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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사업 배경

◎ 제4차 산업혁명에 기인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융·복합의 확장 및 변화와 혁신이 요구

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대학연구경쟁력 강화와 강조 등 대학도서관의 모기관인 대학의 

변화로 인해 대학도서관의 내·외부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대학 구조 개혁의 핵심 토대로서 대학의 연구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요구가 강조되면서 대학도서관의 핵심인 사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대학도서관

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직무역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과정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그림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 기간: 2020년 7월〜11월 (5개월)

◎ 사업비: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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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전 지구적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융·복합 증

대와 같은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경쟁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강

조되는 등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대학 및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

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서를 통하지 않고도 손쉽게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의 정보환경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의 핵심 토대로서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이용자들에게 가장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면서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량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속

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직 교육이 필요함.

◎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는 등에서 선도

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전문직 사서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시의적절한 계

속 교육은 전문직 유지와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2016년 이후 사서의 계속 교육 및 대학도서관 역할 변화와 사서의 인식 조사, 사서의 핵심

역량 도출 등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 심층 면담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대학도서관 사서의 

업무역량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발 등에 관하여 수행된 바 있

음(노영희, 신영지 2016; 이종창, 권나현 2017; 이현정, 김기영 2017; 박태연 등 2018; 박

옥남 2018; 민윤경 등 2020).

◎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대

학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 또한 모기관인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변화와 주 

이용자인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의 정보요구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명한 바는 없음.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변화에 이용자의 정보요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도

서관 사서의 서비스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정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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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대학

도서관이 집중해야 할 핵심업무에 대한 사서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며 대학도서관 이용

자의 정보 행위를 이해하고 정보요구를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서비스 관련 직무역량

을 도출과 이에 기반한 사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조사, 대학의 환

경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과 사서의 인식 조사 및 요구분석

을 통해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함.

<그림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선행연구 조사

∎ 최근 5년간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변화 추세 및 사례 조사.

∎ 국내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환경변화 및 정보요구 변화 파악.

∎ 국내 대학도서관 조직의 문제점 및 변화된 직무역량 파악.

◎ 대학의 환경변화 조사·분석

∎ 국내외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변화 내용과 사례를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대학의 혁신사례를 문헌 및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사.

∎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대학 혁신의 방향성 및 추세,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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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역할과 역할 수행을 위해 대학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직적 역량 및 

사서의 개인 역량 분석.

◎ 다양한 대학 구성원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 조사

∎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등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의 대학도서관 인식 및 대학의 

연구·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 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대학 구성원별 정보요구와 해결 방식, 그리고 그와 같은 해

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 문제 해결의 방해 요소 검토.

∎ 대학 구성원별 정보요구 해결 과정에서의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검토.

◎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 조사

∎ 대학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현 조직

구조를 파악하고, 주어진 역량을 개발하여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 대학도서관 관리자 및 실무자가 인식하고 있는 대학의 환경 변화와 이용자의 정보 이용 

및 요구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개인적 개선사항에 대한 인

식 조사·분석.

◎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량 분석

∎ 대학도서관이 고려해야 할 환경 요소 및 각 요소에 대응하는 필요역량 제시.

∎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변화, 대학의 연구·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 구성원의 변화된 

정보요구에 기반하여 미래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방향 제시.

∎ 제시한 서비스 방향 구현을 위해 필요한 대학도서관의 조직역량과 조직역량에서 요구되

는 사서 개개인의 직무역량 파악.

∎ 조직역량 및 직무역량 분석 시 대학의 종류(4년제, 3년제, 2년제), 규모, 학문 분야 등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 파악.

◎ 교육과정 개발

∎ 대학도서관 관리자 및 실무 사서를 위한 서비스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실무에 관한 사서의 공통 교육과정 

개발.

∎ 공통 교육과정에는 대학도서관 조직역량 강화(대학의 소속직원이자 대학도서관 사서로

서의 리더십 등) 및 사서의 기본역량 강화(학술 커뮤니케이션 등) 포함.

∎ 서비스 대상별(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수, 2/3년제 학부생 등) 및 대학 유형별 

특화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특화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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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전 세계적 사회변화 조사.

∎ 국내와 해외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변화 파악.

∎ 국내와 해외 대학의 혁신사례 조사.

∎ 변화하는 대학 구성원의 정보요구 탐색.

∎ 국내외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통계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조회.

◎ 질적 연구

∎ 대학 구성원의 연구·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 대학 구성원의 정보요구 변화 및 방해 요소 파악.

∎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 조사.

∎ 대학도서관 관리자와 실무자의 대학도서관 환경 및 이용자 정보요구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 대학도서관에 재직 중인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혁신에 요구되는 조

직역량 및 개인역량 요소 파악.

∎ 대학도서관 관리자와 실무자의 심층 면담 및 포커스그룹 면담(Focus-Group Interview) 

실시.

∎ 면담 대상은 대학의 특성(설립 주체, 대학 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포커스그룹 면담

∎ 면담 대상자는 대학도서관에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중견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함.

∎ 면담 대상자가 소속된 대학도서관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수도권 및 지방) 

및 대학 설립 주체(국·공립, 사립),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면담 참가자 대학 특성 직책

피면담자 A 지방 사립대 대규모 대학 과장(관리자)

피면담자 B 수도권 사립대 중규모 대학 팀장(관리자)

피면담자 C 지방 사립대 대규모 대학 팀장(관리자)

피면담자 D 지방 국립대 대규모 대학 팀장(실무자)

<표 1>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FGI 피면담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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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절차

◦사서 대상 심층 면담은 사전에 ‘대학도서관 사서 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

발 전문가 인터뷰지’를 배포하고 검토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함([부록 2] 

참조).

◦사전 배포한 면담지는 대학의 변화,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변화된 정보요구, 대학도서

관의 환경변화,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관리상의 개선점, 대학 구성

원의 정보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서의 직무역량,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인식,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과정의 

미래 방향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 대학도서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함.

◦면담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면담 대상자 선정 및 접촉 : <표 1>에 제시된 대학 특성별로 1차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담 의향 확인 및 면담 일정을 결정함.

- 면담지 배송 : 면담 전 면담 내용의 고지를 통해 피면담자가 면담 내용에 대한 의견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지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사전 배송.

- 피면담자별로 면담 일정을 확인한 이후 면담 일정 및 장소 공지.

- 면담 전 준비사항 : 면담자용 면담지 및 기록지를 준비하고 면담 기록용 녹음기 

준비.

◦면담 진행과 면담 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면담은 각 항목에 대한 피면담자의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최소 2시간 

이상 진행됨.

- 면담 진행 시 면담자는 피면담자의 의견을 면담자용 면담지 및 기록지에 기록.

- 면담자는 피면담자에게 사전 배포되어 작성된 피면담자용 면담지를 회수.

- 면담 내용은 녹취하여 이를 추후 분석에 사용함.

- 녹음된 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녹취하여 녹취자료를 유지함.

◎ 대학도서관 이용자 심층 면담 (민윤경 등 2020)

∎ 피면담자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수요자인 학부생 4명, 연구자 4명(신임/경력), 대학원생 

4명(석사과정/박사과정)으로 총 12명이며, 각 피면담자 당 40분에서 1시간 내외의 반

구조화 면담 이용(<표 2> 참조).

∎ 심층 면담은 수업 및 강의 준비, 연구 및 과제 수행, 도서관 이용 등 대학 내 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질문하는 형식을 취함. 이에 기반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행태 및 요구를 탐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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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참가자 주제 분야 신분

피면담자 01 이공계 경력연구자

피면담자 02 이공계 학부생

피면담자 03 인문사회 대학원 석사과정생

피면담자 04 이공계 신임연구자

피면담자 05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생

피면담자 06 이공계 신임연구자

피면담자 07 예체능 학부생

피면담자 08 인문사회 신임연구자

피면담자 09 인문사회 대학원 석사과정생

피면담자 10 인문사회 대학원 박사과정생

피면담자 11 인문사회 학부생

피면담자 12 인문사회 학부생

<표 2> 심층 면담 대상자의 주제 분야 및 신분별 특성

◎ 교육과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 문헌 연구 및 질적 연구를 보강하고 효과적이며 실현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

공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함.

∎ 전문가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회와 대학의 연구·교육 환경 변화 및 정보요구 변화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요청.

◦대학도서관 조직 및 서비스 분야의 문제점과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 요청.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서비스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의견 요청.

∎ 전문가 자문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국내 대학에서 교육공학과가 개설된 대학 조사.

◦자문 요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문 의향 확인 및 일정 결정 : 서울시 소재 교육공학과 

교수 선정.

◦연구진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사전 배송 :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의 영향으로 서면 자문 요청.

◦2020년 11월 17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자문 결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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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기대효과

◎ 대학도서관 차원 그리고 실무를 수행하는 사서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교육과정을 신규 

개발함.

◎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사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제공을 토대로 미래에 요구되는 대학

도서관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모기관인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학술정보

센터로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임.

◎ 대학도서관의 역할 확대 및 대학도서관 사서의 강화된 역량을 통해 개별 대학, 더 나아가 

국가의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Ⅱ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방법

1. 교육과정 개발

2. 교육방법의 선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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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방법

1. 교육과정 개발

1.1 교육과정 개발 원리

1.1.1 DACUM과 CBC 기법

◎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범용적인 기법인 DACUM은 신디케이트 워크(syndicate 

work)과정으로 특정 직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업무 수행자들의 동의를 

얻어 업무와 과제로써 정의하여 분석하는 과정임. 직무분석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과제

가 선정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스킬을 도출함(윤여순 1998; 장수용 

2004). 

▶ DACUM은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교육 요구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 및 확인하게 했으

며 누구나 정확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으로 교육과정과 체계 개발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임(윤여순 1998).

<그림 3> DACUM과 CBC 비교(윤여순 1998, 113)

◎ 역량중심 교육과정(CBC, Competency-Based Curriculum)

▶ DACUM기법에 기반하여, 시의적절한 다양한 학습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개발됨. CBC기법에서는 DACUM 체제와는 달리 조직 차원의 성과 증대를 

목적으로 수행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지원책을 개발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

목의 접근을 시도함(윤여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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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 서비스 역량강화’라는 기대되는 결과를 위하여 역량중

심교육과정의 관점으로 사서교육과정을 고찰함. 

1.1.2 교수설계

◎ 교수설계는 교수자, 교육 내용, 학습자 등 수업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의도된 학습 목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상황 파악 및 제반 

요소를 계획하는 활동을 의미함(김경진, 김경 2019; 이성흠 등 2018).

◎ 교수설계가 교수의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교수-학습활동의 관련 

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제적 설계(systemic design)의 관점을 따름.

▶ ADDIE 모형

○ 체제적 설계는 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의 여러 국면들을 동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습자들이 획득할 지식과 기능에 대한 규명을 

시작점에 두고 각 단계의 교수 활동들이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구성

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김경진, 김경 2019; Dick et 

al. 2016).

○ 체제적 교수설계(Instructional Systems Design)의 가장 범용적인 모형으로 ADDIE 

모형을 들 수 있음. ADDIE 모형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주

요 단계로 구성됨.

<그림 4> ADDIE 모형(김경진, 김경 2019, 168)

◎ 본 연구에서는 체제적 교수설계의 핵심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다수의 문헌정보학 분야 

교육과정 선행연구에서 적용되었던 ADDIE 모형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서비스역량 강화

를 위한 사서 교육과정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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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과정 개발 절차

1.2.1 단계(Analysis)

◎ 분석 단계는 학습 관련 요소 및 요인들을 분석하며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요구분석, 학습자분석, 환경분석, 교수분석(과제분석)으로 구성됨.

▶ 요구분석은 일반적인 의미의 단순한 ‘원함(Want)’이나 ‘바람(Desire)’과는 거리가 있는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Gap)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실무에서 요구하는 최

적의 수행 혹은 지식, 학습자 혹은 관련 인사들의 느낌, 다양한 관점에서 본 문제의 원인 

등을 탐색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임. 요구분석에서 파악된 격차는 최종적

인 수업목표에 해당함(김경진, 김경 2019; 유승우 등 2019).

▶ 학습자분석은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배경, 직무 경험, 적성, 동기 

그리고 학습 및 인지 양식 등을 파악하여 개발 이후의 설계 단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함(유승우 등 2019; 한정선 등 2008).

▶ 환경분석은 수업 진행 시 이용 가능한 자원과 제한점들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수업설계

가 원만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단계임. 일반적으로 환경분석은 새로운 지식, 기능, 태도

를 학습하는 학습환경과 습득한 지식, 기능, 태도를 적용하는 수행환경, 그리고 교육 프

로그램이 설계 및 개발되는 개발환경으로 구분됨.

▶ 교수분석(직무 및 과제 분석)은 수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탐색

하고 서로 간의 관계와 계열성을 밝히는 활동으로, 기존 교육과정 및 학습과제의 특성

과 그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의 관계를 분석함. 

1.2.2 단계(Design)

◎ 설계는 분석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창조적으로 종합하는 것으로서, 설계 과정에는 수행

목표의 명세화, 평가도구의 설계, 프로그램의 구조화 및 계열화, 교수전략과 매체의 선정이 

포함됨. 설계 단계에서는 교육훈련의 전체 모습인 설계명세서가 작성됨(유승우 등 2019).

▶ 수행목표 명세화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하여 수행해야 할 성취 행동 또는 학습성과를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것임. 수행목표에는 수업 종료 후에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성

취 행동, 성취 행동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효과적인 성취 행동으로 판단할 준거

가 포함되어야 함.

▶ 평가도구 설계는 수행목표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진술한 

수행목표의 성취 행동, 조건, 준거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목표를 

기술한 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프로그램 구조화와 계열화에서는 학습 내용이나 활동을 어떻게 계열화하고 조직할 것인

지, 어떤 순서대로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함.

▶ 수업전략 수립 및 매체 선정단계에서는 수행목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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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활동이나 방법을 설정하며,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와 교과 영역, 교수자

와 학습자의 선호도, 학습 내용 및 학습자 특성 등이 그 근거가 됨.

1.2.3 개발 단계(Development)

◎ 개발은 설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설계명세서를 기반으로 수업에 사용된 교수 자료

를 실제로 개발 및 제작하는 단계로서 교수 자료의 초안(Draft) 및 프로토타입(Prototype)

을 개발하여 형성평가(Pilot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한 뒤에 최종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임.

◎ 형성평가의 결과는 수업자료나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업목표 및 학

습자, 환경 특성 등이 효과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보여주어 설계 단계에 대해 검토하고 수

정할 기회를 제공함(유승우 등 2019).

1.2.4 실행 단계(Implementation)

◎ 실행 단계는 앞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설계되고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제의 현장

에 사용하고 교육과정에 설치하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변화 및 관리하는 것

임.

◎ 설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기자재, 예산, 인적 자원 등을 

검토하는 사항들도 실행 단계에 포함됨.

1.2.5 평가 단계(Evaluation)

◎ 평가 단계에는 교수설계의 마지막 요소로서,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총괄평가가 이루어짐. 총괄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수정 여부를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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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방법 선정 및 활용

2.1 교육방법 선정기준

◎ 교육방법은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설정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함(이성흠 등 2018).

◎ 교육방법은 교육의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전략, 교수법 등 다양한 명칭

으로 혼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방법이 사용되어야 함.

◎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업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교육방법이 사용되는 만큼 그러

한 교육방법을 분류하는 기준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학습내용, 학습자, 교수·학습자원 및 

환경, 조직의 기대 등 구체적인 기준과 및 목적에 맞는 교육방법의 선정이 필수적임.

분류 구체적인 기준

학습내용

- 학습내용의 성격

- 학습내용에 관한 논쟁의 정도

- 학습내용의 수준: 추상적 대 구체적

학습자

- 개인차로서 학습양식

- 학습경험의 정도 또는 학습자의 수준

- 학습자의 수

- 학습자의 위치

-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 학습자의 기대 정도 

교수·학습자원 및 환경

- 수업 기술과 자격을 갖춘 교수자/교수보조원의 도움 정도 

- 기존 교수·학습 자료의 사용과 새로운 자료의 개발 정도 

- 자원의 종류, 활용장소의 환경문제 및 시간 제약의 문제

조직의 기대

- 조직이 선호하는 교육방법

- 조직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학습목표의 유무

- 조직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측정 및 평가방법의 유무

<표 3> 교육방법 선정기준(이성흠 등 2018, 182)

◎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의사소통 유형과 집단의 크기에 따른 교육방법, 학습자 중심 교

육,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수업혁신 교육방법, 그리고 학습테크놀로

지에 따른 교육방법을 탐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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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방법의 분류

2.2.1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교육방법

◎ <표 4>에서와 같이, 교육방법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전개되는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서 강

의형, 개인교수형, 실험형, 토론형, 자율학습형으로 분류됨.

▶ 강의형은 정보전달에 최적화된 가장 보편적인 수업 방법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

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을 가짐. 특정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을 학습자에 전달해야 

할 때 주로 사용되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나, 교수자가 권위적이기 쉬우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및 개

별 특성을 고려한 학습이 미흡하다는 단점을 지님.

▶ 탐구형 및 토론형 교육방법은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지식의 획득 또는 의사소통과 협력 기술을 배울 수 있

음.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일정한 집단 크기 이상은 진행이 어려우며 수업 진행

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교육방법 유형 정의 구체적 교육방법

강의형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
강의법, 질문법, 시범, 

면담학습, 동료학습

개인교수형 교수자와 학습자가 1:1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 프로그램 학습, OJT, 코칭, 인턴십, 도제제도

실험형 교수·학습 자료를 통하여 학습하는 형태

서류함기법, 감수성훈련, 모의실험, 게임, 사

례연구, 실험, 현장견학, 현장실습, 연습, 역

할극

토론형
학습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주제에 관한 심도있는 지식을 

학습하거나 태도를 형성하는 형태

원탁토의, 배심토의, 심포지엄, 공개토의, 대

화식토의, 세미나, 버즈훈련, 브레인스토밍

자율학습형
전문가에 의하여 개발된 수업자료와 상호작용하면서 독립적으

로 학습하는 형태
독학, 스스로학습형, 구안법, 문제해결법

<표 4>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교육방법(이성흠 등 2018, 180)

2.2.2 집단의 크기에 따른 교육방법

◎ 학습자 집단의 크기에 따른 교육방법은 수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방법에 해당함.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 집단의 크기에 따라 대집단, 중집단, 소집단, 그리고 

개별학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육내용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수 목표에 

따라 교육방법을 취사선택할 수 있음.

◎ 학습자 수가 50명 이상의 대집단이며, 교수 목표가 새로운 개념과 지식의 습득에 맞춰져 

있다면, 강의법 또는 협동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전통적인 교실이 아니라 인터넷 및 최신 

수업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마련될 경우 가상공간을 통한 자기 주도적 개별

학습 등이 고려 가능함. 특히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이용하

는 교수법의 경우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에도 효과적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짐.



Ⅱ.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방법

  

 19

학습 집단의 크기 교수·학습상황 변인 교육방법

50명 이상의 대집단

- 학습공간이 전통적 교실

- 교육내용: 개념과 원리학습

- 새로운 지식습득에 초점

수용학습

강의법

협동수업

30~40명 수준의 중집단

- 학습공간의 융통성

- 교육내용: 운동기능 및 심체적 영역

- 새로운 지식습득 및 숙달에 초점

시범

실습

동료교수

- 소집단 구성 가능

- 학습공간의 융통성

- 교육내용: 인지적 영역

- 새로운 지식의 창출, 탐구, 문제해결

소집단학습

협동학습

사례연구

문제중심학습

20명 이하의 소집단

- 학습공간이 전통적 교실

- 교육내용: 태도, 정의적 영역

- 기존 지식의 이해·적용 강화

모의실험

게임

역할극

토론

- 학습공간의 융통성

- 교육내용: 개념 및 원리학습

- 새로운 지식의 습득, 문제해결

발견학습

탐구학습

개별학습

- 학습공간의 융통성

- 교육내용: 원리, 절차학습 

- 새로운 지식습득에 초점

개인교수

컴퓨터보조수업

e-학습

<표 5> 집단의 크기에 따른 교수·학습상황과 교육방법 분류 기준(이성흠 등 2018, 183)

2.2.3 수업혁신 교육방법

1.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 플립러닝은 ‘거꾸로 학습’, ‘거꾸로 교실’, ‘뒤집어진 교육’, ‘역진행 수업방식’ 등으로도 표현

되는 교육방법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던 교수의 강의를 동영상을 통해 교실 밖으로 이동

하고, 집에서 이루어지던 과제 활동을 교실로 옮겼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뒤집

은 수업방식이라 할 수 있음.(<표 6> 참조)

연구자 정의

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2014)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을 인터넷이 가능한 집 또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동영상을 통해 자율적으

로 학습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그리고 동료 학생과 함께 토론, 실습, 실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기존 교수자 중심 강의식 수업이 가정학습(온라인 동영상강의 시청 등)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을 적용하던 기존의 숙제(토론, 토의 프로젝트 및 문제해결 활동)가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형태로 전통적 

수업이 거꾸로 된 형태의 교수-학습방법

<표 6> 플립러닝의 정의(이은희 2019, 611-612)

◎ 이민경 등(2016)은 다양한 교육 내·외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사회의 교육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수업 방식으로 플립러닝을 설명함.

ㄱ. 특징

◎ 플립러닝에서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에서 벗어나 수업의 주체가 학습자로 변환됨

에 따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교수자 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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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디지털 환경에서의 수업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교

과의 핵심 내용을 영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따른 개별 학습이 가능함.

◎ 동영상 제작과 같은 기술의 단순 도입은 교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 작용할 뿐, 

플립러닝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동영상 제작이 아니라 교실 수업방법을 어떻게 바꾸는

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음(이민경 등 2016).

ㄴ. 수업모형

◎ 플립러닝은 크게 수업 전, 본 수업, 수업 후의 세 단계로 구성됨. <그림 5>와 같이, 본 수업

이 진행되기 전 사전단계를 통해 우선적인 학습평가가 이루어지며 본 수업에서 진행된 학

습 내용을 수업 종료 후 성찰 및 평가하는 단계를 거침.

▶ 수업 전 단계: 학습자는 교수자가 미리 제공하는 동영상과 같은 사전학습 콘텐츠를 통해 

본 수업 전 선수학습을 진행하게 됨.

▶ 본 수업 단계: 사전 학습 및 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학습자가 사전학습과정에서 갖게 된 질문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

분에 대해 학습 내용 보충 및 심화학습이 진행됨.

▶ 수업 후 단계: 본 수업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과 함께 학습자 본인의 자기 평가가 실시됨.

<그림 5> 플립러닝 교수-학습 모형(이은희 2019, 613, 재인용)

2. 하브루타(Havruta)

◎ 하브루타는 두 명의 학습 파트너가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하고 텍스

트와 각자의 생각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는 학습 방법임(Holzer and Kent 

2013).

▶ 텍스트를 이해하는 ‘텍스트 해설적 실천의 국면’과 생성된 의미에 반응하며 아이디어를 

수정 또는 발전시키는 ‘대화적 실천의 국면’ 두 과정을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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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학습 파트너, 텍스트, 자신의 내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

용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적극적인 학습 주체가 될 수 있음(이은희 2019).

ㄱ. 수업모형

◎ 하브루타 수업모형은 ‘질문 중심 하브루타’, ‘논쟁 중심 하브루타’, 등 ‘비교 중심 하브루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의 다섯가지로 정리되며, 다섯가지의 수

업모형의 핵심은 모두 질문하기라 할 수 있음(이은희 2019).

◎ <그림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하브루타 수업은 질문 만들기, 짝 토론, 모둠 토론, 발표, 

전체토론(쉬우르)의 세부적인 과정으로 진행됨.

<그림 6> 하브루타 수업모형(이은희 2019, 615, 재인용)

3. 디자인씽킹(디자인 사고, Design Thinking)

◎ 디자인씽킹은 문제 접근과 해결방식을 일반 교육에 접목하여 ‘디자인 사고’를 훈련함으로

써 일반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접하는 여러 문제들을 ‘디자인 사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한정규 2019).

▶ 디자인씽킹은 분석과 직관의 균형을 통한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 디자인적 사고자의 창

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일상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사용하며 소비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고 방법으로서 정의됨. (<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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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포드 외 초기학자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인 창의력을 기르는데 발산적 사고 뿐만 아니라 수렴적 사고도 중요함 

로우 일반 교육에서 문제 접근과 해결방식에 디자인 사고를 접목 훈력시킬 것을 제안

로저 마틴
새로운 솔루션을 위해 상충되는 아이디어와 조건을 이용하는 통합적인 능력이 중요하며 분석적 

사고를 기반으로 기술, 직관, 창조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완벽한 사고방식 

팀 브라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석과 직관의 통합적인 사고, 언어와 비언어적 소통 등 디자이

너의 감수성과 작업방식으로 여러 분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방식

스탠포드 대학 

D. School

공간과 창의를 중시하고, 관찰과 프로토타이핑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하며 사람을 중

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표 7> 디자인씽킹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한정규 2019, 23)

ㄱ. 특징

◎ Daniel Ling(2017)은 디자인씽킹에 대해, 기업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

을 토대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데 적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게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함.

▶ 디자인씽킹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욕구와 환경을 관찰, 분석, 공감하고, 직관과 통합적인 

사고를 사용하기도 하며, 언어뿐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까지 사용함.

▶ 개인의 천재성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여 실험하고 상호작용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음.

◎ 원활한 디자인씽킹을 위해서는 수업 진행 전 학습자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

해 및 정보제공이 중요함. 특히 아이디어 수렴 등에 있어 교수자의 뛰어난 역량이 요구되는

데, 프로토타입의 제작, 테스트, 개발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미숙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한정규 2019).

ㄴ. 수업모형

◎ 디자인씽킹에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학습이 비교적 용이하며, 

스탠포드 대학 D.School의 프로세스가 가장 대표적인 모형임(한정규 2019).

▶ D.School의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모형은 결과의 도출보다 특정한 문제에 대한 관점을 세

우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발상 전개에 집중하며, 그 출발점을 사람에 둠. <그림 7>과 같이 

공감(Empathize), 정의(Define), 발상(Ideate), 프로토타입(Prototype), 적용/검토

(Test)등의 과정으로 진행됨.

○ 공감: 인터뷰,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요구를 파악함.

○ 정의: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감 단계의 결과물을 종합함.

○ 발상: 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함.

○ 프로토타입 및 적용: 반복되는 진행을 통해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해결책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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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탠포드 대학 D.School의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한정규 2019, 26, 연구자 재구성)

◎ 디자인씽킹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의 반복적 활동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며, 5단계로 구

성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중첩과 후퇴를 반복하는 비선형적 특징이 

있음(김현숙 2020).

라. 학습테크놀로지에 따른 교육방법

1. e-학습의 활용

◎ e-학습(e-Learning)은 인터넷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전자적 서비스혁명을 주도하면서 

등장한 학습방법으로 습득형, 수행형, 연결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뉨(이성흠 등 2018). 

ㄱ. 습득형 활동

◎ 학습자가 읽고 보고 듣는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유형으로, 프레젠테이션, 읽기자료, 

스토리텔링, 튜토리얼, 시범, 견학 등을 포함함(이성흠 등 2018).

▶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에게 적합하며, 학습자 스스로가 원리를 습득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보의 제시가 필요함(이성흠 등 2018).

ㄴ. 수행형 활동

◎ 학습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활동을 연습 또는 수행하는 활동으로 연습, 게임, 시뮬레이

션, 탐구활동 등이 포함(이성흠 등 2018).

▶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피드백에 

제시되어야 함. 



대학도서관 사서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24

ㄷ. 연결형 활동

◎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을 이전의 학습경험과 연결시키거나 업무나 실생활에 응용해보는 활

동으로 사례연구, 토론, 창의적 학습활동 등의 활동이 대표적임(이성흠 등 2018). 

▶ 분석, 종합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지식을 경험 또는 일상생

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m-학습의 활용 

◎ 학습자의 개별적 학습 요구의 수용이 가능한 m-학습은 모바일 기기의 4C(Content, Capture, 

Compute, Communicate)기능을 통해 교수 및 학습활동을 촉진함(이성흠 등 2018). 

▶ 학습자와 교육콘텐츠간의 상호작용이 단순해야 하며, 다른 기기에서도 교육 콘텐츠의 

재사용이 가능한지 등의 주의점이 존재함. 

3. u-학습의 활용

◎ 유비쿼터스(Ubiquitous)화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교육과 관련된 물리적 공간의 기관 및 

사물을 지능화하고, 이를 학습자와 연결시켜 시공간의 제약없이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학습체제임(이성흠 등 2018).

◎ u-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의 교육환경은 교육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개념중심에서 실천중

심으로 변화하며, 교수자 역시 학습통제자에서 학습조언자의 역할로 변모하게 됨. (<표 

8> 참조)

구분 e-학습 m-학습 u-학습

학습공간
안정된 물리적 공간에 위치한 가

상공간에서 학습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가상공간을 통하여 학습

물리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가상공간을 의식하

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하는 학습

학습활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

는 학습활동이 분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

지는 학습활동이 여전히 분리

물리적 공간과 학습공간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에

서 센서, 칩, 라벨 등을 지능화/통신망화하여 정보

화 영역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통합된 학습활동

학습발생 시점
접속하고 있을 때: 학습공간과 일

상생활 분리

접속하고 있을 때: 학습공간과 

일상생활 분리 

생활하고 있을 때:

학습과 일상생활의 통합

학습매체 PC단말기 기반, PC의 통신망 기반

PDA 모바일 전화기, 태블릿 

PC, 물리적으로 이동하면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장비 

입거나 들고 다니는 컴퓨터, 다양한 차세대 휴대

장비와 휴대장비 통신망 기반 

주요기술 인터넷, 유선통신망, 웹 기술 활용 무선인터넷 활용 무선인터넷, 웹현실화 기술활용

<표 8> e-학습, m-학습, u-학습의 구별요소(이성흠 등 2018, 341)

4. 소셜미디어의 활용

◎ 블로그(Blogs),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위키스(Wikis), 팟캐스트(Podcasts), 유튜브

(Youtube) 등의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지원하는 도구로써 활용됨(<표 9> 참조)(이성흠 등 2018). 

▶ 의사소통 유형: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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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유형: 위키스

▶ 콘텐츠 공유 유형: 팟캐스트, 유튜브

활용 유형 교수자 학습자 소셜미디어 기능

수업의 

보조도구

· 자료공유

· 학습자 활동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 제시

· 형성평가

· 질의 및 응답

·교육 자료 이용/학습

·자료 게시 및 공유

·평가 결과 확인

·질의 및 응답

·게시글 쓰기

·멀티미디어 자료 게시

·좋아요, 댓글

·설문, 통계

·그룹채팅

프로젝트 

학습 

·일정관리 및 진행

·활동 관찰 및 피드백

·토의 및 자료 공유

·보고서 및 자료 

·결과 발표 및 공유

·평가 및 성찰 

·일정 관리 

·투표, 통계

·그룹 개설 및 구성원 추가

·멀티미디어 자료 게시

전문가 교류
·전문가 연결 방법 안내

·전문가 협조 요청

·분야별 전문가와 의사소통

·자료 공유

·글쓰기, 댓글

·화상회의

<표 9> 소셜미디어 활용 유형별 주요 교수·학습 활동(이성흠 등 201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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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도서관의 환경 및 인식 분석

1.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1.1 사회의 현재와 미래

○ 4차 산업 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이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반하여 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에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문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 사회 계  커뮤

니 이션 능력, 정보처리기술 능력 등의 직무역량이 보다 요구될 것으로 망되고 있음.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 으로 유래 없는 변화가 래되고 있음. 즉, 비

면 온라인 비즈니스(Online business)와 무인화(Manless), 홈코노미(Economy at Home) 

등의 상은 기존보다 더욱 다양화되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온라인교육, 원격근무, 개

별화 략 등이 주요 특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 임.

1.1.1 제4차 산업혁명

가. 정의

◎ ‘제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연차총회에서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 회장이 사회 변화의 핵심 트렌드로 제시한 이후 본격적인 주목을 받아오

고 있음.

    ※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보급으로 경제체제와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김영주 2017)

◎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으로 대변되는 제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발전해 온 디지털 기

술과 물리학, 생물학적 경계가 서로 융합되고 창조되는 변혁적인 혁명으로 설명됨.

◎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성(Hyper -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맞춤화(Customized)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에 해

당함(박옥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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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변화사항

  ㄱ. 산업경제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과 같은 정

보통신기술에 기반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신산업들이 창출되는 한편 일부 기

존 산업들은 쇠락하는 등 산업구조에 변화가 초래됨.

▶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초연결성에 기반하여 수

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사업들이 등장함.

▶ 신생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은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주문형 경제(On Demand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의 발전을 촉진

시킴.

  ㄴ. 노동시장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및 경제 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반함.

◎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생 직업들의 탄생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본격적인 노동의 위

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으나 현재 후자에 대한 우려의 관측이 우세함.

▶ 2020년까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정보처리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210만개 새로 

생겨나고 동시에 500만개의 일자리는 순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WEF 2016).

▶ 2030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15~30%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 3억 

7,500만 명의 인력이 직업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Manyika 2017).

▶ 2035년까지 현재 직업의 47%가 로봇과 자동화 기술에 의해 사라질 것이며(Osborne 

and Frey 2013),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노동 생산성은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Purdy and Daugherty 2017).

◎ 사람이 처리해오던 업무를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의 자동화 기술이 대체하고 이는 일자리

의 감소로 이어짐.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서비스의 확산으로 은행들은 지난 4년간 6천명

이 넘는 임직원을 감원하고, 387개의 오프라인 지점을 폐쇄함(윤진우, 채선희 2020). 

▶ 1/10 정도의 비용으로 사람의 노동력을 키오스크가 대체하는 등,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위기가 도래함(안용성, 윤지로, 배민영 2020).

◎ 인적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혁신 산업의 도입으로 새로운 기술력이 요구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예상됨(WE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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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반숙련,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

들게 됨.

▶ 건강,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직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단순 업무직의 고용 불

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ㄷ. 직무역량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에도 불가피하게 변화가 발생하게 됨.

◎ 2020년 기준, 핵심 직무역량은 복합문제해결 능력(36%), 사회관계 능력(19%), 처리 능력

(18%), 체계화 능력(17%), 인지적 능력(15%), 자원관리 능력(13%), 기술적 능력

(12%), 콘텐츠 능력(10%), 신체적 능력(4%)의 순으로 요구되고 있음. (<그림 8> 참조)

<그림 8> 2020년 기준, 필요 직무역량(WEF 2016, 22)

◎ 기존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각 산업 분야별 요구되는 

직무역량 및 직무역량 안정성에도 변화가 뒤따름. (<그림 9> 참조)

   ※ 직무역량 안전성(Skills stability): 기술발전 및 산업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역량의 변화 정도(백성기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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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산업 분야별 직무역량 안정성(WEF 2016, 27)

▶ WEF(2016)에 의하면, 금융서비스 산업 분야의 직무역량 안정성의 변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향후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능력, 사회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보처리기술 능력 

등의 직무역량이 보다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ㄹ. 정부/공공 분야의 변화 및 대응

◎ 제4차 산업혁명은 빠른 속도로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개인

과 조직의 대응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

응 전략을 마련 중임.

◎ 정부 및 공공부문은 변화하는 추세를 적시에 파악하고 정책화하는 ‘기민한 조직’으로 변화

해야 함(백성기 등 2016).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부 및 공공 분야의 서비스는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운영되

는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됨(최계영 2016).

○ 공공 데이터의 개방으로 민간부문과 개인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플랫폼 구축 등

이 가능해짐에 따라 분권화가 촉진됨. 

○ 각종 공공 규제 및 행정 서비스가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처리됨.

       ※ 예: 주차 위반 자동처리, 의료 및 복지제도 수혜자 선별 등.

▶ 정책의 개발과 실행,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

하여 문제점을 확인 및 개선하고 시대의 요구 변화에 대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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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COVID-19

가. 새로운 표준에 대한 요구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모든 사회·

문화·경제 활동이 COVID-19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새로운 가치 표준, 즉 사회·문화·경제적 규범의 재정립이 요구됨.

▶ 넥스트 노멀(Next Normal)(Sneader and Singhal 2020)

○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mpany)의 보고서에서 COVID-19 

이후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지칭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임.

○ COVID-19는 “현대사에서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로 표현될 만큼 유례없는 현상들을 

야기시킴. 특히, 유럽과 미국의 경우, 단일 분기만을 비교해볼 때 대공황(Great 

Depression) 시기보다도 막대한 경제 활동의 침체를 가져옴.

▶ 뉴노멀 2.0(New Normal 2.0)

○ 넥스트 노멀과 마찬가지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등장하여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상태에 해당함.

○ 뉴노멀은 경제학적 개념에 기반한 용어로서, 세계적인 자산운용회사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CEO) 모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시기에 출간한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에서 금융시

장의 변동, 저성장, 소비 감소, 규제 강화 등의 현상들을 금융위기 이후의 ‘뉴노멀’로 

지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됨.

○ COVID-19 시기의 뉴노멀 2.0은 경제적 용어로 의미가 한정되기 보다는 COVID-19 

이후 발생하는 사회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임.

나. 전망 및 예측

◎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Untact) 온라인거래의 확대, 홈컨텐츠의 부

상, 인공지능의 발전 등이 가속화됨. 언택트(Untact)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의미를 지닌 'Un-'을 붙인 조합어로,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2017년에 출간한 저서 「트렌드코리아 2018 (10주년 특별판)」에서 새롭게 제시한 단어

로서 COVID-19 이후 대면 최소화를 뜻하는 마케팅 용어로 급부상함.

◎ ‘H.O.M.E’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COVID-19 

이후 중국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면서 사회·경제적 생태계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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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고 ‘H.O.M.E’을 사회 변화의 키워드로 제시함.

○ ‘H’: COVID-19로 인하여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접촉 방식의 체온

측정, 소독기기와 관련 제품, 건강식품, 원격PT(Personal Training) 등의 ‘헬스케어

(Healthcare)’가 부상함.

○ ‘O’: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된 ‘온라인

(Online)’ 비즈니스는 기존보다 더욱 다양화되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 ‘M’: 방역 과정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된 ‘무인화(Manless)’를 뜻하며 비대면 

비즈니스와 유사한 의미를 지님. 무인서비스, 무인 물류·유통이 확산되고 로봇, 드론 등

의 기술 적용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임.

○ ‘E’: COVID-19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무대가 집으로 바뀌면

서 본격화된 ‘홈코노미(Economy at Home)’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파생이 예상되는 

영역으로, 온라인 교육, 원격근무 및 원격회의용 전자기기, 간편식품, 홈뷰티케어 제품 

등이 주목받게 됨.

◎ COVID-19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와 혁신적인 정보통신 기술과의 조합으로 기존 비즈니

스 패러다임의 전환이 도래할 것임. (<그림 10> 참조)

◎ COVID-19로 인하여 개별화, 각자도생, 자국주의, 탈세계화, 불확실성 최소화 전략 등이 

주요 특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그림 10> COVID-19 영향에 따른 온라인거래 확대(통계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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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의 현재와 미래

  

○ 지속 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장기화된 등록  동결은 학의 재정 약화를 래하여 교

육·연구 여건에 한 투자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곧 국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할 고

등교육 기 의 부실화와 국가경쟁력 하로 이어지고 있음.

○ 4차 산업 명 시 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국가연구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학의 연구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즉, 학의 도서  연구지원 수 과 국가의 SCI  발표논문 수가 비례하므로 국가 연구경

쟁력 강화를 해서는 학  학도서 에 한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지원 환경제공이 

필요함(김형각, 박자  2016).

○ 새로운 시 에서 요구되는 인재상 양성을 해 학에서는 학문  학제간 는 이론과 

장의 융·복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의 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음.

○ 결론 으로 학은 재 연구와 교육 등 총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학의 

신은 ‘존속  신(Sustaining Innovation)’이 아닌 ‘ 괴  신(Disruptive Innovation)’

이 되어야 함(Christensen and Eyring 2011).

1.2.1 대학 현황

가. 대학 재정의 위기

◎ 대학 재정의 약화로 교육 및 연구 수준의 질적·양적 저하가 우려됨.

▶ 상당수의 국내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함(<그림 11> 참조).

<그림 11> 2019~2030년 입학가능자원 추계 현황(이승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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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화된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정부의 경상비 운영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학교의 경우, 평균 등록금 의존율이 약 

70%에 이르나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수입 저하로 

이어짐.

○ 물가상승률 고려 시 2018년 등록금 수준이 국공립대학교는 2005년보다 낮고 사립대학

교는 2001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사립대학교의 경우 2017년 기준 1교당 평

균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2011년 대비 명목금액 상으로는 3.2%(22억원)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액 상에서는 5%(3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이승환 2019).

◎ 대학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에 대한 투자 지출이 감소

하고 이는 곧 국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할 고등교육 기관의 부실화 및 국가경쟁력 저하

로 이어짐.

나. 연구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는 높은 편이나, 연구원 연구개발비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

은 수준임.

▶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85조 7,287억원으로 2009~2018년 동안 연평균 9.5% 증가하였

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로 세계 1위에 해당함(OECD의 

환율 기준 적용시에는 세계 5위 수준).

▶ 연구개발비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원(FTE 기준) 1인당 연구개발비는 중국과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2009~2018년 동안 국내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연구개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적으로 감소해 옴(<그림 12> 참조).

▶ 2018년 기준, 대학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여 7조 504억원

에 해당함.

▶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8.2%(2018년)로 중국(7.2%, 2017년)을 제외하면 주

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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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요 국가의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정민우, 정기웅 2019)

◎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SCI 발표논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 수는 60,529편으로 전세계 총 논문 수의 

3.51%를 점유하며 12위에 위치함. 이는 2008년의 발표논문 수 34,515편, 점유율 

2.32% 대비 꾸준한 성장의 결과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원(FTE) 1인당 발표논문 수는 0.17편으로 42개 주요 국가

(OECD 35개 회원국과 7개 비회원국) 중 40위에 위치함.

▶ 우리나라의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피인용 회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옴. 

2013~2017년 5년 주기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피인용 회수 5.84회로 세계 평균을 넘

어 상위 50개국 중 32위에 위치함(<그림 13> 참조). 

<그림 13>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및 순위 추이(안지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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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연구개발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상당부분을 대학이 주

도함에 따라,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여건 고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함(<그림 14> 

참조). 

▶ 2018년 기준 대학의 SCI(E) 발표논문은 31,948편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하였으며, 

국내·외 특허 출원과 등록 면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14> 2018년도 연구수행 주체별 성과 비중 분포(김행미, 이윤빈 2020)

▶ 대학의 도서관 연구지원 수준과 국가의 SCI급 발표논문 수가 비례하므로, 국가 연구경

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지원 환경 제공

이 필요함(<표 10> 참조). 

<표 10> 국가별 대학도서관 연구지원 수준과 SCI급 발표논문 수(김형각, 박자현 2016)

구분 천명당 사서수(명) 1인당 총 예산(US$) 1인당 자료구입비(US$) 논문발표수(건)

미국 10.23 1,070 741 428,765

영국 5.23 467 293 130,249

캐나다 5.71 553 249 71,875

호주 5 586 247 67,838

한국 2.25 223 170 59,628

다. 융합과 협업의 강조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기술, 협업, 창의력 개발에 대

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학 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

음(민윤경 등 2020).

▶ 학문 및 학제간 융합 교육 사례

○ 국내: 인하대학교 융합교과목, 동국대학교 융합학과, 고려대학교 복수전공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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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애리조나주립대학교 Adaptive Learning(Flipped Learning과 유사), 싱가포르기

술디자인대학교 학과가 아닌 사회적 요구 기반 Pillar 중심의 학문구조 개편 대학융합

혁신, 하버드 의과대학의 학제를 넘어선 대학간 융합 전공 운영.

▶ 이론과 현장의 융합 교육 사례

○ 해외: 프로젝트 학습을 기반으로 실천적 경험과 학습을 장려하는 미네르바 대학, 공공

-민간-시민의 협력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사례

○ 해외: 기숙형 온라인 대학 방식의 미네르바 대학, 1학년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방한 애리조나 주립대학(ASU Global Freshman Academy), 1/4 학비 수

준의 온라인 MBA 과정(Coursera) 일리노이주립대, 물류 경영석사 MOOC를 통한 마

이크로 석사+캠퍼스 한 학기 이 과정을 제공하는 MIT, 컴퓨터사이언스 온라인 석사과

정(Udacity)의 조지아공대 등, MBA 특별과정을 제공하는 와튼, 노스웨스턴, 미시건 

대학 등.

◎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및 참여,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이 강조되는 등 교육과정 방식에

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온라인 수업의 확대로 교수의 역할은 점차 지식의 전달에서 지식의 공유 및 재창출로 바뀌고 티칭

(Teaching)보다 코칭(Coaching)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 (피면담자 B)

라. 정부 정책의 변화(교육부 2019)

◎ 정부에서도 기존의 정부 주도하의 경쟁적인 사업 방식(특수목적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

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강화(대학혁신지원사업)하는 추세임(<그림 15> 참조). 

<그림 15> 정부 지원사업 방식의 변화(교육부 2019)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이행실적 평가 중심의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정부의 공적 재원

(지원금)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됨(<그림 16> 참조). 

▶ 대학혁신지원 정책 유형1. 자율협약형

○ 대학마다 특성과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개선을 기반으로 기본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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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쟁력 제고를 재정 지원함으로써 총체적 혁신을 유도함.

○ 대학에서 미래형 혁신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구축을 지원함.

○ 국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별 소규모 대학을 정부에서 지

원함으로써 지연발전을 선도하는 강소대학으로 육성함.

▶ 대학혁신지원 정책 유형2. 역량강화형

○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이행을 조건으로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촉진(권고비율 10%)하

고 전략적 특성화를 재정 지원함.

○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지자체와 대학간 협력을 위한 선정 대학을 평가함.

<그림 16> 정부 지원사업 추진 전략(교육부 2020)

◎ 미래 유망기술 선점과 생산성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및 혁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시급하게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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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제도적으로 연구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역과 미래 연구를 선도하는 융·복합 연구를 장려

함에 따라 연구진 구성이나 연구과제 선정 시 협업, 융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경향 …[중략]… 상

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연구 분야 동향 분석 등의 요구 자료를 살펴보면 연구 분야, 유사 분야 

외에 다른 학문 영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피면담자 A)

1.2.2 대학의 미래

◎ 대학은 현재 총체적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 혁신은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 아닌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되어야 함(Christensen and 

Eyring 2011).

“학생수의 감소, 학생들의 성향 변화 등으로 인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략]… 개인 맞춤형 교육 등 자율성과 선호를 가진 학생 개인에 초

점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 …[중략]…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재 수요에 부응하기 위

한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서의 대학의 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 졸업후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업에서 다시 교육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피면담자 D)

◎ WEF(2015b)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장 급속하게 시스템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분

야로 교육을 제시함.

▶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이 미래 사

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전환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깊

은 성찰과 고민이 요구됨(박옥남 2018).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통적인 기술 및 자격 중심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직무역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관계 능력과 협업 역량이 장비 운용 등의 좁은 범위의 

기술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WEF 2015a).

“교육방식도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웹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접근이 가

능하므로. 다양한 플랫폼들이 교육자들을 흡수해서 더 비대해지고 질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

까. …[중략]… 2011년 만족도 연구를 봤을 때, 교육과정이 전공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만족도가 낮음. 취업, 창업, 진로를 가장 중요시하고, 이러한 요구가 지금의 교육과정과 일치하

지 않을 때, 온라인 콘텐츠가 그러한 맹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피면담자 B)

◎ 예기치 않은 COVID-19 여파로 인하여,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학 

교육환경의 체계적 대응과 대비의 필요성이 확인됨.

▶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

엔자(influenza) 바이러스.”1) “COVID-19는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팬데믹이 아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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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학 교육방식의 혁신 사례로만 언급되어 왔던 온라인 교육이 COVID-19로 

인하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킴.

“코로나 언텍트 시대가 왔다. 대학교육에 있어서 혁신 분위기 실험 분위기. 온라인 분위기가 진행될 

것임. 줌 구르미 웹엑스 비대면 도구가 익숙해지고 있음. 이런 추세라면 대학교육도 일정 부분 이런 

루트 탈것 같음. …[중략]… 정부 교육도 전반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피면담자 B)

“유사한 경제 카테고리가 많이 생겼음(무크나 온라인강좌), 대학의 필요성 떨어지고 있음. 온라인으

로 원하는 기술을 취득할 수 있음. 결국, 코로나가 계속 앞당기는데 대학에 입력하는 계기가 됨.” 

(피면담자 B)

1.3 대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 학도서 의 핵심가치는 학생 심의 맞춤형 학습서비스와 연구의 질 제고를 한 문 

서비스 강화에 있음. 그 지만 학의 재정 축에 따른 자료구입비의 감소와 도서  방

문자 수, 출책수, 참고정보서비스 제공 횟수 등의 하락, 직원 감축에 따른 학도서  

조직 내 기감 고조와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신규 업무의 증가가 함께 발생하

고 있음.

○ 학도서  사서들은 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학도서 에 산, 학술자료, 

시설, 서비스 구축  제공, 이용 등 학도서  진흥을 한 제도 ·정책  지원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하지만 학도서 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계자들은 학도서 에 좀 더 능동 이고 다

양한 연구지원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고, 사서들에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된 맞춤형 연구지원서비스의 개발과 용을 요구하고 있음.

○ 학의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  연구의 변화 그리고 학도서 에 요구되는 개별화된 

문서비스  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COVID-19 상에 따른 변화 등의 미래 

사회요구에 극 부합하는 학도서  사서직에 한 인재상  역량에 한 고민과 이

를 실 하기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1.3.1 대학도서관 현황

가. 대학도서관의 위기

◎ 시대적 요구에 따른 대학의 제반 환경 변화와 마찬가지로 대학도서관도 변화에 따른 위기

를 대면하고 있음.

1)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5년 미국의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테드(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강연회에서 전염병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음.

2) 영국 리버풀대학의 매튜 베일리스(Matthew Baylis) 교수의 2020년 6월 BBC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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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방문자 수, 대출책수, 참고정보서비스 제공회수 등이 하락하고 있음.

▶ 대학도서관 현장 사서들이 체감하는 자료구입비 예산 감소는 여전한 반면  전자자료 구

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함.

▶ 직원 감축에 따른 대학도서관 조직 내 위기감 고조와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신규 업무의 증가가 함께 발생하고 있음.

“예산이 줄면 사람도 줄입니다. 대학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듭니

다.” (피면담자 D)

“직원 감소와 노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 개인 맞춤 서비스, 전문화된 

이용교육,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는 점차 늘어나나 여전히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 

공간과 인력이 묶여 있다.(역량 부족으로 테크놀로지 업무에 배치할 수도 없음) …(중소)… 도서구

입예산 감소로 국내외 연속간행물 구독, 국외도서 구입은 거의 중단되었고, 국내도서도 전자책에 

밀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피면담자 A)

◎ 국내 대학도서관 학술자원의 경우 해외 대학과는 상이한 특징을 보임(장금연 2018).

▶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자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컨소시엄 의존도 및 패키

지 구독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해외와 달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주요 핵심 전자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주요 

학술자원: SienceDirect, Springer, Wiley 등).

▶ 해외 대학들이 OA(Open Access)로의 전환 및 확대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국내 대학도서

관의 OA 학술자원 현황은 부족한 편임.

나. 대학도서관의 핵심 가치

◎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학술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기관임.

◎ 대학도서관 발전 정책들도, 연구데이터 관리 및 사용자 경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

됨(교육부 2019).

▶ 교육: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서비스 및 환경 구축

○ 수업 및 학습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지원이 요구됨.

     ※ 예: 고교-대학 연계 인문학 추천도서 사례집 발간, 고교-대학 연계 독후감 공모전(도

서전시, 북토크 포함)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 장애인 서비스 연계 등

○ 창의적·협력적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디지털 매체 교육 확대, 디지털 정보 소양교육

(디지털 프라이버시, 저작권, 정보윤리,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

인과 운영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연구: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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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학술자료 구독 및 공동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전자저널 구독 

모델 개발, 사례중심 협상강화 교육, OA자료 관련 서비스 기반 마련 사업들이 추진됨.

○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로는 연구성과 분석·관리·제공이 해당하며, 특히 교원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주요 역할로 학술자료 제공 다음으로 논문작성·투고 전략, 연구동향 분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전예방 목적의 저작권 및 연구 부정행위 범위 교육, 표절예방시스템 사용법, 대학도

서관 사서 대상 연구윤리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연구윤리 확립 지원을 위한 대학도서관

의 역할이 강조됨.

▶ 제도: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 대학도서관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교육프로그램 개편, 연구윤리 전문가 및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전문가 양성, 신진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NCS 기반 세부과정 개발 

등 업무에 기반한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됨.

○ 대학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검토됨.

“자료구입비 감소, 전자자료 의존 등은 이용자들이 실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략]… 본교

도서관에 없을 경우 어떻게 접근, 확보할 수 있는가를 도서관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록 당장에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 보여주는 사서의 

대응력, 접근의 전문성 등으로 도서관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면담자 D)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연구진들이 우리를 찾아야 하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

히 연구지원서비스를 강력하게 도입, 개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

도서관 사서 재교육 뿐 아니라, 대학도서관계의 전체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공유가 중

요해졌다고 봅니다. 대도연 차원의 대응전략, 국대도협, 사대도협이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피

면담자 D)

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종욱, 박중규, 최재황 등 2019)

▶ 주요 세계 대학평가 순위 평가지표 중에서 대학의 연구 부문이 50% 이상에 이르는 등 

대학경쟁력 구성요소 중 연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대학의 연구경쟁력에 있어 대학도서관은 간접적인 투입(영향)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서들은 인식하고 있음.

     ※ 직접적인 투입(영향) 요소: 연구인력, 연구비, 연구 시설 및 장비.

▶ 대학도서관은 연구 인프라적 차원(학술자원 제공), 행정적 차원(소속기관 명칭 관리를 

통한 연구자산 관리), 정책적 차원(학술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정책 개발)에서 대학의 

연구경쟁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Ⅲ. 대학도서관의 환경 및 인식 분석

  

 45

1.3.2 대학도서관의 미래

가. 대학도서관의 주요 발전방향(NMC 2017)

  ㄱ. 중기 트렌드: 향후 3~5년 이내

◎ 대학도서관 이용자는 단순한 학술자료 이용자가 아닌, 창조자(Creators)로서의 고려되어

야 함.

▶ 개인의 정체성, 상호작용, 정보이용 행태 분석을 통한 콘텐츠 제공

   ※ 예: 영국 Open University Library Services, 호주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Library

◎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장소로 대학도서관의 전체

적인 공간을 재구성, 재창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대학도서관에 Maker Space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회와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Maker Space와의 차별화는 물론, 대학도서관에 설치할 경우의 장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중략]… Maker Space가 3D 프린터 활용을 포함한 단순한 기술 체험 공간화되어가고, 도서관이나 

사서의 관여나 역할이 없다면 도서관의 공간만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면담자 B)

  ㄴ. 장기 트렌드: 향후 5년 이후

◎ 예산 제약으로 인한 대학도서관 간의 공동 기획 및 협업·협력이 강화됨.

  ※ 예: 미국의 GeoBlacklight: 대학도서관 공동 공개접근 지형공간 검색 어플리케이션(MIT, 

뉴욕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술 데이터의 진화가 이뤄짐.

  ※ 예: 미국 알렌연구소 Semantic Scholar: 논문 비교 및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인공지능 

검색엔진 개발.

나. 대학도서관 사서의 미래

◎ 대학 평가담당자, 대학도서관 관계자와 연구자들은 대학도서관의 좀 더 능동적이고 다양한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조함. 따라서, 이용자 맞춤형 연구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이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요구됨(이종욱, 박중규, 최재황 등 2019).

▶ 학술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한 연구지원 서비스 및 분석툴 

활용 교육, 학술정보 분석 및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함.

▶ 대학 내 행정부서에 연구분석을 통한 연구 및 학문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대학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대학도서관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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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본인 스스로가 잘 정보를 찾는 법을 안다고 생각함.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자기가 다 찾

을 수 있고 물어볼 필요를 못 느낌.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왔음. 사서

가 왜 필요한지 못 보여줘서.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해도 전혀 모름. 물어봤으면 더 좋은 서비스와 

자료를 받을 수 있음.” (피면담자 C)

“대학도서관은 점점 대학 내 역할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내 기관 간 업무영역의 침범 또는 선

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도서관의 핵심 키워드는 연구실적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적관리로 대표되는 연구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가

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피면담자 D)

“연구에 대한 큐레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 및 연구에 대한 동급 이상의 전문성을 확

보할 수 있을 때 신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참고 및 기초자료 이상의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다.” (피면담자 B)

◎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학술자료, 시설, 서비스 구축 및 

제공, 이용 등 전반에 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사서직의 미래

▶ 매일경제가 옥스퍼드 마틴스쿨과 협력하여 향후 20년 이내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재의 직업이 기술발전으로 대체될 가능성에 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림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서직은 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내에 대체될 확률이 65%로 추정

되며 이는 전체 582개의 직업군 중 309위에 해당함.3)

<그림 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사서직의 기술대체 가능성 예측

출처: 매일경제 직업의 미래.

3) 매일경제 직업의 미래. https://channel.mk.co.kr/event/2016/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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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COVID-19와 같은 전세계적 전염병 출몰 시대에, 미래 

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합하는 대학도서관 사서직에 대한 인재상 및 역량에 대한 고민과 

개발이 필요함.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할 때 도서관에 기회라고 생각했음 …[중략]…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데 온

라인 자료 구독이 보이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했음. 교육 담당 사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치고 

못 나감. …[중략]… 예산 주는 쪽에서도 이런 것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임. 그것이 안타까웠음. 

…[중략]… 비대면 다음학기도, 2학기때 도서관에서 본격적으로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

[중략]…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 만족도 조사하면 또 온라인 교육 만족도 높음.” (피면

담자 C)

“서비스 태도, 외부 도서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 바꾸는 거고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임. 

새로운 서비스경험은 그것은 결국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그런 측면에서 태도나 절차도 

교육이 되어야하지 않나. …[중략]… 신입교육 …[중략]…우리 분야는 그런거 잘 안되어 있고 직

무교육에서도 그런 게 잘 안되어있음” (피면담자 B)

“도서관과 외부부서의 네트워킹 기술이 중요한데 부족하고 평가와 관련이 됨 …[중략]… 각 직급

별로 네트워킹 중요함.” (피면담자 C)

“미국의 대학도서관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2010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3차례에 걸쳐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정

보활용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용자의 요구 파악 능력, 타 

조직 및 조직내 문제에 대한 논리적 설득 능력, 외국어 구사 능력, 정보활용능력,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도 요구된다” (피면담자 B)

“공간 재구성과 사서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인력 감소, 서비스 매체 변화 등에 따라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 영역은 축소하고 테크놀로지 접목 영역, 개인화 서비스 영역은 확장하는 등의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며, 감소 인력의 서비스 손실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을 멀티플레이어로 양성하여야 

함. …[중략]…  IT기기 활용력, 코칭 역량 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략]… 이용자의 요구를 

더 정확히 이끌어 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정보로 확장, 제안하여 연구의 저변

을 넓히고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피면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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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요구분석

2.1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분석

  

○ 이용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요구를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자신의 정보검색 능

력 향상보다는 검색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통해 정보검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

하고 있음.

○ 이용자들은 도서  서비스와 사서의 문성에 한 기 가 매우 낮은 반면에 자신의 정

보 문제를 가장 우선 으로 ‘지인’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 으며, 그를 통한 정보가 좋은 

정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용자의 정보제공  해결에 있어서 요하게 부상한 조력자 그리고 조정자(co-ordinator)

로서 지인의 역할을 토 로 할 때, 사서의 역량 한 그에 맞추어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음.

○ 자신의 정보요구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원하는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학도서 에서는 정보요구에 해 단순히 안내하는 것보다는 이

용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요구를 악하고 악된 정보를 선별·평가· 용할 수 있도록 종

합 이고 체계 인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연구는 사회변화 및 이에 기반한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서비스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둠. 따라서 대학도

서관의 주 이용대상인 대학 구성원은 효과적인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구분석 대상

이며,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민윤경 등 2020).

2.1.1 대학도서관에 대한 낮은 인지

◎ 도서관 서비스가 피면담자의 정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도

서관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꼭 현대 음악 뿐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작품이나 다른 것들도 음대 도서관, 저희 학교 음대 도서

관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다른 학교 음대 도서관까지 찾아봐서 지인한테 부탁해서 악보를 

구하게 된다던지 그런 수 있고, 대여할 수 없는 자료인데 어딘가 판매를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악보

를 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피면담자 07)

“해외논문사이트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가입을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거기 안에

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돈을 내고 봐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면담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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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면담자 10의 경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도서관에 대한 낮은 기

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도서관 서비스 경험이 없는 피면담자들은 도서관이 제공

할 수 있는 혜택을 인지하지 못함.

“사실 초반에 논문이나 이런 거 찾을 때 없는 질문이라고 뜬 적이 많아서 안 찾았거든요.”(피면담자 10)

“(면담자) 논문을 쓰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 이런 부분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

요? (피면담자) 딱히 없는 거 같아요.” (피면담자 10)

2.1.2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 또한 낮아서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도서관 인력이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전문성을 지녔을 것으로 인지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함. 이와 같은 현상은 도서관 자료와 사서의 전문성 인식 간의 연계가 되지 않

아 피면담자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보통은…그냥 제가 혼자 해결하는것 같아요…비슷한 수준일것 같아가지고 잘 안물어봐요.” (피면

담자 02)

◎ 즉, 자료 및 서비스 등 대학도서관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용자의 정보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기인하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도서관

의 정보제공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정제 또는 고려되지 않은 일반적인 검색 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용자들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경험, 기대의 순환과정 속에서 부정적 또는 무경험에 의한 

낮은 기대 및 인식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대

한 긍정적 경험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1.3 정보원으로서의 지인

◎ 과업 중심의 개인화된 정보요구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동적이며, 

이러한 동적인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피면담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정보원은 ‘지인’

으로 나타남. 피면담자들은 개인의 정보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인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그를 통한 정보가 좋은 정보라고 인식하였음. 

“제가 봤을 때는 정보의 공유가 제가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개



대학도서관 사서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50

인적인 노력이었거든요. 선배한테 묻거나 스터디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교수님한테 가서 정보를 

얻거나… 좋은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는 보통 추천이 많은 거 같아요.” (피면담자 10)

◎ 지인은 전문성, 신뢰성, 고객화가 중요한 정보문제에 있어 핵심 정보원으로 선호되는 경향

을 지니지만(이지영, 김기영, 박영숙 2016), 그 특성이 단순한 정서적 또는 물리적인 친밀

함으로 정의되지는 않음. 피면담자 02의 발언을 통해 정보원으로서의 지인은 편한 친구가 

아닌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본인의 정보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보다는 진행 방향성을 알려주는 

수준에도 만족할 수 있음.

“아무래도 기계과보다는 컴퓨터과면 언어를 좀 더 알테고…

전기과 같은 경우에는 회로는 좀 더 잘 아는 편이니까…지인을 통해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피

면담자 02)

◎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간학문적으로 형성되는 정보요구의 특성은 지인의 역할을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게 하여, 방향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같이 해결해가는 조력자로

서의 모습을 보여줌. 이렇듯 정보제공 및 해결에 있어서 부상하는 ‘지인’의 조력자 그리고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은 앞에서 나타난 이용자의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따라서 현재 지인의 역할로 나타난 정보문제 해결 및 방향설정의 조력

자를 사서가 지향해나가야 할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어떤 선생님들의 논문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건 아니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  저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피면담자 10)

2.1.4 정보요구 및 행태 특성

  가. 표현 및 검색의 문제

◎ Kuhlthau(2004)의 정보탐색과정 모형과 Belkin(1980)의 ASK 모형

▶ Kuhlthau의 모형 중 탐색단계에서는 심한 혼동, 불확실성, 의구심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

며, 한 피면담자의 발언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요구를 구체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함.

▶ 더불어 Belkin의 ASK모형에서 이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요구의 불완전함을 해

결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피면담자 01의 표현에서 이용자의 실질적인 요구

가 표면적으로 요구된 법률정보가 아닌 창업과 같이 표현되지 못한 다른 내용의 정보요

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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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학교 산학협력단에 …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라고 물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피면담자 01)

◎ Taylor(1968)의 정보요구 변화 적용

▶ Taylor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질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내적 요구, 자각된 

요구, 형식화된 요구, 절충된 요구’의 네 단계로 구분함. 이를 고려할 때, 형식화된 또는 

절충된 요구 단계에서 즉답형 질문으로 표현된 피면담자의 정보요구가 내적 요구를 충

실히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용자(질문자의) 단답형 질문을 조사형이나 연구

형 질문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또한, ‘선행 연구 또는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실질적인 요구는 암

묵지(Tacit Knowledge)일 가능성이 존재함.

“제가 원하는 그 선행 연구 또는 보고서 제목을 정확히 알면 좋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다른 방

법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피면담자 08)

▶ 다른 피면담자의 경우에도, 자각된 요구와 형식화된 정보요구 단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문제가 드러남을 통해,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

가 어떤 것인지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아직도 저는 뭐를 알고 싶은지, 주제를 아직 못잡았어요.”  (피면담자 03)

“진로의 고민이…전공이 나랑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피면담자 11)

“논문 처음에 주제를 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주제를 못 정하잖아요.” 

(피면담자 10)

◎ Taylor의 절충된 요구 단계에서 이용자는 적절한 탐색어의 선정과 재입력에 난항을 겪는

데, 이렇게 피면담자의 정보요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정보 검색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피면담자 10은 정보요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

한 정보 획득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음. 

“주제어 하나만 딱 넣으면 쫙 뜨는 거와 달리 약간 되게 정확해야지 뜨는 경우가 많아서” (피면담자 10)

◎ 또한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 검색 방식 외 다른 검색 방법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자신의 정보 검색 능력 향상보다는 검색시스템 성능의 개선을 통해 자신의 정보 검색 문제

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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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의 능력을 높이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피면담자 08)

  나. 과업 중심의 개인화된 정보요구

◎ 대학 내 정보 행태의 변화는, 구성원의 신분이나 연구주제 분야의 차이보다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과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 과업의 복잡성에 따라, 준비 단

계, 탐색 단계, 집중 단계의 3가지 양상으로 분류함.

▶ 준비 단계(Preparing Stage)

○ 정보탐색을 수행하기 전의 사전 단계로, 개인이 가진 지식을 내면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함.

“다들 타 전공에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스터디가 기본적으로 한두 개 씩은 있는 것 같아요.”  (피

면담자 09)

▶ 탐색 단계(Exploring Stage)

○ 정보탐색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로, 개인화된 정보요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남.

“스터디 같은 경우는 각자 전문분야의 스터디 그룹이 많기 때문에 그들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논

문에 대한 정보가 많을 거고 꼭 읽어야 되는 필수 논문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고” (피면

담자 10)

▶ 집중 단계(Focused Stage)

○ 기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정보탐색보다는 지인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본인의 요구에 적합한 고객화된 정보를 획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것이다 보니까 실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고 논문을 읽어봐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 거죠…[중략]…결국에는 학회에 가서 그 분야에서 실험하시는 분들이나 

박사님들한테 좀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봤어요,” (피면담자 04)

  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적 정보행태

◎ 대학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협업 방식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개인의 정보문제 해결방식에 영향을 주어 협업적 정보형태를 구성함. 피면담자들은 

‘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인지하거나 협업을 강제하는 제도적 변화를 체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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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인 것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지금은 약간 오히려 개발이나 코딩 이런 거

를 무조건 듣게끔 신설이 됐더라구요.” (피면담자 09)

“과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과가 모여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피면담자 08)

◎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한 협업 형태와 함께, 개개인의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협업을 수

행하는 모습도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문분야 중심, 개인이 포함된 인적 네트워크 등을 기반

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임.

“자기들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스터디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전문가들이 스터디를 만드는 경우

가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그 스터디를 통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피면담자 10)

“그런 정보를 아는 것도 하나의 자산이에요… 큰 과제를 같이 딴다라고 하면학연, 지연 이런 거 있

잖아요.  자기 제자랑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선후배랑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피면담자 10)

2.1.5 정보활용교육 수요

◎ 정보활용교육 측면에서, 이용자들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평가하기 위해 단순

히 안내받는 것보다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을 요구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주제어를 넣는다던가” (피면담자 10)

◎ 정보 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통로를 찾지 

못하는 문제도 파악되었으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검색시도를 중지

하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경향을 보임. 

“00같이 하나에 묶인 게 없이 산발되어 있어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피면담자 09)

◎ 또한, 정보 채널의 불일치로 인해 구성원들이 대학에서 공급하는 정보 채널에 대한 근본적

인 신뢰성을 의심함에 따라, 학교와 구성원 사이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이 낮은 신뢰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근데 그런 거 할 때에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되나도 모르죠.” 

(피면담자 01)

“건의함 홈페이지, 근데 그 홈페이지에 실효성이 있나? 싶은 게” 

(피면담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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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사서의 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 표현 및 검색의 문제, 협업적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활용교육의 수요는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와 같은 구성원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주요한 정보행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개인적

인 정보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술적·실용적 관점의 정보교육 수요가 있었음. 

◎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인’ 등의 사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업적 행태를 나타나게 함. 특히 정보원으로서 지인의 역할은 향후 

정보문제에 대한 사서의 조력자, 방향 조정자로서의 이상적인 입지를 고려하게 함.

◎ 도서관 자료 및 사서, 서비스 등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낮은 인지는 과거 도서관 서비스 

경험이 없거나 그 경험이 긍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대학도서관이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정보문제 및 요구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대학 내에서의 도서관의 입지와 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2.2 대학도서관 사서의 요구분석

 

○ 학의 연구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도서  이용자의 정보요구 한 달라졌으며, 

이러한 학도서 의 환경변화에서 사서들에게는 미래의 변화에 한 응 능력과 문제 

해결을 한 략  근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한, 이러한 학도서 의 환경변화에

서 사서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량은 미래의 변화에 한 응 능력과 문제 해결을 한 

략  근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학 구성원의 정보요구에 응하기 한 사서의 직무역량으로 정보활용능력, 커뮤니

이션  이해 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구축 능력과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 피면담자들은 국립 앙도서 의 교육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여기며, 학도

서 의 특징에 합한 교육과정과 문화된 교육을 요구하고 있음.

○ 략 인 사고  정보활용 교육, 연구지원을 한 교육 로그램과 학도서 의 안 

과제인 ‘공간’, ‘장서’, ‘서비스’에 한 재  미래의 방향성을 종합 으로 논의하고 고

민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설을 희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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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의 변화

가. 대학 연구의 변화

  ㄱ. 커뮤니티의 활성화

◎ 피면담자는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동일집단 간 커뮤

니티가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 이유는 ICT의 발달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이 이루어져 연구의 중심축도 글로별 형태의 커뮤니티가 중심이 될 것으로 판

단되고 있기 때문임.

  ㄴ. 연구주제의 융·복합 가속화와 혼란

◎ 국가 주도의 융·복합 연구를 장려함에 따라 연구진 구성이나 연구과제 선정 시 협업, 융합

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으나 피면담자는 국가 주도의 연구 및 교육정책

에 대응하기 위해 학과 통폐합, 교양대학 확대, 전공 신설과 대학의 성격을 연구 또는 교육

중심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함.

“사립대의 초점은 평가에 맞추어져 있어요, 대학은 교육의 질은 구호일 뿐이고 평가에서 패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이 중요한 교육을 보고 나가는 것보다 평가에 따

라 교육과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융합 교육에 따라서 학과 

통폐합 하고 전공을 여러 개 신설하는 등 어설프게 도입하는 게 있어요 교양 대학을 확장 시켜서 

간다던가 그런 쪽으로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피면담자 A) 

“국립대는 연구가 높겠지만 사립대는 교육중심대으로 간다 했다가 연구로 간다 했다가 갈팡질팡하

고... 그리고 구분이 모호한 것이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는 게 많으니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반대도 그렇고요....그런데 연구를 하려면 지방 사립대에는 대학원생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연구를 잘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 점점 교수들도 보직이나 엉뚱한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교육과 연구동향도 교수 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피면담자 A)

◎ 국가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수의 연구성과에 치중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됨. 

“국립대 교수들은 연구실적을 중시하는 대학과 사회의 요구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으로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스승으로서의 역할 보다 개인적인 연구실적에 더 큰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의 

필요성과 인간을 키우는 교육의 간격이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면담자 D)

◎ 연구자들의 상호대차와 원문복사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등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분야, 

유사 분야 외에 다른 학문 영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경향이 주류를 형성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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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은 논문의 주제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과정에 타 학문분야의 이론, 

연구방법 등을 접목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되고 세련된 새로운 무엇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나. 대학교육의 변화

  ㄱ. 비대면 온라인교육 확산

◎ 산업혁명시대 학교 모델을 기반으로 지식 암기와 표준화 중심의 수동적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수업방식이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으로 인해 Zoom, 구루미, Webex 등의 플랫

폼을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수업방식은 물론 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대학교육에 대

한 실험의 가능성과 혁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시대의 도래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방법에 대한 논

의와 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코로나 언텍트 시대가 왔어요 대학도 교육에 있어서 혁신 분위기 실험 분위기라고 할까? 온라인 

분위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줌 구르미 웹엑스 비대면 도구가 익숙해지고 있는 이

런 추세라면 대학교육도 일정 부분 이런 루트 탈것 같아요 그리고 무크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대중

화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수료자가 수강자의 10%고 객관적 평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도 무크의 

수익 창출 부분 고민이 해결되면 이런 것 해결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피면담자 B)

◎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친화적 교양교육, 외국어와 컴퓨터 활용능력 강화와 전공, 다전

공, 융·복합전공 운영 등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능력

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대적인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에 모두 부응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음.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서의 대학의 

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 졸업후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업에서 다시 교육하

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피면담자 D)

◎ 최근의 비대면형식의 교육환경에서는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온라인형식의 교육이 확장될 

수 있어 교수의 역량에 따라 강의 질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고 따라서 연구 중심 교수와 

강의 중심 교수의 구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대면, 비대면, 혼합 등의 교육방

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생들은 강좌 내용보다 강의 방식의 선호도에 따라 수강을 결정할 

수 있음.

◎ 피면담자는 온라인 교육·학습 환경에서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온라인

교육이 더 가속화되면서 교수들의 수업 부담이 현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Ⅲ. 대학도서관의 환경 및 인식 분석

  

 57

“지방대학은 살아남기 힘들고 색[특성]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

요,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하면 기존의 대면교육보다 온라인 교육 만족도 높아요 이런 일이 점

차 가중되다 보면 지방대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어려워지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현재와 같은 

대면교육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방송대 교수님이 지방대보다 교수진이 나을 수도 있고 또 

교수들도 온라인 교육하면서 대면 보다 더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면

담자 A)

  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육방식 변화

◎ 칸 아카데미, 미네르바 스쿨, 애누마 등 학교라는 공간이 없어도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교육 콘텐츠에 접근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제는 교육 소외의 

문제가 더 이상 교육 문제가 아닌 정보격차의 문제가 되고 있음.

◎ 온라인교육의 확대가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즉, 학습자에게 온

라인 강의나 학습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여 학생들은 사전 학습 후, 대면수업에서는 토론이

나 상호 교육을 진행하는 브랜디드(Blended Learning) 방식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영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강좌 다양성
267

(8.8%)

696

(23.0%)

947

(31.3%)

736

(24.4%)

263

(8.7%)
3.01 1.105

학생 수 만족도
203

(6.7%)

665

(22.0%)

1,153

(38.2%)

709

(23.5%)

178

(5.9%)
3.00 0.998

개설 수 만족도
325

(8.8%)

883

(29.2%)

951

(31.5%)

580

(19.2%)

167

(5.5%)
2.79 1.066

실용성
217

(7.2%)

723

(23.9%)

1,176

(38.9%)

612

(20.3%)

177

(5.9%)
2.93 0.999

난이도
193

(6.4%)

581

(19.2%)

959

(31.7%)

879

(29.1%)

292

(9.7%)
3.17 1.069

다양한 경험
424

(14.0%)

922

(30.5%)

926

(30.7%)

487

(16.1%)

144

(4.8%)
2.66 1.073

요구반영
315

(10.4%)

934

(30.9%)

1,121

(37.1%)

430

(14.2%)

105

(3.5%)
2.68 0.973

진로 연계성
330

(10.9%)

971

(32.1%)

1,009

(33.4%)

474

(15.7%)

122

(4.0%)
2.69 1.01

전공 관료성
353

(11.7%)

965

(31.9%)

990

(32.8%)

490

(16.2%)

110

(3.6%)
2.67 1.014

취업 도움
304

(10.1%)

992

(32.8%)

1,055

(34.9%)

454

(15.0%)

101

(3.3%)
2.68 0.975

단계/수준별 교과목 구성
233

(7.7%)

845

(28.0%)

1,218

(40.3%)

515

(17.0%)

97

(3.2%)
2.79 0.938

학문-실용의 균형
140

(4.6%)

624

(20.7%)

1,369

(45.3%)

648

(21.4%)

127

(4.2%)
3.00 0.897

<표 11>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강좌 구성에 대한 학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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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학생

들의 교양과정 교육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다양한 경험’

이나 ‘진로 및 전공과의 연계성’ 그리고 ‘취업에의 도움 등’ 등의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정광희 2014).

◎ 그러나 매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감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

는 등의 대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학생들의 요구와 성향을 감안하여 그 내

용과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함. 

◎ 즉,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학제로의 이동 가능성과 취업, 창업 등 학생이 선택 가능한 영역 확대, 학생 개개인의 상황

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 자율성과 선호를 가진 학생 개인에 초점을 맞춘 교육내용의 변

화가 예상되고 있음.

◎ 온라인 수업의 확대로 교수의 역할은 점차 지식의 전달에서 지식의 공유 및 재창출로 변화

하고 티칭(Teaching)보다는 코칭(Coaching)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됨. 이 과정에

서 학생의 역할도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하고 개별 학생의 학습현황에 따

른 개인 맞춤형 학습의 도입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2.2 대학도서관 이용자 정보요구의 변화

◎ 정보제공 주체로서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확신이 약화

▶ 대학도서관이 자신들의 정보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하

고 있음. 

▶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한 회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학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정보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확신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며, 정보제공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전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교수들은 Web DB를 제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하지 않으며 사서에게 정보

요구를 드러내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대학 내에 객관화

시켜 나가기가 더욱 더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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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 서비스의 요구와 온라인 방법의 선호

▶ 피면담자들은 정보 및 교육제공 방법 모두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정보의 요구 및 검색, 제공의 경우 대면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제공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교육의 경우에도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선호하며, 많은 학생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닌 동일한 요구를 가진 개인 

또는 몇 명의 학생들과 같은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더 선호하는 등으로 이용자

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있음. 

“의학도서관의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부 공간이 다양하여 개인방, 기숙사, 강의실, 도서

관 등 개인적인 성향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도서관 이용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도 도서관

을 늦게까지 개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단과 그룹이 아닌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고 지원

하려는 도서관의 유연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면담자 D).

◎ 융합적인 정보요구와 서비스제공 요구

▶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이용자의 신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학문 

분야 간 복합적인 정보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강조하고 있음.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코칭은 여전히 전공 분야에 국한되지만 교수 연구자의 연구 패턴은 다학제

적이라 전공 분야 핵심 전자자료외 유사 학문, 또는 완전히 다른 키워드의 전자자료에 대한 연구동

향 분석을 요청해 오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피면담자 C).

“의학분야의 경우 워낙 급변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 변화를 감지,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업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공된 학술정보 외에 유전체 정보 등의 실험, 

임상 사례 등의 빅데이터 자체를 찾고 접근하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언어, 단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접근, 정리, 제공하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

스 내지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피면담자 D).

2.2.3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현황

◎ 대학도서관 역할 및 서비스 정체성에 대한 혼란

▶ 피면담자는 대학도서관 존재의 당위성과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서비스를 확

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과거에는 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법 즉 수서, 

정리, 대출, 참고서비스 그리고 열람실의 제공만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위상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정보 및 교육환경의 변화, 이용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대

학도서관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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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대학도서관 방문자 수와 대출 책수의 변화(한국도서관 연감 2020-2008)

▶ 대학도서관이 역할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로 대학도서관에서는 신축 및 리

모델링, 환경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휴게실, 스터디룸, Maker Space 등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그림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서의 활용 등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이용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공간 

개선이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이용 증가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대학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기에 앞서 ‘대학도서관은 어떤 의미를 주는 공간

이어야 할까?’, ‘시대의 변화와 유행에 따라 대학도서관 공간을 변화시켜야 할까?’, ‘현재

와 같은 공간 개선이 역할의 최선을 지향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 그리고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개념 정리와 변화를 촉구

하고 있음.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의 제공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객의 

선호도에 맞춰 꾸준히 변화해온 교문 밖 카페, 서점 등 상업시설들이 제공하는 최신 개념의 공간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대학도서관의 

‘공간’, ‘서비스’, ‘장서’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리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피면

담자 B).

▶ 현대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은 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수

단이 아니라 목적화되었으며, 프로그램에서 사서의 역할이 장소 제공, 강사 섭외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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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음. 특히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기관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대학도서관 서비스로서의 차별성 확보와 전략적인 서비스로

서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키워드와 대학도서관에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연구성

과 분석’ 및 ‘연구 업적 관리’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학도서관의 분명한 역할과 접근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일명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로 명명되는 연구성과 분석 및 연구 업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도서관이 교무업무의 보조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교무처로 이동할 경우 그 업무가 여전히 도서관의 주된 업무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현재 관련 DB를 활용하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만 이러한 이용 방법 부분이 해결된다면 교무처 등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서의 주제전

문성이 확보되었을 때 신뢰를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참고 및 기초자료 제공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대학도서관의 외연 확장과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

이지만 대학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실종을 앞당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습과 연구 정보의 제공’을 통한 지혜의 산실이라는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대학도서관만이 할 수 있고 대학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역할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피면담자 B).

▶ 대학도서관의 예산과 직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용자의 정보요구변화,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 유형이 발생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 직원의 역량 부족 등을 대학도서관 역할과 정체성 혼란을 겪게 

하는 중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대학도서관 직원들의 감소와 노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 개인 맞춤서비

스, 전문화된 이용교육,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

히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 공간과 인력이 묶여 있고 역량 부족으로 테크놀로지 업무에 배

치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피면담자 C).

◎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 대한 대처 부족

▶ 이용자들의 도서관 장서 활용 및 참고서비스 요청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대학도서관

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을 높일 수 있지만 대학도서관의 대응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비대면 온라인 시대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변화는 온라인 자료의 당위성 확보

와 이용자교육 등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학도서관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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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환경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할 때 도서관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도서구입 예산은 계속 줄어

드는데 학교 측에서 그동안 도서관 전자자원 그냥 어떤 영향일지 몰랐는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

보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산 주는 쪽에도 이런 것을 설득할 수 있었었는데 그런 것이 안타까

웠어요

그리고 온라인 이용자교육에 대해서 교육 담당 사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치고 못 나가요 즉, 시기

를 못맞추고 또 함께 나가줘야 하는데 그 시기에 주도를 못하고 있어요”　(피면담자 B).

“이번 학기에 온라인 행사 진행했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독서 퀴즈대회 온라인 교육으로 지쳐서 도

서관 닫고 가만히 있어서 도서관이 잊혀졌을 것 같아서 온라인 퀴즈대회를 개최했어요 학생들에게 

20분 동안 책을 읽게 하고 본인이 책 읽는거 증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퀴즈문제를 출제할 

때 웃음이 나오는 퀴즈를 내기로 했고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퀴즈대회는 100명을 대상으로 선발했

었는데 200명 이상이 참석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

여하는 인원도 많았고 또 끝까지 갔고 참석자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학생

들의 패턴이 달라진 것을 체감했습니다”　(피면담자 A).

◎ 개별화된 서비스 요구

▶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자신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을 통해 여러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대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연구동향, 전공, 신분, 학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나 학생의 요청으로 교육을 제공할 경우 피교육자의 학년, 전공, 교과목 내용, 

기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남재연 2013).

“학생 대상 서비스의 다변화 및 고급화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간접 경험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들이 도서관을 통해 수준 높은 직접경험을 

하도록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도서관은 스타벅스 보다 더 찾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피면담자 D).

“정보 및 교육 제공 방법 모두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의 요구 

및 검색, 제공의 경우 대면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제공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의 경우

에도 집체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선호하며, 많은 학생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닌, 동

일한 요구를 가진 개인 또는 몇 명의 학생들과 같은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면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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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관리상의 개선점

가. 미래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 대학도서관은 어느 조직보다 ‘정보검색’에 능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대학의 변화와 요구’,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효용성과 사서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피면담자들은 이용자와의 면담 시 그들의 정보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심층적

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는 자세와 역량이 필요하며 대

학도서관의 변화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고 조직 내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전략적으

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용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잘 정보를 찾는 법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

닌데 자기가 다 찾을 수 있고 물어볼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용자로부터 질문을 

받아 검색을 하다 보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이 이용자는 이미 

다른 사서에게 검색 요청을 했었고 자료를 입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어요 사서가 이용자에

게 구체적인 정보요구에 대해 한 단계만 더 깊게 질문을 했어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보고 거기에 나오면 알려주고.....즉, 키워드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 것을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까지 오게 된거죠”　(피면담자 A).

“대학도서관은 우선 자기 도서관 현실이 어떤가를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역할, 

장서의 변화, 기술의 변화, 전자자료의 구매 한계 등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이 정도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는 비전을 조직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완하고 버려야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

다. 언제 어떠한 부분까지 진행하겠다는 3~5년 정도의 타임스케쥴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략도 강한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없으면 대학도서관

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도서관은 우리 사회와 대학의 변화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빨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피면담자 D).

나.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 대학도서관에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사람이나 부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부처에서 이

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를 단위 대학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일 수 있음.

◎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의 사례로 ALA에서는 2014년 미래도서관센터(Center for the 

Future of Libraries)를 만들어 최신동향과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사서간 네크워크를 구성해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음(<그림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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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LA 미래도서관센터 화면

출처: http://www.ala.org/tools/future [cited 2020. 09. 27].

◎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2019년 3월부터 학술정보 글로벌 동향

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공유하고 있지만 이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학도서관계에 동기를 

부여하고 대안이나 대응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음(<그림 20> 참조).

<그림 20> 한국교육학술정보의 학술정보 글로벌 동향 

출처: librarian.riss.kr/boardArticle/globalTrends.do [검색일: 2020.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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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의 유연성 확보

◎ 현재의 대학도서관 조직구조는 과/부 체제에서 팀제로 전환될 당시, 팀제가 갖는 장·단점과 

내용과 역할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명칭만 팀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

한 이유로 급격히 변화하는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조

라고 하기 어려움.

◎ 이러한 조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직원 모두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조직

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유연성 있는 조직구조로의 변화

가 우선되어야 미래에 대한 대응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체

적으로는 팀제를 포함한 조직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효과적인 상황 대처를 위한 

TFT(Task Force Team)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기함.

2.2.5 대학도서관의 변화된 정보요구 대응을 위한 사서의 직무역량

◎ 노영희(2016)는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사서가 강화해야 할 역량에 관해 조사한 결

과, 연구 및 학업을 위한 일대일 주제전문서비스 전문가적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행태 분석 및 서비스 전문가, 전자책 및 정보자원 관리전문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관리전문가는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낮게 응답함.

◎ 정보활용교육 능력

▶ 미국의 대학도서관 도서관 관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

게 다루어질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 2010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3차례에 걸쳐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정보활용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남(<그림 21> 참조).

▶ 정보지원, 수업지원, 자료보관 그리고 정보 수집을 위한 첫 번째 장소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비판적인 분석능력과 읽고 쓰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정보활용교육이 향후 대학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중요하게 다루어

져어야 한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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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래 대학도서관의 중요 업무 순위

출처: https://sr.ithaka.org/wp-content/uploads/2017/03/SR_Report_Library_Survey_2016_04032017.pdf [cited 2020. 09. 27]

▶ 따라서, 현재와 같이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가 손쉽게 검색되는 상황에서 향후 대학도서관

의 역할은 디지털 정글로부터 이용자가 생존할 수 있고, 대학의 학습과 연구는 물론, 평생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구축 능력 요구

▶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도서관 문제를 조직 내외에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이용자의 요구를 보다 더 명확히 이끌어 내어 이

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관련 있는 다른 정보로 확장을 제안하

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 도서관의 서비스와 그 성과가 대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대학 내에서 인정받

기 어렵다는 주장임. 따라서 도서관장 또는 관리자에게는 외부 부서와의 네트워킹을 통

해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역량

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저는 각 직급별로 네트워킹 중요한 것이 도서관장에 다른 보직교수들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어떤 사

업을 하게 되면 그게 제일 추진력이 좋은데 도서관장은 뭘 해야 할 지 모르고....도서관의 입장보다

는 오히려 경비 줄이는 일등을 하고....교무지원회의에서 도서관에서 추진한 행사실적이나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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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자도 네트워킹 잘 안하고 실무자들도 움직이는 것이 부족해요”　

(피면담자 A).

“대학도서관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타겟은 교수라고 생각하고 있음. 물론 학부생의 이용자들

이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도서관의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아픈 것은 사서한테 자신과 연계되는 교수(전담사서) 최소한 

몇 명 있어야 하는데 도서관과 학과를 연결할 수 있는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피면담자 B).

▶ 대학도서관 사서가 이렇게 네트워킹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도서관 외부부서나 개인과

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과 네트워킹을 통한 업무협의 과정에서 책임소재 또

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문제를 들고 있음.

“접촉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고 괜히 일을 벌리기 싫은 그런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면담자 A).

◎ 전략적인 접근과 정치적인 역량

▶ 사서들에게는 도서관 서비스의 성과를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관리자들은 대학본부와 협상과 협력하는 과정에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요구되며 실무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이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실질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전략을 짜는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환경과 요구 파악하고 정리하고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만들고 요구들을 뽑아내고....사서들은 어떤 문제를 대부분 전략적

으로 실행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도서관에서 실제로 주제전문사서를 조직적으로 

구성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가?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

근하지 못하고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좀 이상적이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는데 대학도서관에서는 어떤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피면담자 B)

◎ 정보기술 활용 및 데이터처리 능력

▶ 피면담자들은 정보환경에 변화에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

“IT 기기를 다루지 못하면 많은 업무에서 제약을 받는다”　(피면담자 C).

“IT 등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흐름은 반드시 쫓아가야 합니다. 도서관 전산팀은 한 명 아닌 여러 

명의 담당자를 훈련, 업무를 배정하는 형식으로 전산전문가를 양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들

은 기술변화 흐름을 민감하게 쫓아가고 그 기술을 동료 사서들에게 전수 해야 할 책무를 동시에 가집

니다”　(피면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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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의미 있는 데이

터 분석과 가공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 또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피면담자 D).

2.2.6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에 대한 인식

가.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의 중요도

◎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음. 그러나 현재보다 더 많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 기회와 요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서교육문화과 조직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조직의 변화도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도서관진흥법, 동 시행령에 근거한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중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시간 27

시간 이상’은 업무 관련 출장, 조직 내 직무교육 개발 등으로만 달성하기 어려운 시간이므로 국립

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 훈련과정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점차 다

양화 짐에 따라 실제 사서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피면담자 C).

“현재 도서관 현장사서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도서관 유형별 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은 

다른 조직의 교육에 비해 역사는 물론 내용의 질, 사서들의 참여도와 호응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선

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서의 전문성과 향후 위상 제고를 위해 ‘사서교육문화과’가 아닌 

‘사서교육원’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운영방안의 확대 등 운영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면담자 B).

나.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이 대학도서관 환경변화와의 대응적인 측

면의 적합성

◎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 국립중앙도서관은 교육수요조사, 교육만족도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 이러한 노력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

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의 직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중의 프로그램을 통해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국중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닝 과정의 ‘기타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의 

직무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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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교육 중 북 큐레이션과 북 트레일러, 도서관 이슈와 정책, 메이커 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

스, 연구지원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디자인싱킹과 도서관 문제해결 등도 도서관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용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피면담자 C).

“국중교육은 전반적으로 공공도서관 기반 교육으로 보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제와 서비스이므로 대학에 비해 대학이 직면한 연구, 교육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그리 

중요하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서프로그램, 특수 대상별 서비스 등은 대학도서관에

서 벤치마킹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피면담자 D)

“참고정보서비스에서 개론이나 이런 데서와 같이 사서가 업무에 임하는 태도, 사서의 철학과 윤리에 

관한 부분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탕하에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지식은 많이 배

우는데 자세에 대해서는 많이 안 갖추어진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피면담자 B)

2.2.7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 분석

◎ 관종별 특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

▶ 현재와 같이 모든 관종의 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하는 집체 교육의 형태를 유지하며 교육

방법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과정을 역량 구분이 아닌 도서

관의 유형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표 12>에서와 같이, 기본교육, 전문교육(관리역량, 직무전문, 직무공통), 기타 교육으

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직무공통과정,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대학 및 

전문도서관 등 도서관 유형별로 구분하면 수강자들의 상황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고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제안함.

구분 교육과정

공통과정 도서관과 저작권, 도서관 법령실무, 통계 활용, 인문학 강독 등.

대학 및 전문도서관 교육과정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사서만을 위한 강좌로 구성

공공 및 학교도서관 교육과정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서만을 위한 강좌로 구성

<표 12> 교육과정 구분 방법 예시 

▶ 대학도서관의 최근 이슈와 동향을 집중 조명하고 논의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다양한 주제를 고려하다 보니 강의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

니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일에서 벗어나는 해방감과 휴식 정도로 국중 교육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최근 동향과 이슈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

하고, 강의수를 대폭 줄여, 주제에 적합한 역량 있는 강사진 섭외하면 좋겠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도

서관 관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대상자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피면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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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보서비스 과목을 공무원 대상, 사립대, 국립대 이렇게 구성한다 던가...”　(피면담자 A).

“업무별, 관종별 사서에 특화된 짧은 강의라도 개설되면 좋음”　(피면담자 C)

“수강자들의 성격을 단일화해서 교육이 집중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즉, 대학도서관 사서들만을 

위한, 그리고 공공도서관 서서들만을 위한 강좌는 집중력은 물론, 논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상호 

경험과 필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면담자 D)

◎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

▶ 매년 도서관 현장의 교육수요 조사는 사서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효

과가 있으나 이에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해 향후 도서

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여 선제적으로 제

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교육의 목표, 역량강화, 교육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제안하고 있음.

      

○ 사회 및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을 위한 교육내용

  ⦁행정업무력 강화: 구매, 회계, 기획안 작성 등

  ⦁연구지원서비스 개발: 교수, 대학원생 대상 서비스 개발

  ⦁학습지원서비스 개발: 학부생 중심 서비스 개발

○ 교육 과목의 우선 순위

  ⦁행정 업무력을 강화하는 공통 교육을 우선하고 전문 사서교육은 업무 담당자가 먼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 등

  ⦁IT기기 활용력, 코칭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해결능력

○ 교육 방법(온라인 강좌, 지역순회 강의 개설 등)

  ⦁지역순회, 관종별 강의 개설

  ⦁이러닝 강좌를 더 다양하게

  ⦁강좌내용 업그레이드

  ⦁슬라이드를 너무 쪼개서(30분 강의에 24-28개) 수업 집중을 방해함

  ⦁강의 패턴을 다양하게 하되, 소리크기, 페이지 넘김, 영상 클릭, 문제풀이 등은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좋음(프

로그램마다 소리 크기가 다르고, 페이지 넘김 등이 달라 불편)

  ⦁시청 중 페이지 오류를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이 쉽게 연결되어야 함

  ⦁매월 초 강의 신청 시 사이트 구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함

  ⦁강좌당 수강인원을 더 늘려주기 

  ⦁‘기타교육’과 같이 다른 기관 강좌도 다양하게 개설하거나 연결(서비스 강사교육, 교양강좌, 컴퓨터 강좌, 외국

어 강좌 등)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의 개편(재구성) 필요

▶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형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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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크게 지식 및 fact 전달이 중요한 유형과 직접 만남을 통한 노하우 전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었지만, 지식 및 전문 기술 전수 

관련 교육은 이러닝 방법이 강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은 교육의 

성격에 맞게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교육이 새롭게 개편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면담자 D).

◎ 교육내용의 전문화 추구 필요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한 분야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교육내용을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해 도서관 현장에 바로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뭐든지 깊이가 없어요, 테크니컬한 것도 전문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지식일 수도 있고 실무자들도 

자기 영역이 없다 보니까 전문화될 수 있는 과정이 개발이 되었으면....예를 들어 큐레이션 과정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 이야기하는지도 의문이고 연구 데이터 그런 것도 적극 추진하는 데는 없는데 

도서관에서 선점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

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피면담자 A)

2.2.8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의 미래 방향

◎ 대학도서관 및 사서의 가치 유지를 위한 미래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 노영희(2016)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관심 이슈는 ‘대학도서관진흥법’, 

‘대내외 각종 대학평가’ 등과 ‘대학도서관의 가치’,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기능 변

화’의 순으로 나타남(<표 13> 참조).

항목 N % 순위

대학도서관진흥법 98 94.23 1

MOOC 및 KOCW 35 33.65 공동 6

대내외 각종 대학평가(대학인증평가, 중앙일보 평가) 67 64.42 2

디지털교과서 및 전자책 11 10.58 12

디지털화된 교육(e-learning 포함) 10 9.62 13

무한상상실 1 0.96 16

빅데이터 25 24.04 9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7 6.73 15

각종 정보기술의 발전 16 15.37 11

도서관간 협력 21 20.19 10

데이터 큐레이션 및 디지털 보존 8 7.69 14

직원개발 및 사서의 역할변화 32 30.77 8

대학도서관 평가 및 평가지표 66 63.46 3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및 기능 변화 39 37.50 5

대학에서의 대학도서관의 가치 46 44.23 4

역량기반 대학교육의 변화와 대학도서관 역할변화 35 33.65 공동 6

<표 13> 2015년 한국 대학도서관의 가장 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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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서의 계속교육 주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장혜란 등(2008)의 연구에서도 미

래의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표 

14> 참조).

게속교육 주제 N 요구도 평균

도서관 

환경변화와 

적응

사서의 자질, 역할 변화 289 3.93

4.02새로운 도서관 역할 및 기능 변화 등 296 4.16

디지털도서관의 운영 290 4.00

자료조직

(분류/목록)

분류(KDC, DDC) 290 293

3.55
목록(USMARC, KOMARC, KCR4판, 통합 MARC 등) 294 3.58

메타데이터 294 3.83

색인 및 초록작성법 288 3.38

장서개발

장서개발 정책 및 과정 293 3.85

3.75
장서 평가(대학도서관 장서의 질 평가 방법 등) 289 3.87

장서 보존 기술 294 3.60

오픈액세스 287 3.76

정보자원 및 

지식콘텐츠 

관리

디지털정보자원(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관리 297 4.03

4.00

디지털 자원의 아카이빙 보존 292 4.02

콘텐츠 구축 및 관리 296 4.12

인터넷 정보자원 구축 및 관리 285 3.88

학내 생산자원 관리 및 구축(dCollection 시스템 등) 285 3.90

정보기술

도서관자동화 시스템 관련 교육 282 3.62

3.51

디지털 기기 관리 및 활용 275 3.51

도서관 소프트웨어 활용 283 3.60

RFID와 그 활용 284 3.61

무선기술 및 PDA(유비쿼터스 도서관 과련 기술) 284 3.63

웹 관련 기술(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기획 등) 286 3.57

애플리케이션 개발, DB관리, 서버 운영 등 279 3.50

프로그래밍 언어론(XML,SGML, 각종 스크립트 언어 등) 279 3.20

정보시스템 분석과 설계 283 3.29

교수·학습

정보활용교육의 이론과 실제 283 3.70

3.83

전자/웹 기반/원격 교육방법 285 3.74

다양한 이용자층에 맞는 교육방법 287 3.95

교수학습지원시스템 학습 및 지원방법 287 3.86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활용교육(PQD, DDOD, EbscoHost DB 등) 279 3.92

도서관 경영 

및 행정

도서관 정책실무 285 3.53

3.54

도서관 경영(기획 및 전략, 인사관리 등) 293 3.60

도서관 행정(예산편성, 집행, 구매, 회계 포함) 287 3.49

도서관간 협력(대학도서관 간, 지역내 타관종 도서관 간 국제적 협력 등) 286 3.7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도서간 경제성 분석 289 3.65

<표 14>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수요분석 연구

▶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미래의 도서관 및 사서의 가치와 역할

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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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물어 신규과정을 개설하거나 없애는 

등의 작업과 함께, 예를 들어 그룹토의의 경우, 일부 수강생들이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 때

문에 진행과정을 점검한다든지 또한 현안 위주의 교육과 함께 ‘미래’, ‘전략’ 등 향우 과제를 위한 내용 

구성의 점검이 필요하다”　(피면담자 B).

 

가. 대학도서관 현황 분석 및 대응 전략

◎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검색엔진의 진화, 무인도서관의 등장, 서점. 카페. 문화센터 역할

의 다양화, 그리고, Google Books Project 등 대학도서관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점차 증가

되고 있음.4)

◎ 따라서, 변화 및 위협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대학도서관의 ‘공간’,  ‘장서’, ‘서비스’ 

등을 분석적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현재 추세는 어떤지?, ‘진행 방향은 바람직한지?’, ‘어

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

그램 개설을 요구하고 있음.

   

○ 도서관 기본계획과 정책수립, 도서관 기획, 빅데이터 활용 도서관서비스(사례 중심),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자료 선정, 구매, 계약, 수증자료 관리, 도서관 규정, 지침 작성, 스텝 매뉴얼 제작, 

○ 교사자료 정리(사진, 팸플릿 등), 시청각자료(멀티미디어) 정리, 전자책 정리, 고문헌 정리, OA자료 활용, 서

고운영, 자료폐기 --- 장서관리에서 일부 다루는 것은 부족, 도서관 이용교육 A to Z(학부생용, 대학원생용, 

교원용), 사서를 위한 영어, 전문도서관(로스쿨, 과학도서관, 음악도서관, 의학도서관, 미술도서관 등) 운영, 

전문도서관 서비스 개발, 3D프린터 활용, AR, VR활용, 대학도서관 평가, 도서관 통계 관리

◎ 정보활용교육 교육프로그램 

▶ 대학도서관에서는 대부분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을 통

해 디지털도서관을 통한 도서관 소개, 도서관의 위치, 연혁, 이용절차 등 일반적인 안내

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방법 등 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등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 교육

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은 도서관 견학

을 위한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이나 가장 전통적인 교육으로써 도서관의 시설 및 자원의 

소개와 이용방법에 대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활용교육의 목

적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수는 더 적다고 할 수 있음(이은빛 

2014).

4)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아마존이 세금 없이도 지역도서관보다 더 나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마존이 

도서관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향신문. 2018. 07. 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232134005> [검색일: 2020.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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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의 이용자인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정보

활용교육 제공 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쉽지 않고 이는 실제 정보활용교육에 있어 참여율

이 저조하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짐(장혜란 등 2008).

▶ 따라서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법을 비롯하여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여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피면담자 역시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음.

“교육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고 정보활용 교육인데....미국 대학도서관장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보면 미국 대학도서관장들은 20년 넘게 근무한 전문가들인데 향후 대학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위가 정보활용교육을 뽑았고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슈로 뽑고 

있는 교수연구 분석, 업적분석 이런 거는 맨 나중 순위에 있습니다”　(피면담자 B).

◎ 연구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연구지원서비스는 대학도서관의 핵심 역할이므로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교육프로그램 설계시 대학도서관에서 연

구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표 15>는 각 교육 대상별 

제안 가능한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임.

교육 대상 프로그램

선행연구조사 유사논문, 선행연구조사 검색 지원  

관심논문확보 필요 논문 원문 제공

투고 저널 컨설팅 Target Journal Consulting

논문작성 
- EndNote, Refworks 등 서지관리툴 활용 논문작성 지원. Output Style 제공

- SR(Systematic Review) 논문기획 및 검색 지원 

멀티미디어
- 투고 논문 사진 및 동영상 편집 지원

- Conference 등 발표자료 제작 지원

논문교정 ME (Manuscript Editing) 서비스는 영문교정 마친 논문 최종본 편집교정 서비스

표절검사 Turnitin, iThenticate 등 논문표절검사 

투고 Online Submit, APC(OA) 지원   

연구실적분석  

- SCI, SCOPUS, KCI 등재 여부, IF, 분야 상위 10% 저널 등 정보, Report 제공

 * 교내 연구실적물 관리(Repository)

 * 학과별, 주제별 세분화, 벤치마킹 기관 비교 자료  

DB이용교육 학술DB 이용교육

Academic 

Writing

연구분야 관심 이슈, 주요 방법 등을 시리즈로 선정, 

교내·외 전문가 강연 프로그램 

 * 강북삼성병원 Medical Writing Academy

특정 프로젝트 필요 자료 상담, 개발, 제공
프로젝트 

자료 컨설팅

<표 15>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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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면담자는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구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대학도서관은 점점 대학 내 역할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내 기관 간 업무영역의 침범 또는 선점

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도서관의 핵심 키워드는 연구실적관리라고 생각

합니다. 연구실적관리로 대표되는 연구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가장 중요

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서가 연구진의 연구과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런 도서관 기능

을 찾는 것이 지금 대학도서관이 대학에서 역할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면담자 D).

2.3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이수자 요구분석

  

○ 최근 5년간 국립 앙도서 에서 학도서  사서 상 교육 로그램에 나타난 사서 교육 

요구는 도서 경 과 도서  정보자원 개발  조직 역량군에 집 (68.0%)되어 있음.

○ 세부 인 17개 교육과정과 교과목으로는 주제분석, 정보자원 조직, 정보기술 활용, 도서

기획, 도서  홍보 등 정보자원 리·평가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에 집 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국립 앙도서 에서 시행한 교육 로그램을 이수한 학도서  사

서들은 다양한 역량에 한 교육 요구가 있으나 그 에서 자료분류, 목록, 장서의 수집부

터 리  평가, 제 을 아우르는 장서개발, 도서 기획, 도서  홍보와 같은 기본 인 

도서  역할에 련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집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음.

2.3.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개요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교육훈련은 「도서관법」 제19조(업무) 제1항 제5호(도서관직원

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의 규정과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및 제10

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사서직 교육훈련 대상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운영규정 제4조(교육훈련 대상자)

에 의거 ① 「도서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등 ②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서관 직원 ③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 관련 직원 ④ 기타 다른 행정기관·단체·민간기

업체의 위탁교육 대상자 등임(국립중앙도서관 2019).

◎ 2019년 사서교육훈련은 총 98개 과정 144회 직무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립중앙도서

관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대학·학교·작은·병영·교도소도서관 직원 23,372명이 수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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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사이버교육은 45개 과정 81회를 운영하여 20,486명이 수료하였고 그 밖에 정부 적

극행정 및 대민접점공무원과정 등 국정과제 공유 및 시책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도 실시함

(국립중앙도서관 2019).

2.3.2 대학도서관 사서대상 교육프로그램

◎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현황은 ‘메이커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스(B)’, ‘도서관 장서관리(B)’, ‘도서관 공간구성(B)’, 

‘도서관 홍보(B)’, ‘도서관 이용자관리(B)’, ‘통합서지용 KOMARC형식(도서)(B)’ 등 6개 

교육프로그램임.

◎ 2019년에 신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된 ‘메이커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스(B)’를 제외하

고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서지용 KOMARC형식(도

서)(B)’은 2019년에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3.3 자체 교육평가

◎ 교육평가는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6조(성적평가)에 의거, 전문교육과정은 근무태도평

가를 기본으로 실시하고 과정에 따라 만족도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현업적용도 평가를 적

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 만족도평가는 집합교육 54개 과정에 대해 실시하고, 학업성취도평가는 기본교육과정인 ‘신

임사서기본’ 과정에 적용하여 개인학습평가와 분임활동평가, 근무태도평가로 나누어 실시

하고 있음.

◎ 현업적용도평가는 ‘KDC 자료분류’, ‘통합서지용 KORMARC형식’, ‘독서지도심화-그림책 

읽기와 책놀이’, ‘메이커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스(A, B), ’연구지원을 위한 데이터 큐레이

션‘ 등 6개 과정에 대해 실시하는데 교육생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학습한 지식, 과정별 

교육생의 성적 및 교육결과는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각 기

관은 교육이수 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

◎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자체평가는 교육훈련 인적·물적 인프라 현황, 교육생 설문조자와 교

육과정별 교육훈련 실적, 교육훈련 성과, 교육운영 및 강사 현황, 예산 집행, 시설운영관리

에 대한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실시하고 있음(국립중앙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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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요구분석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요구 

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 요구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최근 5년 기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표 16> 참조),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대학도서관 사서가 서술형으로 기술한 ‘원하는 신규 교육과정’과 ‘원하는 신규교과목’을 조

사하였음.

◎ <표 16>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제시한 교육 요구 교육과정 및 교

과목을 조사한 결과 총 75개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교육과정 및 신규교과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도서관 사서 역량을 구

성하는 영역 및 세부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요구 분석

을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량, 역량의 정의, 관련 행동 지표를 제시한 이은주(2014)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음. 

프로그램명 / 조사대상 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메이커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스(B) - - - - ○

도서관 장서관리(B) - ○ ○ ○ ○

도서관 공간구성 (B) - - - ○ ○

도서관 홍보(B) - - ○ ○ ○

도서관 이용자관리(B) - - ○ ○ ○

통합서지용 KOMARC형식(도서)(B) ○ ○ ○ ○ ○

<표 16>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 요구 교육과정 조사 대상 프로그램 및 기간

◎ <표 1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량을 크게 ‘도서관경영 역량군’, ‘도서

관 정보서비스 역량군’, ‘도서관 정보기술 역량군’, ‘도서관 정보자원 개발 및 조직 역량군’, 

‘일반 역량군’ 등 5개의 역량군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 26개 역량과 관련 행동 지표 49개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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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역량 역량 정의 관련 행동 지표

도서관

경영

역량

도서관에 대한 이해
도서관 임무, 목표, 역할 및 역사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도서관 임무, 목표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도서관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도서관 관리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도서관 경영계획을 수립한다.

∙도서관 관리 및 임무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도서관 예산의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도서관 인적자원 

관리
도서관 인적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원칙에 따라 도서관 내 인사 실무를 실행한다.

∙기부자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도서관 홍보
도서관 및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

할 수 있다.

∙도서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홍보한다.

도서관 관련법 도서관 관련법을 설명할 수 있다.
∙도서관 관련법(저작권법, 개인 정보보호법, 지적 재산권법 등)에 관

해 이해한다.

도서관

정보

서비스

역량

이용자 이해
도서관 서비스 관련 이용자에 대

해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한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효과적으

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관련지식을 활용하여 참고 면담을 실시한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보서비스 개발 정보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용자의 요구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정보서비스 정책에 부합하는 정보서비스를 개발한다.

정보검색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정보 탐색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한다.

∙일반 검색엔진 및 각종 학술 DB를 활용한다.

정보제공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평가
정보의 질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

다.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다.

∙정보서비스 결과를 평가한다.

이용자교육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

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이용자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용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주제

전문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요구하는 주제전문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

정보

기술

역량

정보 기술이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 기술 

및 기타 관련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대해 이해한다.

∙도서관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신기술을 파악한다.

정보 기술활용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 기술

을 활용할 수 있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관리한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설계 및 관리한다.

∙도서관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관리한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도서관

정보

자원

개발

및

조직

역량

정보자원개발계획

수립

정보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보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정보자원

개발
정보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도서관 정보자원에 필요한 이용자 요구분석을 실시한다.
∙다양한 정보자원 개발 방법을 활용한다.

정보자원

조직
정보자원을 조직할 수 있다.

∙정보자원 조직에 사용되는 분류, 목록에 대해 이해한다.
∙도서관 공동목록에 대해 이해한다.

정보자원

관리·평가

정보자원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전문직 지식을 가지고 관리 및 평
가할 수 있다.

∙정보자원 유형별 관리방법에 따라 정보자원을 관리한다.
∙정보자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일반

역량

자기개발

자신의 다양한 여건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고, 변화된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
할 수 있다.

∙도서관 사서를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필요성을 인식한다.
∙사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도서관 관련

전문자격

도서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도서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여 활용한다.

직업적 윤리
도서관 사서로서의 윤리, 가치 및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

∙도서관 사서의 윤리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도서관 사서로서의 사회 봉사정신을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

<표 17>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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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대학도서관 사서

의 교육요구 내용을 주제분석한 결과를 ‘역량군’과 ‘역량’으로 구분하였음(<표 18> 참조). 

역량군 역량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 요구 세부 주제 횟수
비율

(%)

도서관
경영
역량

도서관에 대한 
이해

대학도서관 최신동향, 대학도서관 트렌드 2 2.7 

도서관 기획
기획력 과정, 도서관기획/도서관경영, 기획력 향상(2회), 디자인 도서관 견학, 
디자인 기초 실무

6 8.0 

도서관 관리 1인 자료실 사서를 위한 과정, 도서관 실패사례, 재난, 재해 4 5.3 

도서관 홍보
도서관 마케팅, 독서관 홍보, 홍보 전문가(포스터만들기), 행사 포스터 제작, 보
도자료 작성법, 도서관 홍보 행사 기획

6 8.0 

도서관 
관련법(제도)

도서관법/진흥법 등 법제 교육, 도서정가제, 대학도서관 평가 관련 3 4.0 

도서관 건축 및 
공간구성

도서관건립업무 관련, 인테리어, 유학생 공간구성, 도서관 광고 사인물 제작, 
Maker space 구성, 

5 6.7 

소계 26 34.7 

도서관
정보

서비스
역량

이용자 이해 이용자를 대하는 태도, 중국 유학생 도서관 서비스과정 2 2.7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MBTI 분석으로 조짜서 이용자 응대 경험 이야기하기 1 1.3 

정보서비스 개발 참고봉사 서비스 관련 교육 1 1.3 

정보제공 및 평가 분야별 전문정보조사 기법, 만족도 조사 데이터의 의미해석 2 2.7 

이용자교육 이용자교육, 정보활용교육, 사서의 정보활용교육 3 4.0 

소계 9 12.0 

도서관 
정보기술역량

정보 기술활용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도서관에서의), 전산 관련과정, 홈페이지 관리, SNS
실무, 링크 데이터,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운영, 전산 사서를 위한 교육과정

8 10.7 

도서관 
정보자원 
개발 및

조직 역량

정보자원개발
전문도서관 장서개발 사례, 자료선정 관련, 특수자료 수서 과정, 장서개발, 수서, 
수서 관련, 기증, 전자자료/WEB DB, 

8 10.7 

정보자원 조직
자료분류과정, 서양서, 동양서, 국외 도서 MARC, DDC, 국외 도서 목록에 필요
한 수업 등, KORMARC (2회), KCR4, MARC 21, 기사색인

11 14.7 

정보자원 
관리·평가

전자저널 평가, 장서평가, 자료 보존, 전문도서관 폐기사례, 전문도서관 장서관
리, 전문도서관 도서관리

6 8.0 

소계 25 33.3 

일반 역량

자기개발
문화관람(연극, 미술관 등), 유머강의 과정, 자기 성향 파악을 통한 트레이닝, 건
강 프로그램, 예술 관련 교육

5 6.7 

도서관 관련 주제 
분야

기록관리, 서지학 2 2.7 

소계 7 9.3 

합계 75 100.0

<표 18>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 요구분석

역량군 역량 역량 정의 관련 행동 지표

일반

역량

외국어 능력 정보원의 관리 및 탐색 ∙다양한 언어의 정보원 관리 및 탐식 시 외국어를 활용한다.

적극성
주어진 직무나 문제 상황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정보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적응한다.

성실성 및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직

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

할 수 있다.

∙도서관 사서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한 태도를 갖는다.

∙제공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다.

팀플레이와 

파트너십

직무수행 시 파트너십과 협동 정

신을 발휘할 수 있다.

∙도서관내 다른 부서와 팀을 이루어 직무를 수행한다.

∙국내외 도서관과 협력 및 교류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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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에 나타난 최근 5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나타난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군을 백분율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도서관경영 역량군

(34.7%), 도서관 정보자원 개발 및 조직역량군(33.3%), 도서관 정보서비스 역량군

(12.0%), 도서관 정보기술 역량군(10.7%), 일반 역량군(9.3%) 등의 순임.

◎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교육 요구는 도서관경영과 도서관 정보자원 개발 및 조직 

역량군에 집중(68.0%)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시행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대학도서관 사서 10명 중 7명 미만은 도서관경영과 

도서관 정보자원 개발 및 조직에 관한 역량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한 교육프로그램을 이

수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요구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세부 역량별로 제안 횟수 및 백분

율의 순위에 따라 열거하면 정보자원 개발(11회, 14.7%), 정보기술 활용 및 정보자원 개발

이 각각 8회 10.7%, 도서관기획, 도서관 홍보 및 정보자원 관리·평가가 각각 6회 8.0%, 

도서관 건축 및 공간구성과 자기 개발이 각각 5회 6.7%, 도서관 관리(4회, 5.3%), 도서관 

관련법(제도) 및 이용자 교육이 각각 3회(4.0%), 도서관에 대한 이해, 이용자 이해, 정보

제공 및 평가 및 도서관 관련 주제 분야가 각각 2회 2.7%,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서

비스 개발이 각각 1회 1.3% 등임.

◎ <표 18>에 제시된 17개 역량 중에서 ‘정보자원 조직’, ‘정보 기술활용’, ‘정보자원 개발’, 

‘도서관기획’, ‘도서관 홍보’, ‘정보자원 관리·평가’ 등 6개의 역량에 전체 교육 요구 교육과

정과 교과목이 집중(60.1%)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최근 5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대학도서관 사서 10명 

중 6명은 주제분석, 정보자원 조직, 정보기술 활용, 도서관기획, 도서관 홍보 정보자원 관

리·평가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대학도서관 사

서들은 대학도서관 사서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가 있으나 그 중에서 

자료분류, 목록, 장서의 수집부터 관리 및 평가, 제적을 아우르는 장서개발, 도서관기획, 도

서관 홍보와 같은 기본적인 도서관 역할에 관련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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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현황 조사

3.1 기관별 교육현황 개요

○ 학도서  사서교육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 은 국립 앙도서 ,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한국 학교육 의회, 학도서  련 단체이며 법  근거와 교육유형  상은 기

별로 차이가 있음.

○ 국립 앙도서 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법 근거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비교  체계 인 교육을 개발하여 직무 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학교육 의

회  학도서  련 의체에서는 수요자 심의 실무  이슈 심의 교육과정을 진

행하고 있음.

◎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

램을 진행하는 기관 현황 및 교육 현황을 조사함.

◎ 조사대상은 국내 사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3.1.1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 사서의 교육훈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서연수과가 출범한 이

래 현재까지 사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 근거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제10조(교육훈련의무)와 도서

관법 제19조 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도서관직원 교육훈련)이며, 사서공무원 

및 사서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유형 및 대상은 집합교육(오프라인)과 이러닝 교육(온라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도서관 사서 및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관장, 과장(관리자), 6급 이하(중간관리자), 

신입(8/9급), 작은, 학교, 전문 도서관 등으로 교육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음.

3.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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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 고등교육 혁신 정책 및 학술 

진흥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의 ｢대학도서관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학술정보 유통 공동 활동 체제 및 대학 연구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학술본부 학술

진흥과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매년 평균 10개의 직무향상 교육과

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2007년부터 대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

근 3년간에 프로그램 수가 많이 증가하였음(<표 19> 참조).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

횟수
1 2 4 4 7 5 2 4 4 4 13 13 13

<표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현황(2007~2019)

◎ 교육대상 및 유형은 대학도서관 사서 및 해당직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대학도서

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전국 대학도서관 관장 및 중간관리자, 기획담당자, 대학

도서관 직원 등으로 교육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정규 교육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매년 8월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를 개최하여 교육부 및 관계자, 전국대학도서관 관장, 중관관리자 등 대학도서관의 직무별

로 각각 관리자 그룹토의(관/과장), 실무자 그룹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음. 

3.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 연수원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및 직원 역량 개

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되고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교육대상 및 유형은 대학에 재직 중인 사서를 대항으로 하며 대학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을 기본으로 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도서관 업무 수행

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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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

◎ 대학도서관은 설립주체 및 학교 유형에 따라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4년제), 전문대학

교(2/3년제)로 구분되며 각각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

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원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

나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3개의 대학도서관협의회의 연합체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는 대학도서관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기타 대학도서관 중 법학도서관과 의학도서관 등 전문도서관은 특정 주제별로 별도의 협의

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관 전문사서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3.2 기관별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프로그램 현황

 

○ 국립 앙도서 에서는 모든 종을 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분의 교육 로그램이 공

공도서 을 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육내용은 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

서의 기본 인 역량 강화에 집 하고 매년 운  반에 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 하고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학도서  사서를 상으로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

며 연간 10개 이상의 교육 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음. 교육내용은 학도서  운 을 

한 기본 이고 필수 인 주제로 구성됨. 강좌  강좌별 구성 내용 역시 학도서 에 

집  되어 있으며 직무를 심으로 교육수요자와 학도서 의 주요 이슈를 반  하고 

있음 .

○ 한국 학교육 의회와 학도서  련 단체에서는 의회 소속 학도서  사서를 

상으로 연간 1~3개의 세미나 형태의 교육 로그램이 개설 되고 있음 교육내용은 실질

으로 용할 수 있는 직무 심의 교육과정과 실무토론  정보교류에 을 두고 있음.

3.2.1 조사 대상 

◎ 앞에 제시된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프로그램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및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 실시한 프로그

램 일정표 및 세미나 일정표를 기준으로 함.

◎ 조사 기간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의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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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조사 대상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가.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서교육기관으로 여러 관종, 다양한 직무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오프라인강좌(집합교육/대면수업)과 온라인강좌

로 실시하고 있음.

◎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은 기본교육, 관리역량, 전문심화, 브랜드, 직무공통, 협력교육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 집합교육을 기준으로 53개 교육프로그램이 63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이를 

수강한 도서관 직원은 2,830명임. 사이버교육을 기준으로 44개 교육프로그램이 72회에 걸

쳐서 실시 되었고 이를 수강한 도서관 직원은 11,000명이다(2020 사서교육훈련 기준).

◎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모든 관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프로

그램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설립목적 및 이

용자 대상의 차이 때문에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나, 전체 교육프로그램 중 대학도서관

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2019년 기준 4개 과정 4회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

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대학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현황은 <표 20>과 같음.

프로그램명 일자 인원 2017 2018 2019

메이커스페이스와도서관서비스(B) 3 40 ○

도서관장서관리(B) 3 40 ○ ○ ○

도서관공간구성(B) 3 50 ○ ○ ○

도서관홍보(B) 4 40 ○ ○ ○

도서관이용자관리(B) 3 40 ○ ○ ○

통합서지용KOMARC형식(도서)(B) 3 40 ○ ○
과목

통합

<표 20>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현황(2017~2019)

◎ <표 20>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도서관장서관리, 도서관공간구성, 도서관홍보, 도서관이용자관리, 통합서지용 KOMARC형

식(도서)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고, 메이커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스는 2019년에 신규로 신설된 교육프로그램임.

◎ 이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은 장서관리, 공간구성, 도서관홍보, 이용자관리, KOMARC, 그리고 2019년에 신설된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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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페이스 등과 같이 도서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서의 기본적인 역량강화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울러 <표 21>에 사례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서관 장서관리’라는 동일한 교육과정이지만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장

서 규모, 자료의 형태,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음.

구분 도서관장서관리(A): 공공도서관 도서관장서관리(B): 대학도서관

직무전문

출판 동향과 시사점 출판 동향과 시사점

공공도서관 북큐레이션의 이해와 실제 콘텐츠 큐레이션의 이해와 도서관 적용 사례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전문도서관 장서개발 정책과 사례

장서의 보존관리 장서의 보존관리

장서평가와 제적 장서평가와 제적

공공도서관 장서개발 정책과 사례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과 사례

[시설견학]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견학 [시설견학]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견학

<표 2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장서관리(A)(B) 세부 교과목 

◎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교육훈련운영규정(제16조, 제32조) 및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해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만족도 조사 및 교육평가를 하고 있고, 연도별 운

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교육운영에 참고하고 있음.

◎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매년 초 주요 기관에 공문을 통해 교육과정(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해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함.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통합, 교육기간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의 기간조정과 

신규과정 신설 및 폐강 등에 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구분 분류 과정명

2019

과정통합 -통합서지용KORMARC형식(도서)(A)+통합서지용KORMARC형식(도서)(B)→ 통합서지용KORMARC형식(도서)

확대 -메이커스페이스와도서관서비스(A)(B)(3일 → 4일)

축소
-도서관장서관리(A)(B)(4일 → 3일)

-도서관홍보(A)(B)(5일 → 4일)

2020
과정통합

-메이커스페이스와도서관서비스(A)(B) → (1기)(2기)

-도서관홍보(A)(B) → 도서관홍보

폐강과정 -도서관공간구성(B)

<표 22>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폐강 및 변경 내역(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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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 ｢대학도서관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대

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2차 대학도서

관 5개년 종합계획(’14~’18)｣에 명시된 대학도서관의 지원과 역할 및 기능 확대를 근거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한 대학도서관 교육프

로그램은 <표 23>과 같음.

프로그램명 일자 인원 2017 2018 2019

교수 학습지원과 정보서비스 2 40 ○ ○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영어) 3 40 ○ 　 　

대학도서관 공간 및 시설 활용 전문가 과정 2 40 ○ ○ ○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정보활용 전문가 과정 2 40 ○ ○ ○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 및 운영 전문가 과정 2 40 ○ ○ ○

대학도서관 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과정 3 40 ○ ○ ○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및 활용 3 40 ○ ○ ○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및 활용(심화반) 3 30 　 　 ○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과정 3 40 ○ ○ ○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홍보 전문가 양성과정 :기초반 3 30 ○ ○ ○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홍보 전문가 양성과정: 심화반 3 30 ○ ○ ○

대학라이선스 협상전문가 양성 과정 2 40 ○ ○ ○

문헌정보 큐레이션 2 40 　 ○ ○

연구윤리와 저작권 전문가 양성과정 3 35 ○ ○ ○

전국대학도서관대회 2 480 ○ ○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2 40 ○ 　 　

정보와 빅데이터 활용 3 30 　 ○ 　

<표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현황(2017~2019)

◎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연간 평균 14개 정도의 교육프로

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목이 대부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교과목의 경우는 신규로 개설, 폐강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 또는 대학도서관의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있음.

◎ 또한 <표 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하는 교육과

정에 참여한 강사의 신분을 살펴봤을 때, 타 분야 전문가가 160회로(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대학도서관 사서 102회(27%), 문헌정보학과 교수 46회(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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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발표구분 빈도수 비율

1 대학도서관 사서 102 27%

2 유관기관 관계자 28 8%

3 자분야 교수 46 12%

4 타분야 교수 28 8%

5 타분야 전문가 160 43%

6 타분야 도서관 사서 9 2%

<표 2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프로그램별 강사구성비율(2016~2019)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학도서관 사서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강좌 구성과 강좌별 구성 내용 또한 대학도서관 운영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주제로 이루어져 있음.

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2박 3일 일정의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대학

도서관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매년 10월경 연간 1회의 ’대학도서관 업무 과정’이라는 교육과

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도서관 업무 관련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구, 원주 등의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한 대학도서관 업무과정에서 운영된 주제는 <표 

25>와 같음.

 

◎ <표 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한 대학도서관업무 

과정에서 진행된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연구·학습지원’, ‘저작권’, ‘전자저널 구독’, ‘대학도

서관종합발전계획’, ‘대학도서관 평가’ 등과 같이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주요 이슈를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도서관업무 과

정 교육프로그램은 대학도서관의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대상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

서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육과정이지만 대학의 전

문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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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프로그램 주제 비고

2017

1 4차 산업혁명과 대학도서관의 미래

2 대학도서관 연구・학습지원서비스의 변화

3 대학도서관과 저작권

4 대학도서관 전자저널 컨소시엄 운영현황과 향후대책

5 행복으로 가는 소통의 기술

6 대학도서관 발전 방향 분석

2018

1
대학도서관 진단 및 발전 방안: 2018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및  진흥 종합계획(`19-`23)을 

중심으로

2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과 도서관의 역할

3 국고 재정사업을 통한 비교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2018 대교협(KCUE) 컨소시엄 현황보고

5 공공 연구성과물의 학술지를 통한 OA 유통방식 및 도서관의 활용  방향성 탐색

6 전략적 시각에서 본 ‘정보활용교육’

2019

1 대학도서관 창의학습 공간(메이커스페이스) 구성

2 ‘이용자’ 관점에서 본 대학도서관의 동향과 전망 

3 대학도서관종합발전계획과 대응 방안 

4 대학도서관 서비스 정책 분석 

5 대학도서관 본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6 대학도서관 정책 현안과 대응 방안

7 한국형 전자저널 구독 모형

<표 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도서관업무과정 세부 프로그램(2016~2019)

라.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

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등 대학의 설립주체별 3개의 관종이 포함된 대학도서관을 대

표하는 통합기구임.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현황은 <표 

26>과 같이 ‘대학도서관 당면과제와 현안세미나’ 및 ‘정기총회’, ‘전국대학도서관대회’ 

등 3개의 행사와 전국도서관대회의 섹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워크숍 그리고 매년 8월에 

리더십캠프 등임.

순번 개최시기 행사명 대상

1 매년 2월 대학도서관 당면과제와 현안 세미나 및 정기총회 회원교

2 매년 10월 전국도서관대회 대도연 워크숍 회원교

3 매년 8월 리더십캠프 관리자

<표 26>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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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워크숍’과 ‘리더십캠프’에서는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정책 및 주요 집중 조명하

고 있으며 상술한 설립주체별 3개 관종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하여 실무중심에 토

론 및 정보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최근 3년간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서 운영한 ‘워크숍’과 ‘리더십캠프’의 행사 주제는 

<표 27>과 같으며, 행사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도서관진흥법과 대학도서관 

평가 등 제도와 평가에 관련된 주제가 집중되어 있음.

▶ 특히, ‘리더십캠프’는 대학도서관 관장 또는 부관장, 팀장, 과장 등 최고관리자와 중간간

리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집중 토론과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 행사주제 비고

워크숍

2017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18 대학도서관 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2019 대학도서관 평가체계를 기반한 대학도서관 발전방안

리더샙

캠프

2017 정책과 리더십

2018 선택과 집중의 리더십

2019 발전과 리더십

<표 27>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주제(2017~2019)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

고 있음. 행사의 주제는 도서관운영 전반에 관한 우수사례, 당해연도 대학도서관 주요 

이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교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하고 실무중심에 토

론 및 정보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연간 정기적으로 ‘도서관장회의’, ‘실무자워크숍’, ‘관리

자세미나’ 등 대학도서관의 직책별로 구분하여 3개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교의 

직책별 해당자가 참여하여 실무중심의 토론과 정보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연도 행사주제 비고

도서관장회의

2017 New Value@University Library – 새로운 위상

2018 New Paradigm SHIFT – Innovat on for User

2019 Leading Change for Development – Contributing to Future

실무자워크숍

2017 New Value@University Library – 새로운 서비스

2018 New Paradigm SHIFT- Technology for User

2019 leading Change for Development – Creating More

관리자세미나

2017 New Value@University Library – 새로운 자원

2018 New Paradigm SHIFT- Transfrmation for User

2019 Leading Change for Development – Collaboating Together

<표 28>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주제(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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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회

원교 대학도서관의 신규 서비스 사례 소개 및 대학도서관종합발전계획, 대학도서관 평

가, 전자저널 구독 등과 같이 당해연도 대학도서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8> 참조).

◎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회원교 사서들을 대상으로 매년 ‘사서직무교육 및 정

기총회’와 2월에 개최하는 ‘동계세미나’ 등 2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는 <표 29>와 

같음.

▶ 최근 3년간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정

기적으로 사서직무교육 및 정기총회, 동계세미나를 통하여 전문대학도서관 특징과 대학

도서관 주요 이슈에 관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2/3년제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실무중

심 토론 및 정보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연도 행사주제 비고

사서직무교육 및 

정기총회

2017 4차 산업혁명과 도서관의 조우

2018 새로운 가치, 다시 쓰는 대학도서관

2019 다시, 도서관 again,, LIBRARY

동계세미나

2017 전문대학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회 ; 지식정보유통의 허브

2018 전문대학도서관의 새로운 도전과 기술

2019 나는 도서관이다

<표 29>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주제(2017~2019)

3.3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프로그램 검토

○ 학도서  사서직을 상으로 교육 로그램을 개최하는 기 을 상으로 최근 3년간 

학도서  교육 로그램 황을 분석한 결과 기 의 특성에 맞는 교육 로그램을 정기

으로 운 하고 있음.

○ 학의 환경변화와 학 구성원들의 정보요구  정보이용행태 등의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서는 격히 변하고 있는 학도서  환경변화를 체계 이고 종합 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도서  사서의 역량 강화를 한 교육 로그램 개발  

운 이 필요함.

◎ 앞에서 대학도서관 사서직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대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제시하였고 이곳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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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음.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도서관협의회 등 정부

기관, 정부산하기관, 전문단체 등에서는 각각 개최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강좌수는 많지 않지만, 강좌

와 교육주제가 사서의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하여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교육 전 대학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대학도서관 운영의 기본적 내용과 일부 당해 연도 대학도

서관의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 직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일부 강좌를 신설하거나 폐강하는 등 대학도

서관의 동향이나 주요 이슈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도서관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중

심의 교육과정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지 않고 이슈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공통적으로 3일〜5일의 일정으로 정기적이

면서도 집중적인 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후 개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내용, 강사, 기타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도서관협의회 관련 단체에서는 회의, 세미나 등의 명칭으로 정

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대학도서관 사서들 간 도서관 운영사

례에 대한 상호교류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등 실무중심에 토론 및 정보교류에 중점을 두

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학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하는 교육프로그

램을 조사 ․ 분석한 결과, 대학의 환경 및 이용자의 정보요구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특히 모기관인 대학의 환경 변화와 대학 구성원들의 정보요구 및 정보이용 행태 등의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급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환경 변화를 체계적이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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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4. 대학도서관 사서(학습자) 분석

4.1 개요

○ 효과 인 학습을 해서는 교육 상(학습자)에 따라 교수방법 방법이나 학습내용이 달라

져야 하고 그에 맞는 교수-학습 략을 수립해야 함. 학습자 분석 결과를 토 로 학습내용 

 과제 수행의 목표를 계획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해야 함.

○ 학습자 분석 요인으로는 일반 으로 학습자의 일반 인 특성, 학습에 한 기존지식, 학습

동기, 학습유형, 과제에 한 태도, 기술사용 능력으로 정의 됨.

◎ 학습자 분석(Learners Analysis)은 서로 다른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수-학습전략을 수립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며, 학습자 집단의 특징에 따라 교수방법 및 학습내용이 달라져

야 함. 즉, 개발할 컨텐츠의 활용 대상자인 학습자(대상 학습자)의 성향, 학습내용과 연계

된 특성 및 학습 집단의 특성 등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을 말함. 학습자의 특성은 학습자

의 연령, 배경, 선수학습정도, 흥미, 동기, 학습능력, 학습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음(한국인재개발원 2007).

◎ 학습자의 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내용 및 과제 수행의 목표를 계획하고 학습의 자료

를 개발해야 함. 따라서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대상

별 과정을 제시하기 위한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표 30> 학습자 분석 요인

구분 내용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징
성별, 연령, 직위, 지적인 특성, 문화적 특성 등

학습내용에 대한 기존 지식 선수학습의 정도에 따라, 학습 준비 정도, 진행도가 달라질 수 있음

학습동기
동기는 학습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과정’(Pintrich 

& Schunk, 1996)

학습유형 학습자들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하지 않음(Gardner, 1999) 

과제에 대한 태도 태도 파악 및 전달될 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Dick & Carey, 2001) 

기술 사용능력 다른 매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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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분석 요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 학습내용에 대한 기존 지식, 학습

동기, 학습유형, 과제에 대한 태도, 기술 사용 능력 등에 의해 정의 될 수 있음. (<표 30> 

참조)

4.2 학습자 그룹 구분

○ 학습자 그룹은 소속 학도서 의 기 에 따른 특성과 학습당사자인 사서의 특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

○ 기 에 따른 특징을 악하기 한 학도서  규모별 분류는 (1) 학도서  평가 분류체

계를 심으로 학 재학생수와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 (2) 학의 기능을 심으로 연구

심 학, 교육 심 학, 문 학 는 미국 카네기재단의 분류와 같이 박사학  심

학, 석사학 심 학, 학사기 에 따라 학의 기능에 따른 분류, (3) 학도서  정규직 

직원 수를 기  는 조직 구분  직원 담당업무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 학습당사자인 학도서  사서에 따른 특징을 악하기 해 Robert L. Katz의 역량 모델

에 의해 상 리자, 간 리자, 실무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서의 개인 인 

특성을 분석 할 수 있음.

4.2.1 대학도서관 기관에 따른 분류 

가. 대학도서관 평가 분류 체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 후 대학도서관 역량 강화 및 체계적 

진단을 위해 재학생 수에 따라 소규모·중규모·대규모로 분류하여 대학의 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수와 설립주체(4년제, 2/3년제, 대학원대학)에 따라 총 7개 그룹으로 구분하며 

기준은 <표 31>과 같음.

구  분 A그룹 B그룹 C그룹

4년제 대학 10,000명 이상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5,000명 이상

2/3년제 대학 4,000명 이상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 2,000명 미만

대학원대학 및 기타

<표 31> 대학도서관 평가 분류체계

   ※ 재학생수(학부생+대학원생)

◎ 대학도서관 평가는 균형성과표(BSC) 기준으로 학습 및 성장, 내부프로세스, 고객, 재무 4

가지 관점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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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 기능 분류 체계

◎ 대학은 교육, 연구, 서비스라는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해왔지만, 선진

국의 대학은 교육, 연구, 서비스 기능 중에서 무엇에 개별 대학의 주된 임무를 두느냐에 따

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발전함(전승준 2005).

◎ 대학을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전문대학으로 나누거나, 미국 

카네기재단의 분류와 같이 박사학위 중심대학, 석사학위중심대학, 학사기관으로 나눌 수 

있음(전승준 2005).

◎ 목적에 의한 분류 및 특징을 살펴보면 <표 29>와 같이 탁월성위주의 연구와 고급 과학기

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과, 취업 위주의 교육중심대학, 기술 인력 배출을 목적으

로 하는 산업중심 대학으로 나눌 수 있음(<표 32> 참조)(변순천 2012).

분류 분류기준 특징

연구중심대학
탁월성위주의 연구와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 우수한 교수와 연구설비 지원설비를 갖춘 대규모의 대학원 교육을 통해 고수준의 연

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 학부정원은 대학원의 2/3이하인 대학원 중심 대학

교육중심대학 학문지향의 학부중심
- 일반 학문위주의 학부교육에 중점을 두고 졸업 후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거

나 폭 넓은 사회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을 양성하는 대학

산업중심대학
기술인력 배출

을 목적

- 학부단계의 교육만으로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 실무교육에 중점

  ※ 고급전문직종에 적합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원 중심의 직업지행 교육기관도 속

함(공학과 의학 등에서 대학원 정도의 심화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합)

<표 32> 대학 기능 분류 체계 

◎ 외국의 경우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고등교육 기관 분류 체계로 대학 유형 및 연구중심에 대한 정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정 하고 있음.(<표 33>, <표 34>, <그림 

22> 참조)

◎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는 학부 프로그램 분류, 대학원 프로그램 분류, 입학자 특성에 

따른 분류, 학부 특성에 따른 분류, 규모에 따른 분류, 기본 분류의 6가지 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음. 대학을 분류하는 6개 틀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기본분류로 2년제 

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으로 구분한 후 각각을 다시 2단계에 걸쳐 구분함(이영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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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대학분류 

체계
상세분류

기준
비고

수여학위범위 연간 수여학과수 및 학위수여자수

박사/연구중심대학
Doctoral/Research 

Univ.

연구중심대학(광범위)
Doctoral/Research 
Univ.-Extensive

박사학위까지
- 최소 15개 학과에서 50개 이상 박사학

위 수여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

연구중심대학(집중)
Doctoral/Research 
Univ.-Intensive

박사학위까지

- 최소 3개 학과에서 최소 10개 박사학위 
수여 혹은

- 연간 전체 학과에서 최소 20개 박사학
위 수여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수여 대학
Master's College & 

Univ.

석사학위수여대학1
Master's Colleges & 

Univ.Ⅰ
석사학위까지 - 3개 이상 학과에서 30개 석사학위 수여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

석사학위수여대학2
Master's Colleges & 

Univ.Ⅱ
석사학위까지 - 20개 이상 석사학위 수여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

학사학위수여대학
Baccalaureate 

Colleges

일반교육학부 
Baccalaureate 

Colleges-Liberal Arts
힉사학위까지 - 전체 학위 중50%의 학사학위 수여 학사과정 위주

일반
Baccalaureate 

Colleges-General
힉사학위까지 - 전체 학위 중 10~50%의 학사학위 수여 학사과정 위주

학사 및 준학사 학위 수여 
대학

Baccalaureate/Associate's 
Colleges

힉사학위까지 - 전체 학위중 10%의 학사학위 수여
주로 준학사학위 
및 수료증 수여

준학사학위 수여 대학
Associate's 

Colleges
준학사 학위 수여 대학 힉사학위까지 - 전체 학위 중10%이하 학사학위 수여

준학사학위 및 
수료증 수여

전문가양성대학
Specialized 
Institutions

단일분야 학위 수여 기관 박사학위까지
대부분의 학위를 
단일 분야에서 

수여

부족대학
Tribal Colleges and 

Univ.
부족대학 박사학위까지

부족에서 관리
미국인디언

고등교육컨소시
엄 회원교

<표 33> 카네기분류(2002년판)에 따른 구분 체계 및 기준(한혜영 2005)

<그림 22> 카네기재단의 4년제 이상 고등교육기관 기본 분류 체계 

출처: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2010). 2010 Classification Logic.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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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비고

박사학위대학

(연구중심대학)

전체적으로 박사 20명 이상

재정투입대비 연구 산출물과 연구활동의 집적성 수준 평가

석사학위대학 최소 석사50명 이상, 박사 20명 이하 연수성과 산출물로 평가

학사학위대학 학부단위에서 최소 10%이상 학사학위 석사 50명, 박사 20명 이하

전문대학 학사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수여 (75%이상)

준학사대학 학부단위에서 20%이하의 학사단위

<표 34> 카네기 재단의 대학분류 모형(2005) (변순천. 2012)

다. 대학도서관 조직에 따른 분류 체계

◎ <표 35>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정규직 직원 수를 기준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

하였음. 대규모는 21명 이상, 중규모는 11명 이상 20명 이하, 소규모Ⅰ는 10명 이하 4명 

이상, 소규모Ⅱ는 3명 이하로 구분하였음.

◎ 소규모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이 3명 이하인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도서관 평가 중 교외 직원교육을 의무로 하지 않고, 관리자와 실무자의 경계가 명확하

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였음.

유형 구분 대상 비율

대규모 21명 이상 21 4.84%

중규모 11명 이상 20명 이하 38 8.76%

소규모Ⅰ 10명이하 4명이상 98 22.58%

소규모Ⅱ 3명 이하 277 63.82%

합계　 434 100.00%

<표 35> 대학도서관 규모별 분류 

◎ 노영희(2009)는 대학도서관의 조직도와 조직 구분 및 직원 담당업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제별 조직, 기능별 조직, 혼합형 조직을 구분함.(<표 36> 참조)

구분 내용

기능별 조직
- 수행할 과업이나 활동을 기준으로 각 부분을 체계화한 도서관의 전통적인 조직형태

- 수서업무, 분류업무, 목록업무, 열람업무, 참고서비스 업무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조직구조

주제별 조직
- 도서관 장서를 주제별로 부문화하고 각 부문을 담당하는 주제전문사서를배치한 형태

- 각 팀은 중앙도서관 내에 물리적으로 구분된 주제 영역에 배치되고 해당 주제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전적

혼합형 조직

- 기능적 조직체계와 주제별 조직체계를 양립해서 운영하는 방식

- 도서관의 업무를 기능적 조직체계 하에 유지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주제담당사서 그룹을 두어 이들이 독립적으로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을 수행

<표 36> 대학도서관 조직별 분류(노영희 2009)

◎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능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카네기재단 모형을 참고하여 <표 37>과 

같이 대학도서관을 기능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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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준(카네기 분류) 비고

연구중심대학
탁월성위주의 연구와 고급과학기술

인력 양성

박사/연구중심대학 Doctoral/Research Univ.

전문가양석대학 Specialized Institutions

교육중심대학 취업 위주
석사학위 수여 대학 Master's College & Univ.

학사학위수여대학 Baccalaureate Colleges

산업중심대학 기술인력 배출을 목적 준학사학위 수여 대학 Associate's Colleges

<표 37> 대학도서관 기능별 분류

4.2.2 대학도서관 사서에 따른 분류

◎ Robert L. Katz의 역량 모델에서는 도서관 관리자를 <그림 23>과 같이최고관리자, 중견

관리자, 초급관리자로 구분함. 최고관리자는 조직 전체의 목표나 방침을 설정하는 등 전략

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종합판단능력(conceptual skill), 중견관리자는 최고관리자와 초

급관리자 및 일반직원과의 조정이나 의사전달을 수행하는 인간관계 능력(human skill), 초

급관리자는 일선에서 각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능력(technical 

skill)을 담당해야 하며 필요한 능력은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음.

<그림 23> Robert L. Katz 역량 모델

◎ 곽동철(2000)은 Robert L. Katz 역량 모델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도서관의 관리

자의 지도력 향상과 관련하여 도서관 4대 요소의 우선순위 변화, 기획력 신장, 지도력의 

패러다임 변화의 변화를 제시함.

◎ 조성원, 이지연(2018)은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는 조직 구조상 중간층으로 각 부문, 부서

의 관리와 책임을 가지고 집행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계층으로 조직의 상부와 하부를 이어

주는 연결자로서 업무에 대한 실제적인 파악을 하고 있으며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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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효율적인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책임자 역할을 수

행한다고 하였음.

◎ 이상과 같이 연구자들의 직급별 구분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대학도서관 사서 직급별 구

분을 <표 3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비고

상급관리자

(최고관리자)

-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및 결정권 행사

- 조직 전체의 목표나 방침을 설정하는 등전략적 의사결정
conceptual skill

중간관리자

(중견관리자)

- 기획 관리, 조직, 운영 담당

- 상급관리자와 초급관리자의 조정이나 의사전달을 수행
human skill

실무자

(초급관리자)

- 실제 도서관 서비스 담당

- 일선에서 각자 능률적으로 업무 추진
technical skill

<표 38> 대학도서관 사서 직급별 분류

◎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급 분류는 모기관의 행정체계에 따르고 있으며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

대학교에 따라 직급의 영향이 다르게 분류되어 본 연구에서는 <표 39>와 같이 크게 상급

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로 구분함.

기관 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사립대학교도서관

관장 사서장 부팀장

부관장 과장 부서기

분관장 차장 주임

처장 부장 대리

부처장 팀장 사서

파트장

실장

계장

국공립대학도서관

관장 부장 사서주사

분관장 사서사무관 사서주사보

사서서기관 사서서기

과장 사서서기보

실장 사서원

팀장

<표 39> 대학도서관 사서 직급별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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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습자 분석 내용

○ 고등교육기 의 주된 기능에 근거하여 같이 연구기능을 시하는 연구 심 학과 교육기

능을 시하는 교육 심 학으로 구분 할 수 있음. 연구 심 학은 기   특정 분야 연

구성과를 심으로 하고 교육 심 학은 학부과정을 심으로 하며 이를 구분하는 기 은 

학원의 규모임.

○ 학도서  사서의 일반 인 특성은 간 리자와 실무자 간에 차이가 나타남. 학습내용

에 한 기존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동기로서 교육 욕구와 사서의 문성 

 역할에 해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한 업무에 한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극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4.3.1 대학 기관에 따른 요인 분석

◎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카네기재단의 고등교육 기관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주된 기능에 근거하여 같이 고등교육기관을 연구 기능을 중시하는 연구중심대학과 교육 기

능을 중시하는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교육중심대학은 지식전달에 중점을 두는 대학으로 대학원보다는 학부과정을 우선시 하고 

교육을 위한 연구 또는 상용화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중심대학은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며 대학원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비교적 기초 연구에 더 많

은 비중을 둔다(류지성 2006). 

◎ 민철구(2007)는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우수한 교수와 연구설비, 지원설비를 갖춘 대규모의 

대학원교육을 통해 고수준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학부 정원은 대학원의 2/3이하인 대학

원 중심의 대학으로 정의하였으며, 취업위주의 교육중심대학은 일반학문 위주로 학부교육

에 중점을 두고 졸업 후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폭 넓은 사회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그리고 기술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중심 대학은 학

부단계 교육만으로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할 인력을 양성하

는 대학이며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설명함(<표 40> 참조). 

구분 내용

연구중심대학
- 우수한 교수 확보

- 기초 및 특정 분야 연구성과

교육중심대학

- 학부과정 우선

- 상용화된 연구에 비중을 둠

- 학부 교육에 투자

<표 40>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비교(민철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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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욱현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비교는 대학원수, 교수 

수, 연구결과, 연구시설에 따라 <표 4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대학종류 대학원수 교수수 연구결과 연구시설

연구중심대학 많다 많다 많다 많다

교육중심대학 적다 적다 적다 적다

<표 41>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비교(권욱현 등 2007)

◎ 대학 기관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을 연구한 한혜영(2005)은 미국 연구중심대학 연구 활동 

기능을 지원하는 핵심기구인 미국연구도서관협의회(ARL)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5개 분

류의 22개 항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값을 획득해야 하며 5개 분류는 총 소장장서, 신규 

소장장서, 구독 중인 연속간행물 종수, 도서관 총 예산, 지원인력 포함 총 사서 수 임. 국내

에서는 연구중심대학의 핵심 지원체계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음을 언급

하여 연구중심대학의 도서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함.

4.3.2 대학도서관 사서에 따른 요인 분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도서관 사서 전문 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의 개인적 배경(성별, 연령분포, 

문헌정보학 교육정도, 도서관 근무경력, 담당업무, 지역별 분포)에 따른 재교육 참여경험과 

만족도, 재교육, 주제, 운영방법 활성화 방안을 살펴 봄.

◎ 조사대상은 상급관리자를 제외한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으로 제한하였으며 체계적인 표

본추출방법을 응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개인적인 배경과 직급별 만족도, 선

호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개인적인 배경(학습자 분석)

 1. 성별분포

 ▶ 중간관리자급에서는 남성이, 실무자 급에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2. 연령분포

 ▶ 중간관리자와 실무관리자 그룹 모두 45-49세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어 대학

도서관 사서직의 연령대가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3. 문헌정보학 교육 정도

 ▶ 중간관리자급과 실무관리자급 모두 4년제 대학 학부수준 또는 석사학위수준의 사서직

원이 전체 인원의 80%에 가까우며 특히 중간관리자급의 석사 직원 비율이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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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사서직의 교육수준은 높게 나타남.

 4. 도서관 근무 경력

 ▶ 중간관리자급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서가, 실무자급은 15년 이상 근무한 사서가 많아 

승진 적체 현상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5. 담당업무

 ▶ 중간관리자급은 경영‧기획업무, 실무자급은 분류/목록‧열람업무에 대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급별 재교육 조사 결과

 1. 직급별 재교육 참여 빈도 및 만족도 분석

 ▶ 두 직급 모두 소속 도서관 재직 교육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하였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해외 도서관 및 타 기관 연구에서 가장 높음.

 2. 직급별 교육프로그램 세부 항목 만족도 분석

 ▶ 중간관리자급에서는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실무자급에서는 교육내용

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두 직급 모두 실무와의 연계성에 대한 만족

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직급별 교육프로그램 기여 부분 분석

○ 두 직급 모두 이해와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지식 획득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

 ▶ 직급별 요구 주제 분석

○ 중간관리자급에서는 분야별 정보원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실무자급에서는 도서관 

홍보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통해 두 집단 모두 도서관 환경변화와 적응, 정보 

자원 및 지식 콘텐츠 관리에 대해 대체로 높은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직급별 선호 교육 유형 분석

○ 두 집단 모두 전문 주체별 교육, 업무기능별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멘토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직급별 선호 재교육 기간 분석

○ 두 집단 모두 주 5일 정도로 일주일 단위의 집중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랭커스터 대학의 사서이자 교수인 Kaetrena Davis Kendrick가 한

국의 4년제, 전문/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서(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7명) 8명을 대상으로 직업선택(linking career choice,), 교육 및 직업준비(LIS 

education and career readiness,), 교수진 및 학생과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faculty 

and students), 전문 사서 및 학업개발( development of professional librarianship and 

academic libraries)에 대해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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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확한 직업 선택 (Clear career choice)

 ▶ 직업 선택에 있어 개인적인 성격, 가치, 부모와 가족들에 직업에 대한 판단,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함.

 2. 변화하는 직업에 대한 기대(Transitioning career expectations)

 ▶ 실제로 사서로 업무를 하기 전에는 책을 다루거나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 

업무를 하고 난 후 정보관리 등에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격

차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3. 직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Murky career preparation)

 ▶ 교육수준(학사 또는 석사)에 관계없이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하나의 예로, 벤더들이 방문하였을 때 어떤 이야기

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답변함.

 4. 지속교육(재교육) 참여(Continuing education)

 ▶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은 사서들을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음. 급속

한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교육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과 트렌드를 따라가

기 위해 지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다른 사서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다른 도서관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음.

 5.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LIS curriculum limitations)

 ▶ 국내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전문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미국에서는 석사학위에 문헌정보학전공이 있는 반면 한국은 학사 과정에 있기 주제별 

전문 사서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 사서의 전문성(Professionalization of librarians)

 ▶ 사서의 전문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일반적으로 실무커뮤니티, 네트워킹, 타 대학도서

관 커뮤니티, 도서관 이용자와의 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동시에 사서의 전문성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과 4년제 학사과정 외 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어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인식함. 

 7. 과목의 전문화(Subject specialization)

 ▶ 일부 참가자의 경우 대학원 수준에서 문헌정보학 학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도 있음. 또한 과목의 선정에 있어 다양한 유형과 한국사회에서의 추세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8. 사서직의 외부인식(External perceptions of librarianship)

 ▶ 사서들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들이 자신들을 다른 부서에 비해 가벼운 업무로 인식한

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서를 연구지원인력이 아닌 직원으로 인식하

고 있음.

 ▶ 사서에 대한 동료 및 도서관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과 업무 가치 저하, 도서관 업무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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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외부인식은 사서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9. 도서관 정책의 어려움(Stagnant library development)

 ▶ 한국의 대학도서관장은 총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2년 순환직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불규칙으로 인해 대학도서관 조직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자가 취임하는 경우 예

산저하나 장서개발정책이 이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직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 사서의 역할(Librarian roles)

 ▶ 사서로서 학생과 교수 업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높은 자부심

을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예산과 고용에 있어서 대학 예산 삭감 대상 1순위는 도서관이 차지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

 11. 대학에서 중요한 곳(The heart of a campus)

 ▶ 도서관이 대학의 중심이며 연구의 기초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도서관의 역할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한 봉사활동과 도서관교육

이 캠퍼스 커뮤니티가 도서관 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2. 사서의 장점과 도전과제(Job benefits and challenges)

 ▶ 직업의 장점에 대해 책에 대한 접근과 정보, 직업 안정성을 이야기 하는 동시에 단점으

로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서적 또는 체계적인 제약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눈

에 띄지 않는 업무의 특성상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서적 부담을 가지고 있음.

 13. 성별에 따른 차이(Gender roles)

 ▶ 사서가 여성에게 선호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채용 시에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는 의견이 있음.

 14. 직업 만족도(Job satisfaction)

 ▶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때 업무

의 만족을 느끼고 있음.

 ▶ 한편으로 사서 업무에 대한 금전적, 신체적 보상이 적고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15. 직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함(Uncertain job outlook)

 ▶ 늘어나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도 사서 

채용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16. 낮은 전문 활동 참여(Lowered professional engagement)

 ▶ 많은 참여자들이 전문 도서관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연 관계에서 많

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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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대학도서관 사서 학습자 분석 결과

순번 학습자 분석 구분 내용 비고

1 성별
중간관리자 남성의 비율이 높음 1-1

2-13실무자 여성의 비율이 높음

2 연령
중간관리자

45-49세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 1-2
실무자

3 교육수준
중간관리자 석사 직원 비율이 매우 높음

1-3
실무자 4년제 대학 학부, 석사 

4 경력
중간관리자 20년 이상

1-4
실무자 15년 이상

5 담당 업무
중간관리자 경영 기획업무

1-5
실무자 분류/목록 열람 업무

6 연령
중간관리자

45-49세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 1-2
실무자

7 직업선택 계기 - 개인적인 성격, 가치, 부모와 가족들에 대한 직업 판단, 전문직에 대한 인식 2-1

8 교육욕구

-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은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 교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전문 지식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 지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

2-2

2-3

2-4

9 사서의 전문성
- 사서의 전문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 국내 시스템의 한계와 전문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2-5

2-6

2-7

10 외부인식
-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과 업무 가치 저하로 외부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

는 것으로 인식함
2-8

11 조직적인 문제
- 보직 대학도서관장의 일관성 문제

- 예산 저하, 장서개발 정책의 어려움
2-9

12 사서의 역할
- 사서는 중요한 역할 한다고 인식

- 하지만 대학 내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
2-10

13 도서관의 역할 - 도서관에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2-11

14 직업의 만족도

-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

- 직무만족도는 비교적 높음

- 또한 직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함

2-12

2-14

2-15

<표 42> 대학도서관 사서 학습자 분석 결과

◎ 대학도서관 사서 학습자 분석 결과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중간관리자의 경우 남성이 

실무자의 경우 여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연령은 45∼49세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하며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중간관리자의 경우 석사 직원이 매우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

은 전반적으로 높음. 담당 업무에 대해서 중간관리자는 경영 기획 업무를 실무자는 분류 및 

목록 열람 업무를 담당하여 직급별 업무에 차이를 볼 수 있음(<표 42> 참조). 

◎ 교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데 전문지식에 한계를 느끼고 이에 대한 지속교육이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아 학습동기가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학습유형과 과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도서관 및 사서의 역할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으나 이용자와 조직은 도서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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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석

5.1 개요

○ 국가직무능력표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

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 별로 체계화한 기 임.

○ 각 능력단 는 분류번호, 명칭, 정의, 단 요소, 수행 거, 지식·기술·태도, 용범   작

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 능력, 개발·개선 이력으로 구성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기

준을 의미하며 사업수행의 법적근거는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됨(한국산업인력

공단 2020).

◎ 정부는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기 위해 2002년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를 도입하였

으며, 2010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가직무능

력표준의 효율화를 추진함. 2013년,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핵심 국정과제로 확

정되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범위가 확대됨(한국산업인력공단 2020).

◎ 직무능력은 일을 할 수 있는 On-Spec 능력,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 

능력,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지식, 기술, 태도)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구

성은 다음과 같음(<그림 24> 참조).  

<그림 24> NC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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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학도서관 사서 서비스 역량에 관련된 NCS 직무

○ NCS에 속해있는 문헌정보학 분야 직무명은 ｢문헌정보 리｣로, 총 16개의 능력단 로 구

성됨. 국가직무능력표 에서는 요구되는 역량, 지식·기술, 경력에 따라 8가지의 수 체계

를 제시하는데 문헌정보 리 능력단 는 3, 4, 5 수 에 치하고 있음.

○ 앞서 분석된 이용자, 사서, 교수, 학습자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 을 때, 재 제시된 수

(3, 4, 5)에서 사서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은 학도서 이 당면한 문제 는 미래의 향방을 

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단되므로 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 이

며 미래지향 인 역량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

○ 수행 거(performance criteria)는 능력단  요소별로 성취여부를 단하기 하여 개인이 

도달하여야 하는 수행의 기 을 제시함. 수행 거에 나타난 수행동사 탐색 결과, 문헌정보

리 직무능력단 는 크게 실무, 경 ( 리), 미래(기획)역량으로 나뉘어짐.

5.2.1 직무명: 문헌정보관리

◎ 문헌정보관리 세분류: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1. 문화·예술 > 01. 문화예술경영 > 

04. 문헌정보관리

◎ 문헌정보관리 직무 능력은 총 16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5수준 단위 12개, 4수준 단위 1개, 

그리고 3수준 단위 3개로 구성됨(<표 43> 참조). 

<표 43>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능력 구성

순번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수준 능력단위요소

1 0801010402_14v2 문헌정보조직 4

분류하기

목록작성하기

메타데이터작성하기

2 0801010403_14v2
이용자 

정보 서비스
5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이용자정보서비스 운영하기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3 0801010406_16v3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5

문헌 연구하기

연구 수행하기

연구 결과 활용하기

4 0801010407_14v2
문헌정보 

이용 분석
5

문헌정보 이용 평가하기

시설 이용 평가하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하기

연구 성과 분석하기

5 0801010408_14v2 문헌 정보 보존 5

수집자료 관리하기

보존하기

폐기하기

디지털 아카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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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안)

◎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수준체계를 보았을 때, 16개의 능력단위는 전체 1~8수준 중 3, 4, 

5 수준에 위치함. 앞서 분석된 이용자, 사서, 교수, 학습자 분석의 결과를 총합하여 고려하

였을 때,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시하는 수준(3, 4, 5)에서 사서가 가질 수 있는 역

량은 융합, 입지 약화 등과 같이 대학도서관이 당면한 문제 또는 미래의 향방을 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표 44> 참조).

◎ 구체적으로, 각 수준의 역량에 집중하였을 때 현재 문헌정보관리의 수준 체계에서 사서의 

역량은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3수준),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4수준),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전달하며,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5수준)으로 한정됨. 이러한 수준에서의 역량 또

순번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수준 능력단위요소

6 0801010409_14v2
문헌정보

큐레이션
5

정보 분석하기

정보 가공하기

생성된 정보 평가하기

7 0801010410_14v2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5

문헌정보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문헌정보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문헌정보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8 0801010412_16v3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
5

이용자 정보 요구분석하기

문헌정보 자료 수집하기

수집정책 개발하기

9 0801010413_16v3 문헌정보수집 5

문헌정보 선택하기

문헌정보 입수하기

문헌정보 평가하기

10 0801010414_16v3 문헌정보시스템구축 5

문헌정보 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11 0801010415_16v3 문헌정보시스템운영 5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12 0801010416_16v3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
5

기획전략 수립하기

조직인사관리하기

13 0801010417_16v3
도서관 

유관기관 협력
5

정책분석적용하기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14 0801010418_16v3 독서문화프로그램 계획수립 3

프로그램 요구분석하기 

프로그램 설계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하기

15 0801010419_16v3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3

프로그램 진행하기

프로그램 평가하기

16 0801010420_16v1 전자문서 정보관리 3

전자문서 생성하기

전자문서 분류하기

전자문서 활용하기 

전자문서 이관하기

전자문서 보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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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

이며 미래지향적인 역량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추가적인 역량의 고려를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고,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6수준),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7수준), 조직 및 업무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8수준)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 고려가 필요함.

<표 44>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안) 3수준~8수준

수준 직무수준 정의

8수준

정의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

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지식·기술
·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

·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경력 7수준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7수준

정의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지식·기술
·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접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

역량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경력 6수준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6수준

정의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

고,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지식·기술
·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

·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경력 5수준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5수준

정의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

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지식·기술
·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 타인에게 해당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경력 · 4수준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4수준

정의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기술
·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경력 3수준에서 1~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3수준

정의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기술
· 해당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역량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경력 2수준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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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수행준거에 따른 직무능력단위의 재분류

◎ 수행준거(performance criteria)는 능력단위 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하여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함. 이는 교육과정에서의 학습목표(수행목표)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학습목표(수행목표) 또한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혀

야 할 내용과 행동을 상세하게 진술한 문장이기 때문임(한정선 등 2008).

◎ 이러한 학습목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는 학습자(Audience), 행동(Behavior), 조건

(Condition), 준거 또는 기준(Criterion)이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지시하는 행위동사의 적절한 선택이 필수적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직무능력

단위의 수행준거에 나타난 동사를 파악하고 비슷한 그룹별로 분류하였음.

◎ 탐색 결과, 문헌정보관리 직무능력단위는 크게 실무, 경영(관리), 미래(기획)역량으로 나

뉘어짐. 실무역량의 경우, 수행준거의 행위동사로서 개발, 선택(선정), 진행, 적용, 배치 및 

실행 등이 나타났으며 주로 일선에서의 업무들을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각 

능력단위의 정의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용자가 명시됨(<표 45> 참조). 

<표 45> 문헌정보관리 직무능력단위별 수행준거: 실무역량

역량 능력단위 수행준거

실무

문헌정보 조직

정의 이용자들이 적합한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수행준거
· 해당 도서관의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다. 

· 목록규칙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다. 

문헌정보 보존

정의
자료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게 수집된 자료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용자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수집된 자료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 자료 관리와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자료의 장기적 보존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 

문헌정보 수집

정의
도서관의 목적과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입수하여 평

가하는 능력

수행준거

· 기준에 따라 문헌정보를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 적절한 입수방법과 거래처를 결정할 수 있다. 

· 수집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평가도구를 선정할 수 있다.

전자문서 정보관리

정의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사용자가 전자문서를 생성, 분류, 활용, 이관, 보존하는 능력

수행준거

· 효율적 운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업무정의에 따라 전자문서 수신관리를 할 수 있다.

· 검색기능을 통해서 전자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의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과 이용자 만족을 위하여 운영계획에 따라 독서문화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능력

수행준거

· 프로그램 일정을 편성하고 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

· 독서 토론 및 치료를 지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수립

정의
이용자의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수행준거

· 이용자에 대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교육요구 분석 결과에 따라 전년도 교육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발 및 작성, 선택(선정), 진행, 적용, 배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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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관리)역량의 경우, 수행준거의 행위동사로 기획, 운영, 평가, 분석, 적용, 수립이 사용

되고 일정 부분 실무역량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기획 부문이 포함됨(<표 46> 참조).

역량 능력단위 수행준거

경영

(관리)

이용자 

정보 서비스

정의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 이용자요구에 근거하여 정보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다

·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운영할 수 있다. 

· 서비스에 운영된 정보자원을 평가할 수 있다.  

문헌정보 이용분석

정의 문헌정보 및 관리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성과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 정보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 유형별 이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설문조사 수집을 통해 응답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 프로그램 기록을 통해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이용 및 참여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문헌정보

시스템구축

정의
문헌정보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환경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문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력

수행준거

·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보 서비스 기관의 내부적 및 외부적 정보이용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

· 시스템 환경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중장기 개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중장기 운영계획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참여하는 인력과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문헌정보서비스 

마케팅

정의
문헌정보 및 관련 기관의 이용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고 실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 홍보 환경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이용자 요구에 근거하여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 이용자 요구에 근거하여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등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

정의
문헌정보 이용을 위한 개발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문헌정보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

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 서비스 표준에 기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

정의
도서관정보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과 부서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능력

수행준거

· 각종 사례 관련 자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근거하여 조직의 자원을 파악하고, 목표에 맞게 배분할 

수 있다.

기획, 운영, 평가, 분석, 적용, 수립

<표 46> 문헌정보관리 직무능력단위별 수행준거: 경영(관리)역량

◎ 미래(기획)역량의 경우, 해결, 활용(활동), 규정, 발견, 구상이 수행준거의 행위동사로 명시

되었으며, 이는 사서 요구분석에서 나타난 전략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정보활용교육과도 

연결지을 수 있음(<표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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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문헌정보관리 직무능력단위별 수행준거: 미래(기획)역량

역량 능력단위 수행준거

미래

(기획)

문헌정보 실무연구수행

정의 문헌정보 전문가로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제에 맞는 선행 연구 요구를 규정할 수 있다 

·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할 수 있다. 

· 연구 수행 결과의 현장 활용계획을 구상할 수 있다. 

문헌정보 수집정책 

개발

정의
도서관의 목적과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문헌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헌

정보 수집정책을 개발하는 능력

수행준거

· 도서관에 목적에 근거하여 이용자를 정의할 수 있다. 

· 유통환경 및 출판동향에 따라 문헌정보 수집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문헌정보의 국제 표준과 국내 표준을 확인하여 문헌정보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도서관 유관기관 협력

정의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정책을 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협

력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 분석과 적용을 위해 내외 전문가 및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유관기관과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문헌정보

큐레이션

정의
새로운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발굴, 생산,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수행준거

· 새롭게 나타난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할 

수 있다. 

· 정보 요구에 따라 정보 가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해결, 활용(활동), 규정, 발견, 구상

◎ 최종적으로, 수행준거에 따른 직무능력단위의 재분류는 <그림 25>와 같이 진행됨.

<그림 25> 수행준거에 따른 NCS 직무능력단위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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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제안

1. 교육 목표

◎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과정을 개발함.

◎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과정의 목적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사회를 둘러싼 환경과 이에 

기반한 대학구성원 및 대학, 나아가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가

진 대학도서관 사서 양성에 있음. 

▶ 기술적 발전에 기반한 사회 및 대학의 변화는 지속적이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함.

▶ 이에 기반하여 국가 및 대학이 요구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

로 예상함.

▶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적시적이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랑이 필요함.

  1) 사회 및 대학의 변화 요소들이 대학도서관 경영 및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를 파악하고, 

  2) 이를 기반으로 한 대학도서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3) 수립된 전략적 방향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의 주변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대학도서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이러한 미래의 변화를 상정할 때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의 기능 

및 현안 중심의 계속 교육은 존재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향후 

변화될 환경에서의 필요성 여부를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대학도서관 사서에게는 변화하는 환경과 이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를 설계하여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요구됨 

(<그림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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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제안 교육과정의 중점 변화 

◎ 이에 따라 새로이 개발되는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의 명칭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명칭: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접근

▶ 목표

○ 분석역량 강화

       -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구성원 및 

대학 당국, 나아가 국가의 요구를 분석할 수 있다.

○ 창의력 강화

       - 이용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주어진 조건에서 구현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 소통능력 강화 

       - 대학도서관 조직내의 소통, 대학사회에서의 학술 및 행정 기관들과의 협업, 그리고 

대학도서관 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 전략적 태도 강화

       - 주어진 환경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

는 계획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립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개발 방침

◎ 사서 교육과정 운영 시의 고려 사항

▶ 변화하는 사회 및 대학 환경에서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기대

○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학사회의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교수, 연구자, 행정부서 직원 등 점차 다양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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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창의, 협업, 분석 및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 변화

○ 대학도서관은 교육 및 연구에서의 융합 및 협업 추세에 따른 정보요구의 변화를 파악

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 이러한 변화된 정보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주어진 조건에서 실행가능하도록 개발

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체적으로 목표와 전략을 수립/구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현시점의 변화 내용인 미시적 현안에 기반하기보다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 및 사서의 교육 요구

○ 대학도서관 사서에 특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 평가 등 당면 문제와 함께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이

고 미래지향적 교육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과정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관련 기관에서 제공되는 현행 교육과정과 차별화되어

야 한다.

○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 과정에 집중하여야 한다.

◎ 사서 교육과정 개발 시의 고려사항

▶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

○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 및 이에 기반한 미래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현재와 미래에 예측되는 변화가 대학도서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

○ 환경 및 요구 변화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분석역량, 창의력, 소통능력, 전략적 태도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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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역량의 강화를 위한 교육방법

○ 각각의 요구되는 역량을 체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실행적 교육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 역량간의 상호 영향 관계를 고려한 교육과정내의 과목 조합 및 과목간 선후 관계를 

고려한다.

○ 각각의 과목에서 실행적 교육방법 수행 시 획득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함께 고려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과정 체계

○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교육방식을 설계하여 교육과정 실행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과정을 수행할 강사의 자질

○ 관련 역량에 대한 지식 및 적절한 교육방식을 수행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요구되는 강사의 자질을 제시하여 적절한 강사 선정을 지원한다.

3. 환경 및 요구분석

◎ 본 절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토대가 되는 환경 및 요구분석을 앞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

로 정리함.

◎ 사회 환경분석

▶ 제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맞춤화가 대두됨

▶ 노동시장 변화: 반복업무 로봇 대체 및 숙련 노동자 수요 증가

▶ 직무역량은 복합문제 해결, 처리 및 체계화와 사회관계 능력을 요구

▶ 정부 및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 사용이 활성화되며, 빅데이터 기술 및 플랫폼 서비스로

의 전환률 증가

◎ 대학 환경분석

▶ 학령인구의 감소 및 정치적 고려에 의한 대학 재정의 위기

▶ 연구경쟁력 강화 요구: 연구개발 투자 및 환경 제공

▶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융합 및 협업, 유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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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

▶ 도서관 및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인지

▶ 과업 중심의 개인화된 정보요구는 정보원으로서의 지인의 역할을 강화

▶ 내재된 정보요구가 구체화되지 못해 발생하는 표현 및 검색의 문제 발생

▶ 대학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 과업 중심의 개인화된 정보요구: 

준비 단계, 탐색 단계, 집중 단계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 네트워크 위주의 협업적 정보행태 증가

▶ 이용자가 기술적이며 실용적인 도움을 요구함에 있어 정보활용교육의 수요 예측 가능

◎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 요구분석

▶ 연구자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같은 연구 플랫폼 및 이용자 정보요구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

해 요구되는 역량의 필요성을 인식: 개인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

▶ 미래 변화에 대한 대학도서관 조직의 대응 능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능력 

요구

▶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정보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제전문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및 서비스 전문가, 정보자원 관리 전문가 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응답(노영희 2016)

▶ 이용자,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과 네트워킹 구축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 훈련과정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의 특징에 적합한 전문화된 교육내용 요구

○ 관종별 특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변화 필요

○ 대학도서관계의 이슈 및 동향을 조명하고 논의하는 프로그램 필요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의 개편(재구성) 필요 

○ 교육내용의 전문화 추구

         ⦁ 실무에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프로그램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교육과정 특징 

○ 2~4일 과정

○ 기능 중심 

○ 타 관종과의 공통점 및 관련성 고려

○ 개별과정의 설계 정교

○ 다양한 교육방식 적용: 강의,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

○ 지식·능력의 전달에 집중

○ 새로운 기능의 실제 운영 능력 강화 효과를 통해 실무 적용이 용이

○ 대학도서관 사서만을 위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틀 부재

○ 개별과정 설계 및 실행은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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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교육과정 특징

○ 2~3일 과정

○ 15개 내외 과정의 연간 고정적 제공

○ 강의, 사례발표, 실습의 방법 적용

   ⦁강의 중심: 다양한 강사진 포함 과정

   ⦁실습 중심: 외부전문기관 주도 과정

   ⦁외부전문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다양한 과정 제공으로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전반적 역량 강화

◎ 학습자 분석을 통한 학습자 그룹 구분

▶ 교육대상 특성(학습자)에 맞는 교수-학습전략의 수립을 위해 학습자 분석 실시함.

▶ 학습자 그룹은 소속기관인 대학도서관의 특성과 학습자인 사서의 특성에 따라 분류됨.

▶ 대학도서관 분류 체계

○ 대학도서관 평가 분류 체계(4년제, 2/3년제)

○ 대학 기능 분류 체계(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업중심대학)

○ 대학도서관 조직별 분류(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 사서 직급별 분류 체계

○ Katz의 역량 모델

   ⦁ 최고관리자(상급관리자)

   ⦁ 중견관리자(중견관리자)

   ⦁ 초급관리자(초급관리자)

▶ 대학도서관 사서교육을 위한 범주는 기본 범주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4년제의 대규모 

및 중규모 대학(연구중심대학), 4년제 소규모 대학과 2/3년제 대규모 대학(교육중심대

학도서관) 그리고 2, 3년제 중규모 및 소규모 대학, 대학원 대학(소규모대학도서관)으

로 구분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석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요구되는 역량, 지식·기술, 경력에 따라 8가지의 수준체

계 제시하며, 문헌정보관리는 3, 4, 5 수준에 위치함.

▶ 선행된 이용자, 사서, 교수, 학습자 분석을 고려하였을 때, NCS가 현재 제시하는 능력단

위(3, 4, 5)를 상회하는 역량의 제시가 필요함.

▶ 수행준거에 나타난 수행동사 탐색 결과, 대학도서관 사서 서비스 역량에 필요한 직무능

력단위는 실무, 경영(관리), 미래(기획) 역량으로 나뉨.

○ 실무: 개발 및 작성, 선택(선정), 진행, 적용, 배치 및 실행

   ⦁ 문헌정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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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정보 보존

   ⦁ 문헌정보 수집

   ⦁ 전자문서 정보관리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독서문화 프로그림 계획수립

○ 경영(관리): 기획, 운영, 평가, 분석, 적용, 수립

   ⦁ 이용자 정보서비스

   ⦁ 문헌정보이용분석 

   ⦁ 문헌정보시스템구축 

   ⦁ 문헌정보서비스마케팅

   ⦁ 문헌정보시스템운영

   ⦁ 도서관정보센터경영관리

○ 미래(기획): 해결, 활용(활동), 규정, 발견, 구상

   ⦁ 문헌정보 실무연구수행

   ⦁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

   ⦁ 도서관 유관기관 협력

   ⦁ 문헌정보 큐레이션

4. 교육과정 설계

◎ 과정 명: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접근

◎ 교육 대상: 대학도서관 사서

▶ 전략적 접근을 위한 역량과 태도는 대학도서관 사서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직책 

및 직무에 제한되지 않음.

▶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수요(신청)에 의한 것이지만, 관리자와 실무자, 그리고 다양한 경

력의 사서로 한 과정이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임.

▶ 전략적 접근을 위한 역량은 대학도서관 뿐 아니라 모든 관종의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것

이지만, 유사한 도서관 환경의 공유가 요구되므로 대학도서관 사서로 그 대상을 국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이 유사한 연구전문도서관의 사서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 수요가 충분한 경우 대상을 연구중심 종합대학교 도서관, 2~3년제 전문대학 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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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분할 수 있음. 

◎ 요구 역량

▶ 분석적 사서

○ 기술 발달 속도의 증가에 따른 빠른 사회 변화 및 이에 따른 사회의 대학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을 고려할 때, 대학도서관 사서는 사회 및 대학의 변화에 

민감하여야 함.

○ 따라서 사회 및 대학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학도서관에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이 요구됨.

○ 이러한 분석 역량은 시행되는 서비스 및 사업의 수행 과정 및 성과의 파악에도 요구

되는 역량임. 

○ 또한, 분석 역량은 계획 수립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계획 및 서비스 목표에 제안하

는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요구됨. 

▶ 창의적 사서

○ 도서관의 기본적 역할에 기반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계획의 수립과 서비스의 개발에는 파악된 환경과 요구를 이어주는 새로운 방

식을 창조하는 창의성이 요구됨.

○ 이러한 창의성 계획 및 서비스 시행 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 요구되는 역량임.   

○ 창의성에는 주어진 환경을 능동적으로 재배열하는 유연성이 포함됨.

▶ 소통적 사서

○ 도서관은 사회와 대학 환경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주어진 자원으로 수행하는 기관임.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 수행의 전반에 있어서 사서의 소통역량은 항시 요구됨. 

○ 이러한 소통은 사회와의 소통, 대학 내에서의 소통, 도서관 내에서의 소통을 모두 포

함하며, 그 효과는 공유, 정보수집, 설득에 있음. 

○ 따라서 소통 역량은 환경 및 요구의 파악,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공유 및 협업, 시행과

정에서의 서비스 전달 및 피드백 등에 모두 요구됨.

▶ 전략적 사서

○ 도서관이 사회 및 대학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 및 분배, 

서비스 및 사업의 수행, 성과의 확인 및 공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도서관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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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이러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각 과정 및 요소를 이해하고 조정하고 

재배열하여야 함.

○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들에 대한 선택적 조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에의 장단기적 영향의 파악에 

요구됨.

○ 또한, 계획 수립 및 서비스 개발 시 이들의 주어진 목표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과 이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는 데에도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 요구되는 태도

○ 전술된 역량들이 대학도서관 사서 개개인을 통해 현장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해

서는 사서 개개인이 사서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직업적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함.

○ 즉, 대학 내의 교수,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등한 직업적 

자신감이 형성되었을 때, 공유 및 협업, 서비스 제공, 설득 등의 활동을 통한 역량의 

발현이 가능할 것임.

▶ 요구 역량 및 역량의 업무과정과의 연관성은 <그림 27>과 같음.

<그림 27> 요구 역량 및 업무과정과의 관계 

◎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중점 요소 

▶ 분석적 사서

○ (강의)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Ⅰ)

   ⦁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단기적 영향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

   ⦁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대학 및 사회의 요소에 대한 지식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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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의 결과 도서관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도서관의 대응에 따라 그 변화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검토함.

   ⦁ 각각의 요소에 대한 풍부한 사례 포함.

   ⦁ 사례 강의 시 피교육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직업적 자신감 강화.

   ⦁ 강사: 대학도서관 경력 15년 이상의 관리자, 혹은 대학도서관 전공교수로 구성함.

○ (강의)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Ⅱ)

   ⦁ 본 과목은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Ⅰ)” 이후 실시하며, 반드시 연속해서 실시할 

필요는 없음.

   ⦁ 과거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임.

   ⦁ 피교육자가 모두 알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적이고 그리 오랜 과거가 아닌, 

그러나 그 영향이 이미 나타난 사례 선정 (최근 5년 이내의 사례).

   ⦁ 사례의 예: 창업 및 메이커스페이스, COVID-19 등.

   ⦁ 해당 사례에 영향을 미친 요소 및 그 사례가 대학도서관에 미친 영향 메커니즘 

지시 전달.  

   ⦁ 피교육자의 사례에 대한 이해도 점검 병행, 적극적 참여 유도. 

   ⦁ 강사: 대학도서관 경력 15년 이상의 관리자, 혹은 대학도서관 전공 교수.

   ⦁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Ⅰ 및 Ⅱ는 일정에 따라 통합 가능함.

○ (실습) 분석 실습

   ⦁ 본 과목은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Ⅱ)” 이후 실시하며, 약간의 강의 내용 정리를 

위한 시간이 요구됨.

   ⦁ 최근의 사례를 이용하여 제시된 대학도서관에 대한 장단기적 분석 실습.

   ⦁ 실습 초반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Ⅰ)” 및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Ⅱ)”에 대한 정

리를 제공. 

   ⦁ 조별 토론 및 발표를 통한 실습의 밀도 강화.

   ⦁ 다수의 최근의 사례 준비: 최근 2년 이내에 나타난 국내 및 국외, 사회 및 대학의 

변화 사례.

   ⦁ 무작위 조 편성: 직책 및 경력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각 조 구성.

   ⦁ 각 조에게 준비된 사례를 제시.

   ⦁ 각 조는 제시된 사례를 분석.

   ⦁ 구조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항목 제공. 

      예) 환경 변화 내용,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의 영향, 대학구성원 요구 변화, 대학도

서관 목표 변화 필요성, 필요성이 약화된 기존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 필요성, 

새로운 서비스의 대상 및 구체적 모습,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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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대응 등.

   ⦁ 조별 토론 시 토론 내용을 요소별로 나누어 각 요소별 토론 시간 및 발표 준비 

시간등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유도. 

   ⦁ 조별 활동을 통한 내부 소통 역량 향상 고려.

   ⦁ 발표를 통한 설득을 위한 리더십 향상 고려.

   ⦁ 실습 시 최근 사례에 대한 자료와 토의 기록지 배포. 기록지의 경우 추후 조별 인

원만큼 복사하여 모든 인원이 토의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강사: 조별토론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기본적으로는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 강사

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나, 토론 리딩에 능한 강사도 가능함. 하브루타 방식에 

익숙한 강사.

○ 실습에 있어 하브루타 방식의 적용도 가능함. 이 때 수업모형은 짝토론과 모둠토론을 

거치는 질문중심 및 논쟁 중심의 수업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p.21, <그림 6> 참조). 

▶ 창의적 사서

○ (강의) 창의력

   ⦁ 창의성 및 이에 요구되는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전달.

   ⦁ 대학도서관에서 나타났던 관련된 풍부한 사례 포함.

   ⦁ 대학도서관 사례가 부족할 경우 잘 알려진 기업이나 정부의 사업을 사례로 포함

할 수도 있으나, 사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교육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사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함. 즉 풍부한 대학도서관 사례, 균형잡힌 기업과 정부의 

사례 등으로 사례가 구성될 수 있음. 

   ⦁ 강사: 창의력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는 강사 (기업 대상 강사 포함).

○ (실습) 창의력 실습

   ⦁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도출 및 발표.

   ⦁ 모의로 현행 업무, 업무 목표, 도서관 전체의 목표, 및 주어진 환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

   ⦁ 실습은 조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조의 크기는 소통 가능하지만 너무 작지 않은 

5인 내외로 구성.

   ⦁ 조별 토론 시 토의 기록지 및 발표 준비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

   ⦁ 강사: 디자인씽킹을 통한 교육 경력이 있는 강사.

○ 실습 시 적용가능한 수업모형은 디자인씽킹이 있으며, 스탠포드 대학의 디자인씽킹프로

세스 중 마지막 ‘테스트하기’를 제외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p.23 <그림 7> 참조). 

○ 창의력 관련 강의는 일정 조정에 따라 포함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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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적 사서

○ (강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 소통의 정의, 목적 및 효과, 구성요소 및 각 요소의 기능 등을 중심으로 소통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

   ⦁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 사례의 풍부한 제공을 통한 이해도의 향상. 

   ⦁ 강사: 도서관 경영 혹은 대학도서관 전공 교수,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기업 대

상 커뮤니케이션 강의경력이 있는 강사.

○ (강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 조직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 

내용 구성.

   ⦁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커뮤니케이션, 설득 기법 등 다

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및 목적 이해를 목표로 함.

   ⦁ 사례의 풍부한 제공을 통한 이해도의 향상 .

   ⦁ 강사: 도서관 경영 혹은 대학도서관 전공 교수,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기업 대

상 커뮤니케이션 강의경력이 있는 강사.

    

○ 소통(커뮤니케이션) 강의 및 조직커뮤니케이션 강의는 일정에 따라 통합될 수 있음.

○ (토론) 실습 시 나타난 소통의 행태

   ⦁ 소통 역량을 위한 독립적인 실습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 소통의 실습은 다른 세부 교과목의 실습과정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세부 교과목 실습시 나타난 소통 행태 및 그 효과를 토론 형식을 통

해 되새길 필요가 있음.

   ⦁ 소통의 토론은 다른 세부 교과목 실습을 마친 이후에 진행.

   ⦁ 강사: 독립적으로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을 이끌 수 있는 능력 필요. 커뮤니케이션 

강사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

▶ 전략적 사서

○ (강의) 전략의 기초

   ⦁ 전략의 정의, 역할, 기본요소 등, 전략에 대한 전반적 이해.

   ⦁ 강사: 기업 대상 전략에 대한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 전략을 전공한 대학교수.

○ (강의) 전략의 수립 및 실행

   ⦁ 전략 개발의 과정 및 전략 실행 요소등,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이해.

   ⦁ 강사: 기업 대상 전략에 대한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 전략을 전공한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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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전략적 리더십

   ⦁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한 이해.

   ⦁ 강사: 기업 대상 전략에 대한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 전략을 전공한 대학교수.

○ 전략 역량 및 리더십에 대해서는 강의를 중심으로 하며 전략역량에 대한 체화는 창의

력 실습에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요구되는 태도

○ (강의)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 본 강의의 목표는 피교육자들의 직업적 자신감 강화에 있음.

   ⦁ 주 내용은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변화하는 사회에서

의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모색으로 구성함.

   ⦁ 피교육자들의 집중이 요구되므로 강의와 강사를 중심으로 한 토론 등의 적극적인 

강의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역량 발현에 기초가 되는 태도이므로 과정의 첫 부분에 실시.

   ⦁ 강사: 대학도서관 경력 20년 이상의 관리자, 혹은 대학도서관 전공 교수.

◎ 교육 일정 및 요구 환경

▶ 교육 일정: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접근

○ 3일 총 21시간의 교육일정 제안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체계에 따라 2.5일 및 2일 일정 조정 가능.

   ⦁ 일정 조정의 경우 각 과목의 강의시간 축소보다는 특정 역량에 대한 강의 제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5일 17시간 일정의 경우 창의력에 대한 과목 (창의력 강의 및 창의력 실습 4시

간)을 제거할 수 있음 (21시간 → 17시간).

   ⦁ 2일 14시간 일정의 경우 창의력에 대한 과목(4시간) 제거,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교과목 통합 (3시간 → 2시간), 조직커뮤니케이션 과목 (2시간)제거를 통해 구성 

할 수 있음 (21시간 → 14시간).

○ 교육 일정 고려사항

   ⦁ 역량 발현을 위한 태도 형성 목적의 강의는 일정의 맨 처음에 위치.

   ⦁ 소통에 대한 토론은 일정 마지막에 위치.

   ⦁ 수업 내용을 포괄 할 수 있는 시간적 안배.

   ⦁ 1일 1회 이상의 실습, 토론시간 안배.

○ 제안하는 ‘(대학도서관) 전략적 접근’ 과정의 3일 과정 일정 밍 2일 과정 일정은 세부

운영계획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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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규모 및 요구 공간

○ 실습 및 토론 등의 활동이 요구되므로 최대 50명으로 제한.

○ 교육 효과 극대화, 강사의 피교육자 통제, 그리고 피교육자의 참여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인원은 30명 내외 인 것으로 판단됨. 

   ⦁ 조별 토론 시 6개 조 내외.

   ⦁ 조별 발표를 1시간 이내로 제한할 때 1개조 별 발표 시간은 8분 내외.

   ⦁ 6개조를 위한 조별 토론 공간 필요. 

   ⦁ 강의실 규모가 70인 이상의 수용규모일 경우 강의실 내에서 조별 활동이 가능하

며, 조별 활동에 대한 강사의 통제를 고려할 때 큰 규모의 강의실에서 조별 활동

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70명 이상의 수용규모를 가진 강의실에서 진행할 경우, 강의 시 흩어져 앉지 않도

록 좌석을 지정하는 지정좌석제 채용 고려.

5. 세부 운영 계획

<3일 과정>

20XX년도「대학도서관의 전략적 접근」과정 

세부운영계획

1. 교육 목표

   대학도서관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분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내외의 다양한 요소 간의 소통 및 협업 역량을 키운다.

2. 교육 개요

   교육기간 : 20XX. XX. XX.(요일) ~ XX. XX.(요일), 3일간(21시간)

   교육대상 : 대학 도서관 직원 50여 명

   교육장소 : 사서연수관 2층 대/소강의실, 제2 정보화교육장

   운영방법 : 집합교육

   교 육 비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기준에 의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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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 교육내용

   환경 및 요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구현 역량 강화.

   토론, 하브루타 방식 교육, 디자인씽킹 등 다양한 실습.

4. 교과편성 및 강사

  교과편성

   분야별 배정시간

분  야 배 정 시 간 비  율(%) 비  고

직무전문분야 19.5 93 12과목

직무공통분야 1.5 7 1과목

계 21 100 13과목

   분야별 교육내용 및 교과편성

분야 교     과     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실습
토의

사례
견학 기타

계 13과목 21 19.5 2 4  1.5

직무

전문

(93%)

12과목 19.5 13.5 2 4

1.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토론 포함) 2.5 1.5 1 

2. 창의력 2 2

3. 창의력 실습 2  2

4.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 (Ⅰ) 2 2

5.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 (Ⅱ) 1 1

6. 분석 실습 2 2

7. 소통 (커뮤니케이션) 2 2

8. 조직 커뮤니케이션 2 2

9. 전략의 기초 1 1

10. 전략의 수립 및 실행 1 1

11. 전략적 리더십 1 1

12. 소통 (토론) 1 1

직무

공통

(7%)

1과목 1.5  1.5

1. 과정안내 및 입교·수료식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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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강사

구분 교     과     목
강        사

시간 성명 소속 및 직위

계 13과목 21

직무

전문 

12과목 19.5

1.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토론 포함) 2.5
대학도서관 경력 20년 이상 관리자, 대학도서관 

전공 교수

2. 창의력 2
창의력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강사 (기업 대상 

강사 포함)

3. 창의력 실습 2 디자인씽킹 강사

4.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 (Ⅰ) 2
경력 15년 이상 관리자, 대학도서관 전공 교수

5.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 (Ⅱ) 1

6. 분석 실습 2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과목과 동일, 하브루타에 

익숙한 강사

7. 소통 (커뮤니케이션) 2 도서관 경영 전공 교수,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기업 대상 커뮤니케이션 강의경력이 있는 강사8. 조직 커뮤니케이션 2

9. 전략의 기초 1
기업 대상 전략에 대한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

전략을 전공한 대학교수
10. 전략의 수립 및 실행 1

11. 전략적 리더십 1

12. 소통 (토론) 1 “소통 (커뮤니케이션)” 강사와 동일

직무

공통

1과목 1.5

1.입교식, 과정안내, 종합평가, 수료식 1.5 지도교수

5. 교육일정표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09:30~10:00 입교식
(강의)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Ⅰ) (강의) 조직커뮤니케이션

10:00~11:30 (강의)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토론 포함)11:30~12:30 (강의)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Ⅱ) (강의) 전략의 기초

12:30~13:3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30~14:30
(강의) 창의력 (실습) 분석 실습

(강의) 전략의 수립 및 실행

14:30~15:30 (강의) 전략적 리더십

15:30~16:30

(실습) 창의력실습 (강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토론) 소통

16:30~17:30
종합평가 및

수료식

주) “(토론) 소통”은 셋째날 11:30~12:30으로 이동 가능

   교육훈련 평가, 교육상 시상 및 소요예산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범례에 따름. 



Ⅳ. 교육과정 제안

  

 131

<2일 과정>

20XX년도「대학도서관의 전략적 접근」과정 

세부운영계획

1. 교육 목표

   대학도서관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분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내외의 다양한 요소 간의 소통 및 협업 역량을 키운다.

2. 교육 개요

   교육기간 : 20XX. XX. XX.(요일) ~ XX. XX.(요일), 2일간(14시간)

   교육대상 : 대학 도서관 직원 50여 명

   교육장소 : 사서연수관 2층 대/소강의실, 제2 정보화교육장

   운영방법 : 집합교육

   교 육 비 : 

3. 중점 교육내용

   환경 및 요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구현 역량 강화.

   토론, 하브루타 방식 교육, 디자인씽킹 등 다양한 실습.

4. 교과편성 및 강사

  교과편성

   분야별 배정시간

분  야 배 정 시 간 비  율(%) 비  고

직무전문분야 12.5 89 8과목

직무공통분야 1.5 11 1과목

계 14 100 9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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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교육내용 및 교과편성

분야 교     과     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실습
토의

사례
견학 기타

계 9과목 14 12.5 2 4  1.5

직무

전문

(93%)

8과목 12.5 8.5 4

1.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토론 포함) 2.5 1.5 1 

2.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 2 2

3. 분석 실습 2 2

4. 소통 (커뮤니케이션) 2 2

5. 전략의 기초 1 1

6. 전략의 수립 및 실행 1 1

7. 전략적 리더십 1 1

8. 소통 (토론) 1 1

직무

공통

(7%)

1과목 1.5  1.5

1. 과정안내 및 입교·수료식 1.5 1.5

  과목별 강사

구분 교     과     목
강        사

시간 성명 소속 및 직위

계 9과목 14

직무

전문 

8과목 12.5

1.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토론 포함) 2.5
대학도서관 경력 20년 이상 관리자, 대학도서관 전공 

교수

2.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 2 경력 15년 이상 관리자, 대학도서관 전공 교수

3. 분석 실습 2
“대학도서관 환경 분석”과목과 동일, 하브루타에 익숙

한 강사

4. 소통 (커뮤니케이션) 2
도서관 경영 전공 교수,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 

기업 대상 커뮤니케이션 강의경력이 있는 강사

5. 전략의 기초 1

기업 대상 전략에 대한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

전략을 전공한 대학교수
6. 전략의 수립 및 실행 1

7. 전략적 리더십 1

8. 소통 (토론) 1 “소통 (커뮤니케이션)” 강사와 동일

직무

공통

1과목 1.5

1.입교식, 과정안내, 종합평가, 수료식 1.5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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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일정표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09:30~10:00 입교식
(강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10:00~11:30
(강의)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토론 포함)

11:30~12:30 (강의) 전략의 기초

12:30~13: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30~14:30
(강의) 대학도서관 환경분석

(강의) 전략의 수립 및 실행

14:30~15:30 (강의) 전략적 리더십

15:30~16:30
(실습) 분석 실습

(토론) 소통

16:30~17:30 종합평가 및 수료식

주) “(토론) 소통”은 둘째날 11:30~12:30으로 이동 가능

   교육훈련 평가, 교육상 시상 및 소요예산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범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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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의 융·복합 증대 및 연구 및 교육의 혁신 요구, 그리고 정부 주도의 

연구경쟁력 강화 등, 대학도서관 내·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학 구조 개혁의 핵

심 토대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핵심인 사서의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 과정의 하나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

발하였음.

◎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분석 과정

▶ 사회 환경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맞춤화가 대두

○ 노동시장 변화(반복업무 로봇 대체 및 숙련 노동자 수요 증가)

○ 복합문제 해결, 처리 및 체계화와 사회관계 능력 등의 직무능력을 요구

▶ 대학 환경

○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 재정의 위기

○ 연구경쟁력 강화 요구 증대 

○ 융합 및 협업, 유연성 강조

▶ 대학도서관 이용자 정보 요구

○ 과업 중심의 개인화된 정보요구

○ 정보원으로서의 지인의 역할 증대

○ 정보요구 구체화 곤란에 따른 표현 및 검색의 문제

○ 협업적 정보행태 증가

▶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 요구 분석

○ 이용자 정보요구의 변화에 대처를 위한 역량의 필요성 인식

○ 변화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조직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능력 요구

○ 이용자,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네트워킹 구축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전문화된 교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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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프로그램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 교육과정: 기능 중심이며, 타 관종과의 관련성이 고려되었음. 개별과

정의 설계는 정교한 수준이며 다양한 교육방식이 적용되었음

○ KERIS 교육과정: 15개 내외 과정을 연간 고정적으로 제공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

존도를 보임. 다양한 과정 제공으로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전반적 역량 강화를 꾀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능 및 현안 중심의 과정에서 변화 속에서도 항상 요구되

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 과정명: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접근

▶ 일  정: 3일(21시간) 및 2일(14시간)

▶ 규  모: 50명 내외

▶ 구  성

○ 내용

   ⦁ 분석적 사서: 환경 및 요구 분석 역량 강화

   ⦁ 창의적 사서: 주어진 환경과 맥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계획 및 구현

   ⦁ 소통적 사서: 대학도서관 전 업무과정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 향상

   ⦁ 전략적 사서: 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전략적 관점 및 전략 수행 역량 강화

○ 형식

   ⦁ 각각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 형식 도입

   ⦁ 조별 토론 및 실습, 전체 토론, 하브루타 모형 및 디자인씽킹 모형

   ⦁ 각 강의내용과 활동을 진행하는 데 요구되는 강사의 자질 및 능력 제시

◎ 기대효과

▶ 변화하는 사회와 대학 속에 현 시점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강화

에 기여.

▶ 피교육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집중하여 교육

에 대한 만족도 향상.

▶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타 교육과정 진행 시, 본 과정이 역량에 집중함으로써, 

타 과정은 그 과정의 목적에 맞는 기술적 부분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대학도서관 사서

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체계 구축 지원.

▶ 교육과정을 통해 강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개별 대학도서관들이 국가적 제도 이외에도 

개별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자생적이고 국가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강한 대학 도서

관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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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대학도서관 사서교육프로그램 현황(2017~2019)

구분 일자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

기본교육
3.4

~3.22
신임사서기본

각종 도서관

(8,9급사서직 공무원)
20

관리역량
9.3

~9.6
도서관리더(중간관리자)

각종 도서관

(과장, 사무관, 계장/부장,)
50

관리역량
10.29

~11.1
도서관리더(최고경영자)

각종 도서관

(관장)
40

전문심화
3.5

~3.8
독서지도고급-독서프로그램기획및운영 각종 도서관 40

전문심화
5.8

~5.10
독서지도심화-북큐레이션과북트레일러 각종 도서관 40

전문심화
6.12

~6.14
독서 지도심화-그림책읽기와책놀이 각종 도서관 40

전문심화
6.18

~6.21
도서관문화프로그램심화 각종 도서관 50

전문심화
6.26

~6.28
독서지도심화-분야별서평쓰기 각종 도서관 30

전문심화
7.9

~7.12
독서지도심화-독서토론실무 각종 도서관 40

전문일반
3.13

~3.15
도서관노인서비스 각종 도서관 40

전문일반
3.26

~3.29
도서관이용자관리 각종 도서관 50

전문일반
4.9

~4.11
도서관장서관리(A) 국립/공공도서관 50

전문일반
4.16

~4.18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각종 도서관 40

전문일반
4.17

~4.18
도서관이슈와정책 각종 도서관 60

전문일반
4.10

~4.12
특화도서관운영 각종 도서관 40

전문일반
6.4

~6.5
도서관과저작권 각종 도서관 50

전문일반
6.25

~6.28
메이커스페이스와도서관서비스(A) 국립/공공도서관 40

전문일반
7.16

~7.19
도서관통계활용기법 각종 도서관 40

전문일반
9.18

~9.20
도서관자료보존및복원 각종 도서관 40

전문일반
9.17

~9.20
메이커스페이스와도서관서비스(B) 대학/전문도서관 40

전문일반
10.30

~11.1
연구지원을위한데이터큐레이션 각종 도서관 40

전문일반
11.5

~11.7
도서관장서관리(B) 대학/전문도서관 40

전문일반
11.19

~11.21
도서관정보활용교육 각종 도서관 40

브랜드
3.11

~3.13
통합서지용K○RMARC형식(도서) 각종 도서관 40

브랜드
4.2

~4.5
사서를위한인문학강독 각종 도서관 40

<표 48> 국립중앙도서관 오프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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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자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

브랜드
5.15

~5.17
메타데이터활용 각종 도서관 40

브랜드
5.21

~5.24
KDC자료분류 각종 도서관 50

브랜드
7.24

~7.26
통합서지용K○RMARC형식(비도서) 각종 도서관 40

브랜드
9.26

~9.27
사서한마당/도서관을바꾸는15분!(워크숍) 각종 도서관 100

직무공통 3.8
작은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K○LASYS-NETv.3.0)운영

작은 도서관

(K○LASYS-NET v.3.0사용)
40

직무공통
3.20

~3.22
도서관법령실무 각종 도서관 50

직무공통 3.22 K○LASⅢ이해및활용
공공/전문도서관

(K○LASⅢ 사용)
40

직무공통
4.23

~4.26
도서관홍보(A) 국립/공공도서관 50

직무공통 5월중
도서관직원국외연수

(주제:도서관공간구성과서비스)
각종 도서관 20

직무공통
5.14

~5.17
도서관최신동향 각종 도서관 60

직무공통
5.28

~5.31
도서관공간구성(A) 국립/공공도서관 50

직무공통 6.14 K○LASIII기반의책이음서비스운영
공공/작은도서관

(책이음서비스참여)
40

직무공통 6.21
작은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K○LASYS-NETv.3.0)운영

작은 도서관

(K○LASYS-NET v.3.0사용)
40

직무공통
7.23

~7.26
도서관공간구성(B) 대학/전문도서관 50

직무공통 9월중 도서관직원국외연수*주제:도서관공간구성과서비스 각종 도서관 20

직무공통 9.6
작은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K○LASYS-NET v.3.0)운영

작은 도서관

(K○LASYS-NET v.3.0사용)
40

직무공통 9.2 아름다운도서관체험: 국내편 각종 도서관 40

직무공통 10.4 K○LASIII기반의책이음서비스운영
공공/작은도서관

(책이음서비스운영자)
40

직무공통 10.8 국가자료종합목록활용
각종 도서관

(시스템담당자)
40

직무공통 10.11 K○LASⅢ이해및활용 공공/전문도서관 40

직무공통
10.22

~10.24
디자인싱킹과도서관문제해결 각종 도서관 40

직무공통
10.23

~10.25
도서관의이해(비사서직)

각종 도서관

(비사서직)
40

직무공통
11.12

~11.15
도서관홍보(B) 대학/전문도서관 40

직무공통
11.28

~11.29
사서를위한힐링교육

각종 도서관

(민원및이용서비스담당자)
50

협력교육 10월 찾아가는 사서교육-공공도서관운영 공공 도서관 60

협력교육 6.3~6.4 찾아가는 사서교육-교도소도서관운영 교도소 도서관 30

협력교육 5.3 찾아가는 사서교육-병영도서관운영 병영 도서관 70

협력교육 4.10/5.3 찾아가는 사서교육-작은도서관운영 작은 도서관 160

협력교육 4월/7월/8월 찾아가는 사서교육-학교도서관운영 학교 도서관 180

협력교육
3.28

~3.29
전문도서관운영핵심 전문 도서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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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자 프로그램명 기수 인원

기본교육 3.4~3.29 (사이버)신임사서기본 1기 200

전문교육

2.1~2.28

(사이버)K○RMARC형식 1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경영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최신동향*신규 1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 1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빅데이터와도서관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어린이서비스의기초 1기 150

전문교육 (사이버)연극놀이기초 1기 200

전문교육

3.4~3.29

(사이버)K○RMARC형식 2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고령사회와도서관서비스전략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최신동향*신규 2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독서지도심화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 2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전문도서관기초 1기 200

전문교육

4.1~4.30

(사이버)K○RMARC형식 3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마케팅과홍보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장서관리(개정)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장애인서비스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최신동향*신규 3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독서지도기초(개정)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 3기 100

전문교육

5.1~5.31

(사이버)KDC6판자료분류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K○RMARC형식 4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공간구성(개정)*신규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최신동향*신규 4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 4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북큐레이션과북트레일러*신규 1기 200

전문교육

6.3~6.28

(사이버)K○RMARC형식 5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과저작권(개정)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문화프로그램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최신동향*신규 5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 5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쉽게배우는서평쓰기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어린이독서상담 1기 150

전문교육 (사이버)어린이책에대한이해 1기 200

전문교육

7.1~7.31

(사이버)K○RMARC형식 6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공공도서관과청소년서비스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최신동향*신규 6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독서토론코칭 1기 150

전문교육 (사이버)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 6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학교도서관운영(개정)*신규 1기 200

전문교육

8.1~8.30

(사이버)DDC23판자료분류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K○RMARC형식 7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최신동향*신규 7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 7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어린이책서평 1기 150

전문교육 (사이버)작은도서관운영 1기 150

전문교육

9.2~9.30

(사이버)K○RMARC형식 8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최신동향*신규 8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독서치료기초 1기 150

전문교육 (사이버)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 8기 100

전문교육

10.1~10.31

(사이버)K○RMARC형식 9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이용자커뮤니케이션 1기 200

전문교육 (사이버)도서관최신동향*신규 9기 100

전문교육 (사이버)문헌정보학기초(도서관이해) 9기 100

<표 49>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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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도 개최일자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

1 2017
204.26

~2017.04.28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 전국대학도서관 사서 40

2 2017
2017.05.11

~2017.05.12
대학라이선스 협상 전문가 양성과정 협상위원 및 담당자 40

3 2017
2017.05.17

~2017.05.19

대학도서관 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

팅 과정

도서관장 및 중간관리자, 

기획담당자 등
40

4 2017
2017.06.07

~2017.06.09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홍보 전문가 양성과정 :

기초반
전국대학도서관사서 30

5 2017
2017.06.22.

~2017.06.23.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전국대학도서관 관계자 480

6 2017
2017.07.12

~2017.07.14
연구윤리와 저작권 전문가 양성과정 전국대학도서관사 35

7 2017
2017.07.19

~2017.07.21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및 활용 전국대학도서관사서 40

8 2017
2017.08.24

~2017.08.25
대학도서관 공간 및 시설 활용 전문가 과정 전국대학도서관 사서 40

9 2017
2017.08.30

~2017.09.01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정보활용 전문가 과정 전국대학도서관 사서 40

10 2017
2017.09.14

~2017.09.15
교수학습지원과 정보서비스 전국대학도서관 사서 40

11 2017
2017.09.25

~2017.09.26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 및 운영 전문가 과정 전국대학도서관 사서 40

12 2017
2017.10.26

~2017.10.27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전국대학도서관 사서 40

13 2017
2017.11.15

~2017.11.17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홍보 전문가 양성과정: 

심화반
전국대학도서관 사서 30

14 2017
2017.11.22

~2017.11.24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과정
전국대학도서관 사서 40

15 2018
2018.04.11

~2018.04.13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홍보전문가 양성과정:

기초반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30

16 2018
2018.04.26

~2018.04.27
문헌정보 큐레이션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17 2018
2018.05.03

~2018.05.04
대학라이선스 협상전문가 양성과정 협상위원 및 담당자 40

18 2018
2018.05.16

~2018.05.18

대학도서관 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

팅 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관장 및 

중간관리자, 기획담당자 등 

대학도서관 직원

40

19 2018
2018.06.20.

~2018.06.21.
2018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전국대학도서관 관계자 480

20 2018
2018.07.11

~2018.07.13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및 활용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30

21 2018
2018.07.26

~2018.07.27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홍보전문가 양성과정:

심화반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30

22 2018
2018.08.20

~2018.08.21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정보활용 전문가 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23 2018
2018.09.05

~2018.09.0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24 2018
2018.09.17

~2018.09.19
정보와 빅데이터 활용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30

25 2018
2018.10.11

~2018.10.12
교수학습지원과 정보서비스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표 5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현황(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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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도 개최일자 프로그램명 대상

1 2017
2017.10.18.~

2017.10.20
2017 대학 도서관업무 과정

대학의 도서관업무 관련 관리자 

및 실무자 

2 2018
2018.10.24.~

2018.10.26
2018 대학 도서관업무 과정

대학의 도서관업무 관련 관리자 

및 실무자 

3 2019
2019.10.23.~

2019.10.25
2019 대학 도서관업무 과정

대학의 도서관업무 관련 관리자 

및 실무자 

<표 5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과정 현황(2017~2019)

순번 연도 개최일자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

26 2018
2018.10.17

~2018.10.19
연구윤리와 저작권 전문가 양성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27 2018
2018.11.01

~2018.11.02
대학도서관 공간 및 시설활용 전문가 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28 2018
2018.12.12

~2018.12.14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 및 운영 전문가 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29 2019
2019.02.20

~2019.02.22

대학도서관 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

팅 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관장 및 

중간관리자, 기획담당자 등 

대학도서관 직원

40

30 2019
2019.03.06

~2019.03.08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홍보전문가 양성과정:

기초반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30

31 2019
2019.04.04

~2019.04.05
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정보활용 전문가 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32 2019
2019.04.25

~2019.04.26
전자자료 구독 및 협상 전문가 양성과정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담당자 및 

구독·협상에 관심있는 

교육희망자

40

33 2019
2019.05.09

~2019.05.10
교수학습지원과 정보서비스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34 2019
2019.05.22

~2019.05.24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및 활용:기초반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30

35 2019
2019.06.12

~2019.06.14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홍보전문가 양성과정:

심화반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30

36 2019
2019.07.16

~2019.07.17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37 2019
2019.08.29.

~2017.08.30.
2019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전국대학도서관 관계자 480

38 2019
2019.09.24

~2019.09.25
대학도서관 공간 및 시설활용 전문가 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39 2019
2019.09.30

~2019.10.02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및 활용:심화반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30

40 2019
2019.10.17

~2019.10.18
문헌정보 큐레이션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41 2019
2019.11.13

~2019.11.14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 및 운영 전문가 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42 2019
2019.11.27

~2019.11.29
연구윤리와 저작권 전문가 양성과정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급 사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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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도 개최일자 프로그램명 대상

1 2017 2017.02.22
대학도서관 당면과제와 현안 세미나

(10차 정기총회)
회원도서관

2 2017 2017.10.26
제54회 전국도서관대회 대도연 워크숍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회원도서관

3 2017
2017.08.24 ~ 

2017.08.25

제4회 리더십캠프

(정책과 리더십)
대학도서관 관리자

4 2018 2018.02.23
대학도서관 당면과제와 현안 세미나

(11차 정기총회)
회원도서관

5 2018 2018.10.25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대도연 워크숍

(대학도서관 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회원도서관

6 2018
2018.08.20 ~ 

2018.08.21

제5회  리더십캠프

(주제: 선택과 집중의 리더십)
대학도서관 관리자

7 2019 2019.01.18 대학도서관 당면과제와 현안 세미나(12차 정기총회) 회원도서관

8 2019 2019.10.17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대도연 워크숍

(대학도서관 평가체계를 기바한 대학도서관 발전방안)
회원도서관

9 2019
2019.08.08 

~2020.08.09

제6회  리더십캠프

(발전과 리더십)
대학도서관 관리자

<표 52>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서 교육과정 현황(2017~2019)

순번 연도 개최일자 프로그램명 대상

1 2017
2017.09.21. ~ 

2017.09.22
제60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

2 2018
2018.10.18. ~ 

2018.10.19.
제61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

3 2019
2019.10.24. ~ 

2019.10.25.
제62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국공립대학도서관 사서

<표 53>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서 교육과정 현황(2017~2019)

순번 연도 개최일자 프로그램명 대상

1 2017
2017-04-20 ~ 

2017.04.21

제19차 도서관장회의

(New Value@University Library – 새로운 위상)

사립대학교 

도서관장

2 2017
2017-11-08 ~ 

2017.11.10

제37차 관리자세미나

(New Value@University Library – 새로운 자원)

사립대학교 

관리자

3 2017
2017-07-05

~2017.07

제32차 실무자워크숍

(New Value@University Library – 새로운 서비스)

사립대학교 

실무자

4 2018
2018-04-19~

2018.04.20

제20차 도서관장회의

(New Paradigm SHIFT – Innovation for User)

사립대학교 

도서관장

5 2018
2018-11-07~

2018.11.08

제38차 관리자세미나

(New Paradigm SHIFT- Transformation for User)

사립대학교 

관리자

6 2018
2018-07-04~

2018.07.06

제33차 실무자워크숍

(New Paradigm SHIFT- Technology for User)

사립대학교 

실무자

7 2019
2019-04-18~

2019.04.19

제21차 도서관장회의

(Leading Change for Development – Contributing to Future)

사립대학교 

도서관장

8 2019
2019-07-03 ~ 

2019.07.05

제34차 실무자워크숍

(Leading Change for Development – Creating More)

사립대학교 

실무자

9 2019
2019-11-06 ~ 

2019.11.08

제39차 관리자세미나

(Leading Change for Development – Collaborating Together)

사립대학교 

관리자

<표 54>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사서 교육과정 현황(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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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도 개최일자 프로그램명 대상

1 2017
2017-05-17 ~ 

2017-05-19
제22회 사서직무교육 및 정기총회 개최

전문대학

도서관 사서

2 2017
2017.02.10. ~ 

2017.03.11.

2017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동계세미나 

(전문대학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회 ; 지식정보유통의 허브)

전문대학

도서관 사서

3 2018
2018.05.16. ~ 

2018.05.18.
제23회 사서직무교육 및 정기총회 개최

전문대학

도서관 사서

4 2018
2018.02.02. ~ 

2018.02.03.

2018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동계세미나

(전문대학도서관의 새로운 도전과 기술)

전문대학

도서관 사서

5 2018
2019.05.22. ~ 

2019.05.24.
제24회 사서직무교육 및 정기총회 개최

전문대학

도서관 사서

6 2019
2019.01.25. ~ 

2019.01.26.

2019년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동계세미나

(나는 도서관이다)

전문대학

도서관 사서

<표 55>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서 교육과정 현황(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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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대학도서관 사서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인터뷰지 

  본 문가 인터뷰는 2020년 국립 앙도서 에서 『 학도서  사서 서비스 역량 강화를 

한 교육과정 개발』을 하여 학도서  리자  실무자를 상으로 도서  조직의 문제

  변화된 요구 직무 역량을 악하기 한 것이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도서 의 간 리자를 상으로 학도서  환경 변화  이러한 변화에 응

하기 해 요구되는 조직 리상의 개선 을 조사, 분석

    2. 학도서  이용자와 직  면하는 실무자를 상으로 학도서  이용자의 변화

된 요구  이를 해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조사 분석

 

  해당 질문에 해 문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로 편안하게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질문의 상단에는 답변을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자료

의 출처는 본 연구진이 조사한 내용  련 연구논문 등입니다.

1. 대학의 변화: 융합과 협업을 통한 연구 및 교육 활동

 � 학문 및 학제간 융합 교육과 연구 확대

⚪국내: 인하대학교 융합교과목, 동국대학교 융합학과, 고려대학교 복수전공 이수

⚪해외: 애리조나주립대학교 Adaptive Learning(Flipped Learning과 유사), 싱가포르기술

디자인대학교 학과가 아닌 사회적 요구 기반 pillar 중심의 학문구조 개편 대학융합혁신, 

하버드 의과대학 학제를 넘어선 대학간 융합 전공 운영

 �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 변화 (연구자들의 연구행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적 변화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매체 의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문제 해결 방식의 적용을 요구하게 됨. 그로 인해 연구자들 대부분이 정보탐색과정

을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끼고 있음

⚪학문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론과 현장을 넘나드는 지식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

자가 가진 정보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융합적인 성격을 띄게 됨

⚪연구자들은 과업 중심의 개인화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지인’을 동적인 정보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정보원으로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인적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성하여 정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업적 행태를 보이고 있

음(민윤경 등 290).

 � 대학의 교육 활동 변화

⚪이론과 현장의 융합교육

- 해외 사례: 기숙형 온라인 대학의 미네르바대학, 1학년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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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온라인으로 개방한 애리조나 주립대학, 1/4 학비 수준의 온라인 MBA 과정 일리

노이주립대, 물류 경영석사 MOOC를 통한 마이크로 석사 + 캠퍼스 한 학기 이 과정

을 제공하는 MIT 등

⚪교육과정 방식의 변화

-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협업, 참여, 팀 중심의 문제해결

⚪정부 정책의 변화

- 정부 주도의 경쟁력인 지원사업 방식(대학의 자율 혁신 강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이행실적 평가 중심의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공적 재원(지원금)의 

책무성 강화(예: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수 및 학생의 상호작용, 협업, 능동적인 참여 등의 팀 중심 문제해결 방식으로 변화(구

성주의 교육)

《Q 1-1》대학의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있는 

대학교육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2》현재(최근) 대학이 변화하는 교육과 연구 동향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2.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변화된 정보요구

⚪이용자들의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나타난 대학 구성원의 정보이용행태

-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의 동적이고 융합적인 정보요구 특성

⚪개별적인 정보요구와 정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는 이용

자를 집단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좀 더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정보 요구의 신분별 특성이 약화되고 있기때문에 이용자층을 구분하여 구성된 서비스보

다는 개인별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민윤경 등 2020, 291).

《Q 2》대학 및 대학교육의 변화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의 정보요구도 융·복합적이고 동적인 

특성을 띠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용자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

는 정보요구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

⚪도서관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들: 학계의 변화, 도서관계의 변화, 교수/학습방법의 변

화, 학생/교수진의 연구행태 변화, 학술자료 형태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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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대학도서관의 변화(현황)

- 도서구입예산 감소 반면, 전자자료 구입 비중 중가 

- 국내 대학도서관 학술자원의 경우 해외 대학과는 상이한 특징 존재: 국내는 해외에 

비해 핵심 전자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 대학들은 OA 확대 및 

전환에 중점

-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연구 성과분석/관리/제공), 각종 독서프로그램 등(강미경 

2016)

《Q 3》위의 예시는 최근 대학도서관의 변화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비

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관리상의 개선점

⚪고등교육환경의 변동 하에서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들

- 예산의 축소, 도서관 역할의 변화, 도서관 장서 속성의 변화

-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술 기반 구조의 요구

- 전자저널(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 감소 등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Q 4》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관리상 가장 우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대학 구성원(이용자)의 정보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서의 직무 역량

� 기술적인 측면의 예시

⚪테크놀로지 기술 요구, 데이터베이스 및 도서관시스템 관리 기량 강조, 이용자 서비스, 

테크놀로지관련 교육, 다문화 환경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획기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 

강조, 아날로그 및 디지털자료의 이해·활용·기술보존, 가상 참고봉사 지원, Digital 

Humanities/Digital Scholarship 촉진 역할,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어플리

케이션 기술 지원

⚪IT기능과 사서기능의 통합 경향, 디지털자료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서의 IT기술진과

의 긴밀한 소통 기대, 점점 진화되어 가는 전통적인 사서 업무, 전통적인 업무 기술과 

신업무 기술의 혼합형직 증가, 새로운 업무와 기술요구 증가 추세

� 사서직의 새로운 업무 분야 예시

⚪디지털 저장소(Digital repositories),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 Text-mining, 

Visualization, Digital archiving, Data Management 등(강미경 2016).

⚪교육: 학생중심의 맞춤형 학습서비스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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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및 학습 활동 지원 강화: 고교-대학 연계 독후감 공모전(도서전시, 북토크 포함)

- 창의적·협력적 학습 환경 구축: 디지털 매체 교육 확대, 디지털 정보 소양교육(디지

털 프라이버시, 저작권, 정보윤리,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

⚪연구: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

- 해외 학술자료 구독 및 공동활용 확대: 한국형 전자저널 구독 모델 개발, 사례중심 

협상강화 교육, OA자료 관련 서비스

-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 연구성과 분석/관리/제공, 교원의 경우 대학도서관의 주

요 역할로 학술자료 제공 다음으로 논문작성·투고 전략, 연구동향 분석 등을 요구

- 연구윤리 확립 지원: 사전예방 목적의 저작권 및 연구부정행위 범위 교육, 표절예방

시스템 사용법,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연구윤리전문가 양성 교육 등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 이용자 중심 사고: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여 제공하기보다 숨겨

진 욕구까지 발견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설득력: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화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한다.

- 전문성 업데이트: 도서관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업무에 활용한다.

- 분야/업무 이해도: 맡은 업무에 대한 진행사항과 세부 사항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 전문성 기반의 소통: 도서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관련자들과 당

당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피력한다.

- 업무추진력: 자신만의 원칙과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하

게 계획을 이행하여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 나간다.

 

《Q 5》앞에서 최근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용자들의 정보요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어떤 직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하여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직무 역량을 2개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에 대한 인식

《Q 6-1》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서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국중의 사서교육 훈련과정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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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서교육 훈련과정은 대학도서관 환경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 얼마나 도움(적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면 해

당 교육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에 대한 분석

※ 질문 7번∼8번 문항은 첨부한‘2019년 사서교육훈련(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7-1》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의 문제점 또는 보완해

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Q 7-2》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에 바라는 점을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

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및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

⚪교육 과목의 우선 순위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 등

⚪교육 방법(온라인 강좌, 지역순회 강의 개설 등)

8.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사서교육 훈련과정의 미래 방향

《Q 8》선생님이 생각하는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책무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규 교육 과목을 2개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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