리 디지털 도서 인 로리다 학

교 보건과학 도서 이 기존의 시스템과 코로나-19 응에 따른 서비스 지침을 활용하여 빠르게 

디지털 서비스로 환한 사례들이 찰되었다(Gotschall et al., 2021).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2권 제3호)

- 274 -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차 

본 연구는 온라인 이용교육을 이수 받은 그룹과 그 지 않은 그룹의 정보 활용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다. S 학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면 ‘이용

교육’을 포스트 코로나 환경 속에서 2020년 9월 이후 비 면 온라인 서비스방식인 ‘온라인이용교육’

으로 환하 다. 연구 상은 2020학번 신입생  온라인이용교육을 100% 이수한 50명과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020학번 신입생 50명을 무작 로 선정하 다. 이들을 상으로 2021년 

4월 순에 ‘정보활용능력평가’ 질문지를 배포하여 테스트를 실시하 다. 표본은 마이크로소 트 

엑셀의 randbetween기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난수를 바탕으로 추출하 다. 

본 연구는 해당 학 도서 에서 실시한 신입생 상 이용자 교육을 기반으로 정보활용능력을 

테스트했으며,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입생 상 비 면 온라인교육은 총 6강으로 

한 강좌 당 30분에서 1시간으로 진행되어 총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각좌의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1강과 2강은 자도서  홈페이지 둘러보기, 도서  자료배치  각 실별 이용안내, 그리고 

도서  모바일학생증 발   이용안내에 한 것이다. 3강은 자료 찾기에 한 것으로 이는 소장

자료검색(기본검색+확장검색), 통합검색(기본검색+확장검색),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DB)별 

검색, 그리고 KERIS 회원가입  자료검색 이용하기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강은 자자료 

이용안내에 을 두는 것으로 자책, e-러닝강좌, 오디오북, 자잡지 등 각 서비스 이용별 

매뉴얼을 토 로 주요한 부분을 안내하는 교육이다. 5강과 6강은 도서  서비스에 한 내용으로 

상호 차서비스, 자료구입신청서비스, 서지도구(RefWorks), 표 방지서비스(카피킬러), 그리고 

스터디 룸(study room) 약 서비스 안내 등을 교육한다.

2. 연구 도구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측정도구는 질문지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일럿 테스트(Polit test)로 

사용되었다. 평가기 에 따른 성과지표와 이에 합한 세부문항은 주로 선행연구와 미국 학  

연구 도서 회(ACRL)에서 발표한 두 개의 기   임워크(ALA, 2000; ACRL, 1999-2021)

의 내용을 참고하 다. 먼  학도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Gross(2009)의 ‘Library 1210 

Pre-Post Test’에서 16개 문항을 참고하 고, 다음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활용능력을 측정

하는 Norman & Skinner(2006)의 ‘eHealth Literacy scale’에서 2개의 문항을 참고하 으며, 

새롭게 구성된 2개의 문항은 국내의 학도서  환경에 맞게 생성하 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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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면으로 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도서  이용능력과 온라인서비스이용에 

한 정보활용지식을 평가하는 것에 을 두어 총 20개의 질문을 구성하 다. 정보활용능력에 

한 문항은 미국 학  연구 도서 회(ACRL, 2000)의 정보활용능력 평가기 과 성과지표, 

그리고 이 기 이 2016에 채택한 최신 임워크(ACRL, 1999-2021), 그리고 정 미(2009)를 

참고하여 여섯 개의 평가기 으로 구성하 으며 그 체 문항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총 6개의 항목  평가 기  5개는 미국 학  연구 도서 회의 기 (ACRL, 2000)을 따랐으며, 

다섯 번째 평가기 인 ‘정보이용  도서 인식’은 새롭게 추가하 다. 

평가기  별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목은 ‘정보의 필요성 인지와 정의’로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는 ‘정보의 효과 ․효율  근’ 능력을 측정하기 한 항목으로 해외 평가

도구를 참고하여 한국  맥락 내지는 최신 상황에 맞게 수정하 으며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세 번째 항목은 ‘정보의 용과 활용’에 한 질문으로 2문항이며, 네 번째 항목은 ‘정보의 평가와 

선택’에 한 것으로 최신성을 고려한 질문을 포함하여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다섯 번째 

항목은 ‘정보이용  도서  인식’에 하여 2문항으로 질문하 으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항목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정보의 윤리  사용’에 한 질문으로 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평가기 세부문항 인용처

정보의 필요성 
인지와 정의

웹상의 모든 정보는 어떠한가요?

(Gross, 2009)‘자유로운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 한 검색도구는? 
( : Google의 장 은 모든 결과가 검색 주제와 련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효과 ․효율  근

우리 학 자도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강 련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Norman & 
Skinner, 2006)

자도서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은 소장검색자료보다 검색 범 가 더 넓은가요?
질문 

신규구성

검색어를 연결할 때 컴퓨터에 검색 범 를 좁  모든 용어를 포함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어(불리안 
연산자)는 무엇일까요?

(Gross, 2009)

“ 무 많은 탄산음료는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는 ‘탄산 NOT 다이어트’로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바이러스의 향’에 한 연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검색 략이 반 인 개요에서 
시작하여 주제를 좁히는 것이라면, 어느 순서로 이러한 출처를 살펴보아야 하나요?

“강원도에서 산나물 채취하는 것”에 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검색 략이 반 인 개요에서 
시작하여 주제를 좁히는 것이라면, 어느 순서로 이러한 출처를 살펴보아야 하나요?

정보의 
용과 활용

다음  록(abstract)에 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일반 으로 과학연구는 매우 최신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인문학 연구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평가와 선택

학술정보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의 어떤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할까요?

당신의 논문에 다른 자의 논문 서지정보를 인용할 때 다음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기>의 자료 형태는 무엇인가요?

<보기>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란’란 무엇인가요?

<보기>의 자료 형태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극복을 한 도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표 1> 정보활용능력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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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이용교육을 실시한 후, 에서 개발된 정보활용능력 측정도구로 이수자들의 정보활

용능력을 테스트하 다. 온라인 이용자교육을 이수한 학생들(N=50)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N=50)간의 정보활용능력의 차이를 찰하기 해 독립표본 t-테스트를 실시하 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정보활용교육 이수자는 여학생(38명)이 남학생(12명)보다 3배 정도 많았으며, 

공별로는 보건복지 학 소속학생(30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사회(10명), 과학기술 

공학생(9명)이 많았으며, 문화 술 공에 속한 학생(1명)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구분 학번 성별 명수 비율

교육 100% 이수자 2020
여 38 76.0%

남 12 24.0%

공

(소속단과 학)

보건복지 30 60.0%

인문사회 10 20.0%

과학기술 9 18.0%

문화 술 1 2.0%

<표 2> 교육 이수자의 성별  공계열 분포

한, 정보활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여학생(27명)과 남학생(23명)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별로는 인문사회 학 소속학생(24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19명)와 

과학기술(6명) 공학생이 많았으며, 문화 술 공에 속한 학생(1명)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3> 참조). 

평가기 세부문항 인용처

정보이용  

도서 인식

학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자료를검색해 본 이 있나요?
질문

신규구성

‘온라인도서 이용교육’이 자도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료 검색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Norman & 

Skinner, 2006)

정보의 

윤리  사용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는 기타 각종 의 일부 는 부를 직  베끼거나 

아니며 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 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
(Gro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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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번 성별 명수 비율

교육 100% 이수자 2020
여 27 54.0%

남 23 46.0%

공

(소속단과 학)

인문사회 24 48.0%

보건복지 19 38.0%

과학기술 6 12.0%

문화 술 1 2.0%

<표 3> 교육 미이수자의 성별  공계열 분포

2. 정보활용능력 테스트 결과 

학도서  이용자교육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테스트한 결과

는 <표 4>와 같으며, 100  만 으로 측정되었다. 온라인 이용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N=50)의 

평균은 82.500, 표 편차는 8.762이며 이수하지 않은 참여자들(N=50)의 평균은 66.700, 표 편

차는 11.544로, 두 그룹간의 평균차이는 15.800 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보활용능력

집단 N 평균 표 화 편차 표 오차 평균

이수자 50 82.500 8.762 1.239

미이수자 50 66.700 11.544 1.632

<표 4> 이수자와 미이수자의 정보활용능력 테스트 결과

한, 이용자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간의 정보활용능력을 비교하기 하여, 독립표본 t-테스트를 

실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온라인이용자교육을 받은 연구참여자들의 정보활용능력이 온라

인이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참여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1.391) = 

7.708, p < .000). 

정보

활용

능력

Levene의 

등분산 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표 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F 유의확률

4.911 0.29 7.708 91.391 .000 15.800 2.049 11.728 19.871

<표 5> 이수자와 미이수자의 정보활용능력 독립표본 t-테스트 결과

이용자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두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 , ‘정보의 

효과 ․효율  근’에 한 항목으로 이는 주로 소장자료검색과 통합검색  각종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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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검색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총 6문항에 한 이수자의 평균은 22.3 (30  만 )으로 

미이수자의 평균 15.8 에 비해 6.5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정보의 평가와 선택’에 한 항목으로 

단행본과 학술지에 한 구분, 그리고 학술지명(Journal)과 학술 논문명(Journal article)에 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총 6문항에 한 이수자의 평균은 24 (30  만 )으로 나타났으며, 

미이수자의 평균은 21.8 으로 나타나 평균 2.2 의 차이를 보 다. 

Ⅴ. 토 론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도서 은 이용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환해야 할 뿐 아니라 

디지털 시 에 맞게 정보 활용 교육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디지털 환경에 알맞은 정보 활용 능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 으며, 그 

도구를 통해 온라인 이용자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 다. 정보 활용 능력 측정 도구는 해외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도구를 한국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 다. 한편, 온라인 이용자 

교육의 효과성은 사   사후 테스트를 통해 비교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받은 이용자들의 정보활용능력이 그 교육을 이수 받지 않은 

이용자들보다 우수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용자 교육이 학생들의 장기  학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을 찰한 해외 여러 연구에서는 학도서 의 정보 활용 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사서들이 정보활용교육 강의를 개발하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이 강조되었다(송명진, 2019; 

Blake et al., 2017; Hsieh, & Holden, 2010; O'Hanlon, 2007). 

본 연구의 측정 도구에서 용한 정보 문해 지식은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단순한 

정보는 물론 복잡하고 깊이 있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추구에 필수 인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 이면서도 효과 인 정보탐색을 하기 해서 요구되는 기본

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수 인 정보 문해 능력을 히 

평가하기 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측정 도구의 개발과 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박주 , 2018; Julien, Gross, & Latham, 2018; Stowe, 2013; Yager, Salisbury, & Kirkman, 

2013). 최근에 격히 증가한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 추구 행태를 반 하거나 온라인 정보탐색에 

필요한 능력을 단하는 도구의 개발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보활용 능력을 하나의 측정 도구를 통해 종합 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정보 활용 

능력이 학생의 장기 인 학습 성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한 논의들은 정보 활용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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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넘어서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궁극 인 목 , 즉 장기 인 학업성취도에 한 평가까지로 

확 되고 있다(Erlinger, 2018; Gross, 2009; Julien, Gross, & Latham, 2018). 

정보 활용 능력의 측정의 측면에서, 해외와 국내의 평가방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교실 평가기법/학업성취도 측정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Erlinger, 2018), 

국내에서는 주로 자체 개발된 테스트나 표 화 테스트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연, 

정동열, 2005).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정보 활용 능력은 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

이나 개인 인 학습방식만큼이나 여러 측면에서의 종합 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Erlinger, 

2018; Gross, 2009). 종합 인 평가방식은 학생의 정보 활용 능력을 정확히 단하고 그들의 장단

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주도 으로 학업 련 정보 추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민정, 구미옥, 2018; Stowe, 2013). 따라서, 

국내 학도서 들도 해외의 평가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장기 으로 학생의 학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 측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면 서비스의 제한

으로 인해 사서가 직  이용자의 정보탐색  연구지원을 도와주기가 어렵고, 이용자도 장에서 정보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게 된 뉴노멀 시 에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맞춤 이용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 면 정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해 학도서 에서 자체 개발한 정보활용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이수한 그룹과 이수하지 않은 그룹의 평균은 15.80 으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측정 도구가 정보 문해 지식의 유무를 악하는데 을 두었기 때문에 

정보활용교육이 이용자의 테스트 결과에 상당한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제  연구를 효율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정보 활용 교육에서 테스트한 기 인 

정보활용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 인 학습 능력을 갖추고 복잡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보다 확충된 정보 문해 교육을 통해 고차원의 정보 활용 능력을 익힘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결과를 기 할 수 있고 이는 학생 성공과도 련이 높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온라인교육 체 6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정보

활용능력 평가기 인 ‘정보의 효과 ․효율  근’과 ‘정보의 평가와 선택’ 역에서 평균 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이용자 교육이 온라인교육 학습내용에 해당하

는 자료찾기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찾기 역은 소장자료검색(기본검색+

확장검색), 통합검색(기본검색+확장검색), 각 DB별 검색, 그리고 KERIS 회원가입  자료검색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온라인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단행본과 학술지에 한 구분, 

그리고 학술지명(Journal)과 학술 논문명(Journal article)에 한 세부 항목에서도 평가 수가 

낮게 나왔으며, 이 한 온라인 이용자교육이 두 역, 즉 ‘정보의 효과 ․효율  근’, ‘정보의 

평가와 선택’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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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 활용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측정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정보 문해 능력을 갖추기 한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조명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도서  뿐 아니라 타 종의 모든 도서 에도 확  용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통계  유의미성을 보고할 수 있을 정도의 한정  표본을 추출

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 이용자 교육의 보다 극 인 홍보와 

장려를 통해 표본 수를 증가시켜서 통계  향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체 개발된 정보활용능력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한 후속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 본 연구에서는 비 면 상황을 처음 경험한 신입생인 2020학번을 상으로만 온라인 

이용 교육을 실시하 으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효과성을 반 하여 앞으로는 고학년을 한 심화 

과정의 온라인 이용 교육을 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로그램을 

시행하기 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   사후 테스트로만 정보 활용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측정방식을 활용하여 보다 장기 인 학업 련 성과와의 련성을 찰하여 이용자 

교육의 효과성을 다차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정보 활용 교육을 이수받은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 는 도 탈락률과 같은 학업 련 성과를 이수받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이용자 

교육의 효과성을 보다 구체 으로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활용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단편 으로 단하는 오류를 일 수 있다(Erlinger, 

2018). 본 연구에서는 환경  변화에 응하여 온라인으로 환된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을 두었으나, 성별이나 공분야와 같은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라 정보활용능력에 차이

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Detlor et al., 2011; Hunt, 2019), 후속 연구에서는 이용자교

육의 이수자와 미이수자간의 정보활용능력의 차이를 성별이나 공분야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Ⅵ. 결 론

해외에서는 정보 문해 능력 내지 정보 활용 능력과 학생의 학습 능력 는 학업성취도와의 

연 성에 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함양시키기 해 정보환경의 변화에 맞는 이

용자 교육의 체계를 개선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고려한 교수법을 개발하는 동시에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추기 한 지식  기술들을 학의 교과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 인 

이용자 교육을 발달시켜왔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이용자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 

간의 정보 활용 능력 테스트의 유의미한 차이를 찰함으로써 학도서 이 온라인 이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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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활용 능력을 고양함으로써 자도서 의 특성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무엇보다도, 팬데

믹으로 인해 학도서 이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에서 비 면 이용자교육의 실질  함의를 제공하 다. 

즉, 그동안 면으로 이루어졌던 정보활용교육을 비 면으로 환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보활용교육을 비 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면으로 제공하던 교육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 다. 이러한 온라인교육의 실효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 에 학도서 이 

나아갈 방향성에 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기 되는 온라인서비스와 

련된 환경변화에 하게 응하기 해서 학도서 이 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체계

인 인 라 구축을 통해 기존 면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극 으로 온라인으로 환하는 것이

다. 이러한 환이 얼마나 원활하고(seamless) 시기 하게 이루어지냐는 학도서  서비스의 

성패에 커다란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 활용 능력 측정 도구는 일럿 테스트(Pilot test)로 사용된 한계가 

있으나 다양하고 포 인 디지털 학습 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그 동안 충분히 찰되지 못한 고등 정보 활용 교육에 한 연구의 부재를 보완하 다는 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련 연구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며, 

학도서  이용자들에게는 정보 활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하기 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서비스 제공자인 학도서 에는 비 면 상황에 최 화된 온라인 이용자 교육 서

비스를 활성화하는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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