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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32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실습실의 시설과 비품, 그리고 교수·학습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교수와 사서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21세기 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인 사서 양성을 위하여 문헌정보학 교과 운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실습실의
발전된 모형으로서 교수매체 센터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에는 분류와
편목의 실습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류·편목 실습실과 첨단의 매체나 시청각 기재 또는 실습용 교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영
상매체 실습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 검색 방법을 체득하게 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 주며, 컴퓨터 관련 정보학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실습실을 둔다. (2) 분류·편목 실습실과 영상매체 실습실, 정보처리 실습실의 배치도는 <그림4-1>, <그림4-2>, <
그림4-3>과 같다. (3) 각 실의 면적은 각각 162㎡(49.1평)이며, 수용인원은 40-50명 정도, 전담운영 관리자로 매체 전문가 1 명과 전담
조교 1명을 둔다. (4)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에 소장해야 할 교수·학습자료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시청각 기재, 도서정리를 위한
용품, 각종 장비 및 용구 등과 같은 교구와, 실습용 교재, 실습용 분류와 편목에 관한 도서, 기타 실습용 도서 및 참고도서 등과 같은
교재이다. (5)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의 비품으로 실습용 테이블, 서가 등 일반 비품과 CD 보관함 등 각종 자료 보관함을 둔다. 

ABSTRACTS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ust focus on practical education acted upon as a laboratory room in the characteristics

of learning, because it cultivates a librarian as an information expert who can conduct professional affairs and services, applying
traditional theory to the practical busin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This dissertation suggested a new paradigm of an instructional
media center as an advanced laboratory room which faithfully can run the curriculum of 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cultivating librarians, information experts who can satisfy the 21C information society. To carry out this purpose, I considered the
various opinions of professors and librarians, after investigating and analyzing facilities and furnishings of laboratory rooms, and
teaching and learning data related to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32 universities. These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Constructional media centers connected to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ts laboratory rooms for
practical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classes; laboratory rooms for film media which can utilize advanced media, listening tools,
and practical materials; information management laboratory rooms which can experience the various information research methods
through the Internet, cultivate the ability of information application, and teach the curriculu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lated to computers. 2) Arrangement plans linked to laboratory rooms for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one for film media, and
one for information proceedings are as follows: <picture4-1>, <picture4-2>, and <picture4-3>. 3) The size of each room is 162㎡
(49.1pyong.);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dmitted is about 40 to 50; each room has one media expert and one assistant as operating
manager of exclusive responsibility. 4) Instructional & learning data which must be contained as instructional m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clude computers, marginal tools related to it, listening materials, supplies for ordering books,
teaching aids containing various equipment and tools, textbooks for practice, books connected to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for
practice, and textbooks related to practical subjects and reference books. 5) Instructional media centers belonging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quires tables for practice, general furnishings like bookshelves, and various material depository boxes.



1.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헌정보학은 학문의 성격상 이론을 도서

관·정보센터의 실무에 적용하여 전문적 업무

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정보 전문가로서의 사

서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실에서 이루

어지는 실습교육이 중요하다. 대학설립·운영

규정1) 에 의하면 교육을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교수 활동에 매우 미흡하다. 특히 내

일의 도서관·정보센터를 이끌어 갈 사서 양

성을 담당하는 문헌정보학과의 기본 시설인

실습실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그 기능이 효

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면 한국의 문

헌정보학교육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에는 고도의 과학의 발달로 문자

와 영상을 동시에 기록하는 비디오 테이프, 음

성·영상·애니메이션까지 종합적으로 기록

할 수 있는 매체인 CD-ROM 등 끊임없이 개

발되는 첨단의 전자매체를 전통적인 인쇄매체

들과 함께 도서관에 소장해야 한다. 또한 그

첨단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교수매체

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문헌정보학 교

과과정이 컴퓨터 정보처리, 정보검색, 온라인

탐색, 도서관자동화, 시스템분석, 컴퓨터 프로

그래밍, DB 관리, 정보기술론 등 컴퓨터 관련

정보학 과목의 비중이 높아져 현재의 실습실

로서는 수업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교과

과정 운영상 수업 지원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교수매체 센터화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

전문가인 사서 양성을 위하여 문헌정보학 교

과 운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실습실의 발전

된 모형으로서 교수매체 센터의 새로운 모형

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이론은

문헌연구를 하고, 실습실 현황 및 실태 파악은

설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한다. 조사 방법은

E-mail과 우편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에는 전

화나 팩스로 면담하여 확인·조사한다. 조사

대상으로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수도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한국 공공도서관

발전 연구회2) 소속 공공도서관의 사서,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3) 회원 중에서 비교적 활동이

많은 대학교 도서관 사서 및 전문도서관 사서

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체 사서

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또 설문에 응한 문헌정보학과 현직 교수(81

명)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사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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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1998.2.24. 대통령령 15665호, 제4조 1항,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
2) 한국 공공도서관 발전연구회는 1996년 8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공공도서

관장 사서자격연수를 이수한 후 현재 70여개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사서로 조직된 전국 규모의 모임이다.
3)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Library Mailing List)는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과 관련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과 관련된 새소식, 각종 질문 및 답변 등을 상호전달, 교류하는 회원 중심의 모임이다. 조사 대상은 1998년
2월부터 1999년 1월까지 5회 이상 전자우편(E-mail) 활동을 한 회원이다.



을 소지한 공공도서관(158명), 대학도서관

(102명), 전문도서관(33명)에 근무하고 있는

293명의 사서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단순 표집의 제한점이 있다.

1. 3 용어의 정의

(1) 교수매체센터(Instructional Media

Center) : 다양한 교수매체를 비치·관

리하여, 교수·학습에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교육 환경이다.

(2) 교수매체센터화(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Laboratory into Instruc-

tional Media Center) : 다양한 교수매체

를 비치·관리하여, 교수·학습에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

드는 것으로 전통적인 실습실로부터 교

수매체 센터로의 전환함을 뜻한다.

(3) 문헌정보학교수매체센터(Instructional

Media Center for the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사서 양성을 위하

여 교수매체를 비치·관리하여 교수·

학습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

성해 주는 시설로서 분류·편목 실습

실, 영상매체 실습실, 정보처리 실습실

등의 통합적인 개념이다. 

1. 4 선행 연구의 개관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체

로 문헌정보학의 이론 및 학문적 성격, 교육제

도, 교과과정, 비교 연구, 교육환경 등 5개 분

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성이

많은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에 관

한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IFLA에서

작성한「도서관학과를 위한 기준」중 시설 분야

에서는“사무실, 강의실, 학습구역, 교구와 비품

은 도서관학과의 수요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

다.”4) 고 제시하고 있으며, 강의에 필요한 시청

각기재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순정5) 은 미국에서는 새로운

미디어를 강의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

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하여 그

지방의 미디어 센터 등에서 실습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장

혜란6) 은 교육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강

의 교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습에 의한 방

법이 문헌정보학 교수법으로서 중요하다는 것

을 제시하면서 기술에 대한 실습이 미국의 경

우 학과용 실습실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소개

하였다. 최성진7) 은 실무 기술을 가르치는 교

육과 정보관리 실무 수행에 유용한 교육을 해

야한다고 하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연구8)

에서는 연구자들의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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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FLA.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 1976,”IFLA Journal 2(4), 1976, pp.209-223, 이병목역. “도서
관학과를 위한 기준,”『도서관』37.4, 1982.7, pp.9-25. 

5) 한순정. “최근 미국의 정보전문가 교육의 동향과 한국사서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도서관학』12, 한
국도서관학회, 1985, pp.149-164.

6) 장혜란. “미국 도서관학 교육의 발전과 현황,”『논문집』22, 상명대학교, 1988, pp.199-221.
7) 최성진. “정보학 교육의 개혁 방안 연구,”『도서관학 』제6집, 1989, pp.111-153.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보고 제89-16-71호, 서울 : 동협의회,

1989.



하면서 실습 기자재의 구비와 실습실, 컴퓨터

그리고 시청각 기자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승채9) 는 문헌정보학과 실습실의 현황을 분

석하고 실습교육을 위한 공간, 장서, 예산 및

기자재의 확보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그의 연

구는 실습실 최소 모형이라기보다는 문헌정보

학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최

소 공간 구상이다. 최소 공간으로 자료 및 도

구, 비품들을 유지·보관할 수 있는 실습교육

용 도서관 자료의 선택과 수집, 자료의 조직

및 정리, 문헌정보의 처리, 각종 정보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소형의 도서관과 시청각

교육전용 실습실, 정보처리 및 타자 실습실을

제시하였다. 이종수10) 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과목에 연습이나 실습이 필요하여 실험도서

실이나 실습실의 구비가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분류표, 주제명 표목표, 각종 매체, 시청각 자

료, 컴퓨터 등의장비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2.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1 문헌정보학의 형성과 실습교육

문헌정보학은 종래의 도서관학에 정보학적

인 이론과 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체계로 전

개되는 학문의 명칭11) 으로 도서관에서의 실무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

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문헌정보학은 도

서관학과 현대의 정보학이 접목된 형태의 학

문으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새로운 학문으

로 태어났다. 문헌정보학은 문헌과 정보의 병

립적인 합성어가 아니라, 문헌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로 그 뜻을 이재철12) 은 그의

논문에서‘문헌정보’를‘문헌에 담긴 정보’즉

‘정보를 담은 문헌’또는‘문헌’이란 말과‘정

보’란 말이 합성해서 제3의 새로운 개념을 지

닌 용어로 보고 그 개념을 종래 문헌이 지녀

왔던 것보다 외연을 좀 더 넓혀 도서와 비도

서에 수록된 정보는 물론 컴퓨터에 기록된 정

보까지도 포함하는 해석으로 문헌정보학을 종

전의 도서관학보다 훨씬 연구 대상의 범위가

넓은 학문으로 보았다. 문헌정보학은 정보 이

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효

과적으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과

학적이고 경제적인 통할 수단과 방법을 연구

하는 학문이요, 기록정보의 경제적인 수집, 축

적, 검색, 전달, 이용을 위해서 경제적이고 과

학적으로 통할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헌정보학은“정보자료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최선의 조건 조성의 원리 및 그 체계와 과학

적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13) 이다. 문헌정보학

교육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정보 이용자의 요

구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서 또는 정보전문가를 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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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승채. “문헌정보학교육을 위한 실습실 최소 모형의 개발,”『도서관학논집』17, 도서관·정보학회, 1990,
pp.175-210.

10) 이종수. 문헌정보학 분야의 과정별 교과과정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6.
11) 정필모. 『문헌정보학 원론』, 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1996. p.102.
12) 이재철. “문헌정보학 학명에 관한 고찰,”『정보관리학회지』, 8. 2, 1990. 12, pp.3-33.
13) 정필모. 전게서, p.124.



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문적으로 이론적인 측

면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습교육의 중요

성이 대두된다. 코탐(Keith M. Cottam)14) 은 실

습을 통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개발하

고 이론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

며,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발전과 토대를 확립

하기 위한 전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의 지

식에 따른 자신의 전문직에 대한 성취도를 평

가하고 분석하며 연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필요한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고 탐지하는 방

법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

고 실무 경험을 쌓음으로써 전문적인 가치를

종합하고 이해하며 그 결과로써 전문인으로서

의 긍지를 얻게 되고 호기심, 이론과 실무에

대한 비평적인 접근, 새로운 사상에 대한 수용

력과 이들을 시험할 필요성, 새로운 지식이 습

득되는 방법론에 대한 관심 및 부단한 연구에

대한 책임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본영15) 도 전문직 교육은 이론적인 기

반 위에 실습을 적절히 혼합시켜야 하기 때문

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문직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라는 이중 성격 때문에 교과과정을 준

비하는데 어려움과 복잡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샌더즈(W. L. Sanders)16) 는 학생들이

현대적인 정보기술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해당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

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이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이용자에게 봉사를 수

행할 전문사서의 배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이론과 더불어 실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여야 하며, 졸업 후 도서관 및 정보관리 현

장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서도 실습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습 기자재의 구비

는 문헌정보학 교육에 필수적이며 이론과 실

습의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하여 실습실과 컴퓨

터를 비롯한 각종 시청각 기자재 등 교수·학

습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2. 2 문헌정보학 실습실의 교수매체 센터화

2. 2. 1 교수매체 센터의 개념 및 기능

교수매체 센터에 관한 명칭은 학습자원 센

터(Learning Resources Center)17), 교육매체센터

(Educational Media Center), 교수매체 센터

(Instructional Media Center)18) 등다양하게불리

어지고 있다. 이들은 명칭이나 운영 방법이 약

간 다를 뿐이지 교수·학습 과정(Teaching·

Learning Process)을 좀 더 능률적으로 구성하

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활동이며19), 학

생들의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각종 자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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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eith M. Cottam. “Cooperative Education for Librarianship, Theory into Practice,”『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10, fall 1969, pp.97-102.

15) 구본영. “한국에 있어서 사서 실습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도서관학』10, 1983, pp.3-38.
16) W.L. Sanders. “The Environment of Library Education,”『In Education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Reference to Asia(IFLA Publications 20』, London : L.A., 1982,
pp.11-21.

17) James W. Brown 〔et al.〕『Administering Educational Media』, New York : McGraw-Hill, 1972, p.102.
18)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Educational Technology : A

Glossary Terms』, Washington, D. C., 1979, pp.327-329.
19) 유태영. 『교육공학』,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pp.420-421.



스와 환경적 조건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20)

는 기본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교수매체

센터를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학습에 필요한

보조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적으로 발전시킨 용역기구21) 나 학생들이 매체

전문가 지도 아래서 사고력을 양성시킬 수 있

는 일종의 실험실22) 의 개념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교육연합회에서

는 모든 영역에 걸친 인쇄매체와 시청각 매체,

설비, 매체전문가의 서비스를 학생과 교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 내의 학습센

터23) 라고정의하였고, 메릴(I. R. Merrill)과 드

롭(H. A. Drob)24) 은 일정한 장소에 시설을 설

치하여 교과과정과 교수에 관련된 교수 자료

의 제작, 획득, 제시, 개발, 설계,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용철25) 은 매체

센터를 도서를 비롯해서 연속간행물, 팜프렛,

리프렛, 지도 등의 비도서자료, 영화 필름, 슬

라이드, 녹음테이프, 사진자료 등의 시청각 자

료와 이들을 활용하는 일체의 기재 및 컴퓨터

까지를 하나의 조직단위로 포괄하여 이를 교

육과 학술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봉사하는 종합적인 조직 기구라고 정의하

였다. 교수매체 센터의 구성 체제를 자료 및

인적 자원, 시설 그리고 기기로 구성된 하나의

체제적 접근 모형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2-1>

과 같다.26) 이러한 개념을 종합해 볼 때 문헌정

보학 교수매체 센터는 문헌정보학교육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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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지운. 『교육자료』, 서울 : 한국고시연구원, 1979, p.384.
21) Ralph C. Leyden. “Stephens College Learning Center,”『New Media in Education』, Washington, D.

C. :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 DAVI, NEA, 1963, p.142.
22) Ruth Ann Davis.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 A Force for Education Excellence』, 2nd., New

York : R. R. Bowker, 1974, p.333.
23) ALA & NEA.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 Chicago, 1969, p.ⅩⅤ.
24) Irving R. Merrill and Harold A. Drob. 『Criteria for Planning the College and University

Learning Resources Center』, Washington D. C. : AECT, 1977, p.15.
25) 김용철. 학교도서관의 Media Center화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1983, p.1
26) 교수매체 센터의 구성체제는 힉스(Hicks)와 틸린(Tillin)이 멀티미디어 도서관 운영에서 제시한 구성체제를

참고하여 구안한 것이다.(Warren B. Hicks & Alma M. Tillin. 『Managing Multimedia Libraries』, New
York : R. R Bowker, 1977, p.26.)

<그림 2-1> 교수매체 센터의 구성 체제

교수매체
센터의 구성 요소

이용자

시설(기기)

인적자원(지도
·교육)

자료(인쇄·
시청각·

전자)



서 양성을 위하여 교수매체를 비치하고 관리

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

을 조성해 주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7)

교수매체 센터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광범

위한 학습자원(Learning resources)을 확보하여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닉켈(M.

L. Nickel)28) 은 보유한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수매체 센터의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능은 <그림

2-2>와 같이 ①교수·학습시설 제공 ②교수매

체 제공 ③시청각 기기 이용법 지도 ④시청각

자료 이용법 지도 ⑤교수매체 개발 ⑥컴퓨터

및 정보 이용법 지도 ⑦교육정보 제공 ⑧교수

매체 제작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

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는 사서 양성 교육을

위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유용한 교재와 교

구의 비치와 관리뿐만 아니라 교수의 수업과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 활동의 센터로서 교육

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사서가 도서관 현장에

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하여 2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2. 2 교수매체 센터의 운영

2. 2. 2. 1 조직

교수매체 센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경영자의관심과정책뿐만아니라이용자

의 관심, 예산, 시설 등이다. 특히 경영자의 관

심은 그 기관의 교수매체 센터의 운영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관심있는 이용자도

교수매체 센터를 어떻게 조직하여 운영하느냐

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매

체 센터의 조직은 경영자의 경영 철학과 이용

자의 요구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29) 또한 교수매체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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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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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만수. 교수미디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0, p.8.
28) Mildred L. Nickel. 『Steps to Service』, Chicago : ALA, 1975, pp.1-3.
29) William T. Schmid. “Is a Big Media Center a Big Problems ?,”『Audio Visual Instruction』, October,

1976. p.12.



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산을 들 수 있

는데, 그 이유는 수업에 투입되는 많은 교수자

료인교재와교구를확보하여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풍부한예산이필요하기때

문이다.30) 데이비스(H. S. Davis)31) 는일반적인

교수매체 센터를 독립분산식 조직, 중앙집중식

조직, 독립분산식과 중앙집중식의 장점을 적용

하여운영하는혼합식조직의 3가지형태로설

명하였다.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교수매체

센터의조직은데이비스가제시한형태의조직

을 참고하여, 각 교과목에 적용되는 교수 방법

에 따라 수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과장의책임하에매체전문가와담당조교를

두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업무 면을 강조

하는 조직이 바람직하다.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는 교수와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최대

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교수와 학

생에게만족하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교

수·학습자료 즉 교재와 교구, 시설 및 공간이

효율적으로이용되는바람직한조직구조와운

영체제가수립되어야할것이다. 

2. 2. 2. 2 서비스

교수매체 센터의 서비스 프로그램(Service

program)은 요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임무

및 활동32) 을 의미한다. 리세너(James w.

Liesener)33) 는 교수매체 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교수매체 센터에 투입되

는 자원을 담당 직원과 자료, 기기, 시설이라

고 제시하고 그 자원을 기술적으로 운용하면

이용자에게 알맞은 서비스가 산출된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그는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서

비스가 강조된 교수매체 프로그램 서비스 모

형34) 에서 학습자료를 구입하고 정리하여, 담

당직원의 기술적인 봉사에 따른 자료 처리와

매체 서비스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활용되

어 좋은 학습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교수매체 프로그램 모형을 문헌

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에 적용하여 담당자의

자료, 기기, 시설의 적절한 투입과 기술적 봉

사에 의한 자료 처리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수

업과 학습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사서가 도서관 현장에서 각종 매체

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

는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의 서비스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직접 관련이 되는 직접서비스와

직접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

는 간접 서비스가 있다. 직접 서비스는 교수매

체 센터에서 교수·학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각종 교수자료의 제공 즉 교재와 교

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반면에

간접 서비스는 교수 매체의 관리 및 유지 등

과 같은 활동이다.35) 그러므로 이용자들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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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illiam T. Schmid. 『Media Center Management』, New York : Hasting House, 1980, p.7. 
31) Harold S. Davis. 『Instructional Media Center』,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1971, pp.56-59. 
32) 박은영. 대학미디어 센터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 대학원, 1986, p.4.
33) James W. Liesener. “Systematic Planning in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Planning for Library

Services』, New York : Haworth Press, 1992, p.102
34) James W. Liesener. Ibid., p.103.
35) Alne C. Wisdom. 『Introduction to Library Services for Library Media Technical Assistants』, New

York : McGraw-Hill, 1974, p.5.



리하게 교수매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접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메릴(I. R. Merrill)과 드롭(H. A.

Drob)36) 은 교수매체 센터가 제공해야 할 서비

스로 교재제작 서비스, 집단학습에 대한 서비

스, 개별학습에 대한 서비스, 교수개발 서비스,

교육계획 서비스를 제시하였는데,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에서의 서비스와 관련이 깊은

것은 교재 제작 서비스와 집단학습에 대한 서

비스라 할 수 있다. 한편 교수매체 센터의 서

비스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과적이다.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

는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2. 2. 2. 3 요원

교수매체 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매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서비스는 요원의 질과

수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다.37) 미국교육공

학협회(AECT)38) 에서는 교수매체 센터의 요

원을 전문직으로 정의하고 직무 수준의 난이

도에 따라전문요원(Media Specialist)39), 기술요

원(Technician), 보조요원(Aide)으로 나누었다.

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해 키퍼(Robert E. De

Kieffer)40) 는 ①예산 계획과 집행②시청각 기

자재 평가와 선택 ③교재 제작 ④교재 활용

⑤교구 활용 ⑥이용자 교육 ⑦교재·교구의

활용 방법 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데이비스

(Davies)41) 는 전문요원이 갖추어야 할 것을 교

수 이론과 방법, 교과과정 설정에 대한 지식,

교수매체 장비의 선정과 조직 그리고 관리하

는데 필요한 지식, 교수 프로그램과 매체 프로

그램의 서비스에 관한 지식, 교수·학습자원

을 통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라고 제시하

였는데,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의 요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교과에 대한 지식과 교수

매체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에릭슨(Carlton W. H. Erickson)42) 은

교수매체 센터에 인격과 자질을 갖춘 디렉터

(Director)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그 중에

서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 요원의 자질에

관련된 것만 제시하면 ①교수·학습방법을 개

선해 나가는데 관심을 갖는 교육자 ②매체 프

로그램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실무자 ③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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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rving R. Merrill and Harold A. Drob. op. cit., pp.29-33.
37) 김유숙. AV Coordinator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p.4.
38) 미국교육공학협회편. 『교육공학』, 김신자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pp.41-43.
39) 1. 전문요원(Specialist)에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나 디렉터(Director),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 불

리는 사람들이 포함된다.(오혜정. 시·군 교육(구)청 자료실의 운영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p.16.) 2. 전문요원에는 Coordinator,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Audio Visual Specialist로 나 눈 다 .(John T. Gillespie and Daina L. Spirt.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New York : R.R. Bowker, 1983, p.101.
40) Robert E. De Kieffer. 『Audio Visual Instruction』, New York :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1965, pp.103-104.
41) Ruth Ann Davies.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 Instructional Force Excellence』, New York

: R.R. Bowker, 1979, p.22.
42) Carlton W. H. Erickson. 『Administering Instruction Media Programs』, New York : Macmillan, 1968,

pp.9-13.



각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

으로 교재·교구를 평가하고 개발시킬 수 있

는 전문가 ④시청각 교구에 대한 기술적인 지

식의 소유자이다. 전문요원은 교재 제작이나

교구 활용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이나 경험을

쌓고 교수매체 센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기술요

원은 주로 교재의 제작과 교구 사용 그리고

조작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보조

요원은 사무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43)

일반적으로 요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지원 기능, 교수 기능, 제작 기능, 행정 기능,

교수개발 기능, 전문 기능44) 이라 할 수 있다.

김용철45) 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학교도서관

매체 센터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 4

년제 대학이나 석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의

요원은 전술한 그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문헌정보학과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가

진 사서이면 더욱 좋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수

매체 센터에서는 선진국의 교수매체 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요원은 모두 두기 어려우나 교

수와 학생에게 바람직한 서비스를 하고, 수업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요원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2. 2. 2. 4 매체

문헌정보학 교육에는 강의와 토론, 실습 방

법, 과제부과 방법, 시청각 방법, 컴퓨터 보조

학습(CAI) 등 일반적인 교수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46) 문헌정보학 교수법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습을 통한 학습이

다.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서 실습을 통한 학

습의 목적은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

서 사서로서 봉사하게 될 때 맡을 업무중에서

실물이나 실제 업무와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는데, 자료에 대한 실습이 도서

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기술에 대한 실습

은 학과용 실습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다.47) 1960년대 이후 교육공학의 발달과 함

께 각종 매체가 교육 보조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시청각 자료와 컴퓨터의 사용은 교육

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에도 바람직한 매체 센터가

설립되어 매체 특히 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수매체

센터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

부하고 우수한 양질의 교수매체가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관리나 그 기능 면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8) 교수

매체는 교수·학습과정에 있어서 수업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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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James W. Brown, Kenneth D. Norberg and Sara K. Srygley, op. cit., p.390.
44) Dwight F. Burlingane, Dennis C. Fields and Anthony C. Schulzetenberg. 『The College Learning

Resource Center』, Littleton,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78, pp. 144-146.
45) 김용철. 전게서. p.7.
46) 장혜란. 전게서, p.215.
47) Philip A. Metzger.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Library Science Teaching Materials,”

『Library Trends』, V.34, No.3, pp.478.
48) 김윤미. 대학 시청각 센터 요원의 직무 만족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11. p.Ⅸ.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정보를 조직, 제시, 저장

하며 적절한 학습 방법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양하고 정교한 장치나 방법들을

의미한다.49) 일반적으로 교수매체는 교재와 교

구로 나눌 수 있는데 교재는 교수·학습의 자

료가 되며 교수·학습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수자료이고 교구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교수용구를 말한다.50) 다시 말하면 슬라이드와

비디오 테이프, CD-ROM은 교재가 되며 슬라

이드 환등기와 비디오, CD-ROM Driver는 교

구가 되는 것이다. 교수매체는 집단수업이나

개별학습 등 어떤 형태의 교수·학습 과정에

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

인 활용은 2가지 이상의 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복합매체 체제(Multimedia

System)이라 할 수 있다. 교재를 선택할 때는

적절성, 확실성, 흥미도, 조직과 균형, 기술적인

질, 가격 등의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다.51) 교

구는 자료의 내용을 전달하는 교수 용구로 다

양하고 충분한 수량이 구비되어야 한다. 적절

한 교구의 수량은 활용되는 자료의 양, 센터의

규모 및 수준, 교과과정 운영에 충분한 수량만

큼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매체 센터에 기

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교구는 ①슬라이드

환등기 ②필름스트립 환등기 ③35㎜·16㎜·8

㎜ 필름 영사기 ④라디오, 텔레비젼 수상기 ⑤

VTR, VCR ⑥녹음기 ⑦전축/Record player ⑧

실물 환등기(Opaqure projector) ⑨투시물 환등

기(OHP) ⑩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 ⑪영사용

스탠드, 테이블 ⑫스크린 ⑬운반대(Cart) ⑭카

메라(35㎜, 16㎜, 8㎜ 영화) 등이다.52) 교수매체

센터의 비품은 교재와 교구를 수업에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배치하고 도서관 용

품을 전문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서 주

문·제작하거나 구입해야 하며 디자인도 현대

감각에 맞고 견고하며 녹이 슬지 않는 목재가

좋다. 

2. 2. 3 교수매체 센터화의 필요성

오늘날에는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달로 문

자와 음성·영상·애니메이션까지 종합적으

로 기록할 수 있는 매체인 CD-ROM의 개발

등 기록매체가 다양화되었고, 이에 따라 첨단

의 기록매체를 전통적인 인쇄매체들과 함께

도서관에 소장하여 제공하고, 그 첨단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컴퓨터 관련 정보학 과목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는 교과과정의 변화로 인

하여 다양한 교수매체를 비치·관리하여, 교

수·학습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

습실의 교수매체 센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해지고 있는데, 그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2. 3. 1 기록매체의 다양화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 정보 등은 언어나

문자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기록매

체에 의해서 전승되어 왔다. 기록매체는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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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Alan C. Green. 〔et al.〕, 『Educational Facilities with New Media』, Washington, D. C. : NEA, 1975,
p.A-1.

50) 이만수. 전게서, 1990, p.27.
51) James W. Brown, Kenneth D. Norberg and Sara K. Srygley, 전게서, pp.170-171.
52) 김정규·김영수. 전게서, pp.346.



의 대표적인 형태인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의

점토판(clay tablet)을 비롯하여 이집트의 파피

루스(Papyrus), 퍼가몬(Pergamon)에서 개발된

양피지(Parchment)와 독피지(犢皮紙,

Vellum), 동양의 죽간(竹簡), 목독(木牘), 견백

(絹帛)과 그 외 수피(樹皮), 귀갑(龜甲), 동물

의 뼈 등을 거쳐 AD 105년경에 채륜에 의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이가 발명되어 20

세기 초기까지는 종이를 사용한 도서 형태의

기록매체가 유일한 전승매체로 사용되어 왔다.

인류의 문화와 역사는 종이 위에 기록된 인쇄

매체에 의해서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

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고도의 과

학 문명 발달로 첨단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쉬, 녹음 테이프, 비

디오테이프, CD-ROM과같은 첨단의 기록매

체가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 특히 CD-ROM은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애니메이션까지도 종합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 수십 권의 백과사전을 1장에 기록할

수 있는 고밀도, 대용량의 획기적인 다중매체

로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분야는 물론이거니와 다

른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자

도서의 형태는 일반 도서 형태의 기록매체에

비해서 수십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순식간에 필요한 정보를 불러

낼 수 있고, 수 천리 밖의 외국에 있는 자료를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이적인 기록매체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첨단의 기록매체를 전통적

인 인쇄매체들과 함께 도서관에 소장해야 하

고, 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

교육을 해야하며 아울러 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교수매체 센

터가 필요한 것이다. 

2. 2. 3. 2 도서관·정보센터 봉사의 변화

오늘날은 정보의 기록이 도서 형태에 그치

지 않고 각종 복합매체에도 기록되어 전달되

는 정보사회이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고도로 발달된 정

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하

는 행위가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고, 사회구

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보가

핵심적역할을하는사회를의미한다.53) 지식·

정보 산업의 발전이 국가 발전에 직결되고 지

식 산업의 발전이 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있다고 볼 때, 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은 더욱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현대는

전자기술이 도서관에 도입되어 자료의 소장으

로부터 접근과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그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전

개는컴퓨터와뉴미디어및통신기술등을포

함하는 정보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에 의해 촉

진된 것이다.54) 특히광기록기술의 급속한 발

전은음성, 문자, 동화상을 포함하는여러가지

형태의 멀티미디어 제품들이 개발되고 보급되

어 도서관에서 핵심 소프트웨어로 자리잡고

있다. 버클란드(Michael Buckland)55) 가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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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김지화. “정보사회의 특징과 그 문제,”『창원대학교 논문집』제16권, 1994, p.131.
54) 한상완. 『정보사회의 전개와 정보이용』, 서울 : 구미무역(주)출판부. 1997, p.40.
55) Michael Buckland.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 a Manifesto』,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2.



정보기술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지만

가볍게여길수는없는문제라는말과같이정

보 환경을 무시하고는 도서관이 지닌 본래의

임무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

이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자료관리 기술을 개선시켜 오던 중, 새로

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시대로 접어드는 과

정에 있다.56) 도서관은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하는데, 도서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독서 토론과 저자와

의 면담도 있지만, 일반적인 관심사를 알리는

게시판, 정보의 배포를 돕는 참고봉사,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의 접근, 정보를 광고하기

위한 서비스 디스플레이(service display),

영화 감상을 촉진시키는 영화 축제, 문화성장

을 육성하는 예술 쇼 등도 도서관 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오늘날 정보 봉사의 추세는 도

서 형태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다. 전자출판이

일반화됨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매

우 쉬워져 이미 상당수의 서지, 목록, 색인,

초록, 백과사전, 사전, 인명정보원, 통계정보

원, 디렉토리 등 대다수의 자료들이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가

까운 시일 내에 상당수의 참고 도서들이 데

이터 베이스화된 자료로 서비스될 것이며, 도

서관은 과거와 같이 정보원이 되는 것이 아

니라 정보원과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정보중

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존 자

료의 데이터 베이스화는 참고도서나 잡지, 신

문에 그치지 않고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

도 광범위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서관

은 정보사회가 되면서 폭발적인 정보의 생산,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역할

을 해야한다. 이와 같이 정보사회의 도서관에

서 봉사할 사서 교육을 위하여 교수매체 센

터는 필요한 것이다. 

2. 2. 3. 3 교과과정의 변화

우리 나라 최초의 도서관학 교육기관인 국

립조선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을 보면 실습실

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도서분류법, 동

서편목법, 동서편목실습, 서서편목법, 서서편

목실습의 5개 과목(29.4%), 10시간(29.4%)이

다.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도서관학당 고급사

서과정의 교과과정을 보면 실습실에서의 실

습이 필요한 과목은 분류와 목록법 1(4시간),

분류와 목록법 2(4시간), 비책자 자료(2시

간), 시청각 자료(2시간)의 4개 과목(28.6%)

12시간(35.3%)이다. 1960년대에 설립된 중앙

대학교의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57) 중에서 실

습실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분류와 편

목(6학점), 특수자료의 조직(2학점), 시청각

자료(2학점), 타자(선택 2학점)으로 29개 과

목, 92학점 중에서 4개 과목(13.8%), 12학점

(13.0%)이다. 그 후 정보사회의 도래와 학과

명의 변경으로 개정된 1990년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58) 을 보면 현 실습

실의 실습보다는 새로운 실습실 개념인 교수

매체 센터에서 실습수업을 해야하는데, 그 과

목으로는 자료조직 연습 Ⅰ·Ⅱ(4학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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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정필모. 상게서, pp.127-128.



처리 연습(2학점), 정보검색론(3학점), 고서정

리법(3학점), 과학기술문헌론(3학점), 도서관

자동화(3학점), 비도서자료운영론(3학점)으

로 32개 과목 98학점 중에서 8개 과목(25%)

21학점(21.4%)이다. 최근의 연세대학교의 교

과과정59) 중에서 교수매체 센터에서 실습수업

을 해야하는 과목을 보면 정보조직론 : 분류,

정보조직론 : 목록, 정보처리연습, 학술정보네

트워크기초, 정보기술론, 서지데이터 베이스

론, 색인 및 시소러스, 사회과학정보, 텍스트

처리론,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과학기술정보,

정보조직연습, 정보시스템 구축론, 정보표준

화론, 특수자료조직론, 정보검색론, 정보시스

템분석, 정보검색 기법론, 지식 구조론으로 37

개 과목 중에서 19개 과목(51.4%)이다. 한국

대학교육협의회60) 의 연구보고(제89-16-71

호)의 교과과정 모형 편제를 보면 자료조직

론, 고서정리법, 색인초록법, 비도서자료, 컴퓨

터정보처리법, 정보검색론, 문서관리, 특수매

체론, 온라인탐색, 도서관자동화, 시스템분석,

사무자동화, 컴퓨터 프로그램밍, DB관리론,

인공지능, 전산이론, 정보기술 등으로 역시 교

수매체 센터에서 실습수업을 해야하는 과목

의 비중이 높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기의 교과과정은 실습실에서 실습수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의 교과과정은 새로운 개

념의 교수매체 센터에서 실습수업을 해야 하

는 컴퓨터 관련 정보학 과목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의 실습실의 교수매체 센터

화가 필요한 것이다. 

3. 자료 조사 및 분석

3. 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3. 1. 1 조사 대상 선정

조사대상은 한국의 32개대학의 문헌정보학

과 실습실과 그 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 공공도서관 발전연구회 소속 공공도서관

의 사서와 서울·인천시립 공공도서관의 사서

그리고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 회원 중에서 대

학도서관 사서와 전문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다. 

3. 1. 2 조사 방법 및 처리

설문지 조사는 1999년 2월 1일부터 3월 25일

까지 약 50일간 실시하였다. 회수된 총 418부

중 응답내용이 성실하지 못한 14부를 제외한

404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회수된 각 자

료의 처리는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1. 3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문항형태는 선택형과 자유응답형

으로 하고, 학과용, 교수용, 사서용의 3종류로

배경정보, 실습실, 비품, 교구, 교재, 도서에 관

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3. 2 실습실에 대한 교수 및 사서의 의견

분석

문헌정보학 실습실과 교수·학습자료, 비품

에 관한 교수와 사서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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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교수들은 실습실에서의 수업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다. 또한 학생들이 장차 도서관·정보센터에

서 봉사할 때에 필요하여 실습실에서 실습교

육을 받아야 할 교과목으로 도서분류 및 편목,

정보검색, 도서관 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PC통

신, DB구축, 의학을 포함한 주제별 서지 등 주

로 자료조직과 컴퓨터 관련 분야의 과목을 제

시하였다. 실습실의 전담 운영 관리자에 학과

조교(45.7%)를 선호하였고, 매체전문가

(28.4%)도 추천하였다. 문헌정보학과 실습실

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컴퓨터 및 관련 기재는

PC 586 이상, 칼라 및 레이저 프린터, 빔 프로

젝트와 OCR 스캐너이며, 시청각 기재로는 복

사기, 비디오,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텔레비

젼, 슬라이드 환등기, OHP, 스크린, 카세트 녹

음기, 팩스와 전화이다. 기타 실습용 기재는

비디오 편집기, 카세트 고속복사기, 실물 투영

기, 디지털 카메라를 제시하였다. 50% 이상의

교수들이 실습실에 갖추기를 희망하는 도서

정리용품은 정리용 라벨이며, 장비 및 용구로

는 넘버링, 장서인, 암막이다. 실습실에 갖추어

야 할 장비와 용구는 편리하고 업무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 개발된 장비와 용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이 실습실에 갖추

기를 희망하는 교수·학습자료는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녹음테이프, CD-

ROM, CD, 컴퓨터 프로그램, 마이크로피쉬,

마이크로필름이다. 분류에 관한 도서는 KDC,

DDC, UDC, LC, 고서분류법, 도서기호로는

이재철 동서 저자기호, 카터 샌번 저자기호가

일반적이다. 편목에 관한 도서는 KCR 제1, 2,

3판 AACR2, 한국 문헌자동화 목록형식 단행

본용, 한국 문헌자동화 목록형식, 연속간행물

용, 한국 문헌자동화 목록형식 비도서자료용,

한국 문헌자동화 목록기술규칙 단행본용, 한

국 문헌자동화 목록기술규칙, 연속간행물용,

한국 문헌자동화 목록기술규칙, 비도서자료용

등 고서편목에 관한 것이다. 그 외에 미국 문

헌 자동화 목록형식 서지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교수도 있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관

련 국내 용어사전류, 문헌정보학 관련 외국 용

어사전류, 한국도서관 법령집, ISBN, ISSN,

한국 서지학사전 등 서지학 사전류, 국어 사전

류, 자전류, 영어 사전류, 일본어 사전류, 특히

의학을 포함한 각종 주제별 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비품으로는 일반서가, 잡

지가, 테이블, 컴퓨터 테이블, 음향영상 테이블,

의자, 캐비넷, 파일자료 캐비넷, 파일박스, 각종

자료함은 비디오 테이프장, 카세트 테이프장,

CD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사

서들은 52.6%가 재학 당시에 학과에 전용 실

습실이 있었고, 39.3%가 잘 활용되었다고 응답

하였다. 실습실의 활용이 잘 된 이유를 수업에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실습실의 활용을 수업

의 효과와 수업의 편리 때문이라고 응답하였

다. 문헌정보학과 전용 실습실의 필요성에 대

한 설문에 대부분의 사서들은 전용 실습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사서가 전

용 실습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

람직한 일이다. 전용 실습실이 필요한 이유를

대학·공공·전문도서관 사서 63.8%가 현장

근무 시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하여 라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실습이 이론보다 더 중요

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응답한 사서도 13.7%

이다. 현장의 근무 시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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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라는 응답은 실습실이 현장의 업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습실은 현

장 사서들의 요구와 교육이라는 명제에서 운

영해야 할 것이다. 실습실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서들은 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서

들은 실습실에서 수업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

는 응답이 65.3%이며 도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34.7%이다.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수업내용이 현장과 거리가

있음 13명(8.2%), 시설 부족 13명(8.2%)으로

응답하였고, 공공도서관 사서는 시설 부족 11

명(10.8%), 수업내용이 현장과 거리가 있음 9

명(8.8%)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문도서관 사서

는 수업내용이 현장과 거리가 있음 5명(

15.2%), 교수매체의 구 시대성과 교수 매체의

부족을 각각 2명(6.1%) 응답하였다. 전체적으

로는 수업내용이 현장과 거리가 있음 27명

(9.2%)이며, 시설부족 25명(8.5%)이다. 무 응

답을 제외한 응답자 79명중에서는 34.2%가

수업내용이 현장과 거리가 있음, 31.6%가 시설

부족으로 응답하였다. 교수매체 실습실은 정

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현장

의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의 수업을 해야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 78.5%, 공공도서관 사서

60%, 전문도서관 75.8%가 실습실에 전담 관

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습실의

전담 관리자로 대학도서관 사서는 학과조교

(36.7%), 매체전문가(29.1%)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공공도서관 사서는 매체전문가

(20.6%), 학과조교(19.6%)에, 전문도서관 사

서는 매체전문가와 학과조교에 가장 많이 응

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학과조교(38.8%),

매체전문가(33.9%)를 선호하였다. 현재 문헌

정보학과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학과조교가

좋을 것으로 연구자는 생각하나 교수매체 센

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매체전문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

학과 학생 실습을 위한 장소의 이름을 문헌정

보학과 실습실(52.9%), 교수매체 센터

(20.8%)를 선호하였다. 실습실에서 수업해야

할 내용은 주로 자료조직 분야와 컴퓨터 관련

분야로 대학도서관 사서는 정보검색 실습(1

위), 도서관 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실습(2위),

도서 분류 및 편목 실습(3위), DB구축(4위),

PC통신, 실습(5위)로 응답하였고, 공공도서

관 사서는 도서관 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실습

(1위), 정보검색 실습(2위), 도서 분류 및 편

목 실습(3위), DB구축(4위), 각종 공문서 작

성(5위), 전문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실습(1위), 정보검색 실습(1

위), DB구축(3위), 도서 분류 및 편목 실습(4

위), PC통신 실습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사서

들은 도서관 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실습(1

위), 정보검색 실습(2위), 도서 분류 및 편목

실습(3위), DB 구축(4위), PC통신 실습(5

위)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도

서관 사서들은 각종 공문서 작성을 5위에 응

답한 것이 특이하다. 문헌정보학과 실습실에

서 활용하는 컴퓨터 및 관련 기재에 대하여

50% 이상의 사서들이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

한 기재는 PC 586이상, 칼라 및 레이저프린터

이며, 빔 프로젝트와 OCR 스캐너이다. 복사

기, 비디오, 텔레비젼, 슬라이드 환등기, OHP,

스크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마이크로피쉬

판독기, 바코드 프린트 및 라벨 프린터,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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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도 실습실에 갖추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 실습용 기자재로는 비디오

편집기, 카세트 고속복사기, 실물 투영기, 디

지털 카메라이다. 사서들이 실습실에 갖추기

를 희망하는 도서 정리용품은 정리용 라벨이

다. 도서관이 전산화 된 후 현장에서는 서서

히 카드목록이 퇴장되고 소규모 도서관에서

도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

서관이나 문고 등 작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넘버링, 장서인,

북추럭,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넘버링, 장서인,

스테플러(大), 암막, 북추럭, 북엔드를 갖추기

를 희망하였다. 실습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용구는 편리하고 업무의 능력을 높일 수 있도

록 새로 개발된 장비와 용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0% 이상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실

습실에 갖추기를 희망하는 교수·학습자료는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녹음테이프,

CD-ROM, CD, 컴퓨터 프로그램, 마이크로피

쉬, 마이크로필름이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CD-ROM, CD, 컴퓨

터 프로그램, 전문도서관 사서들은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녹음테이프, CD-

ROM, CD, 컴퓨터 프로그램, 마이크로피쉬,

마이크로필름, 필름스트립이다. 50% 이상의

사서들은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CD-

ROM, CD, 컴퓨터 프로그램, 마이크로피쉬,

마이크로 필름이 실습실에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KDC,

DDC, LC, 고서분류법,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KDC, DDC, 전문도서관 사서들은 KDC,

DDC, LC, 고서분류법에 관한 도서를 갖추어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이

재철 동서 저자기호, 카터 샌번 저자기호가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춘희 저자 기

호법, 엘라드식 저자기호법, 장일세 동서저자

기호법을 제시하는 사서들도 있었다. 50% 이

상의 사서들이 실습실에 갖추어야 한다고 응

답한 편목에 관한 도서는 KCR 제1, 2, 3판

AACR2, 한국 문헌자동화 목록형식 단행본용,

한국 문헌자동화 목록형식 연속간행물용, 한

국 문헌자동화 목록형식 비도서자료용, 한국

문헌자동화 목록기술규칙 단행본용, 한국 문

헌자동화 목록기술규칙 연속간행물용, 한국

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 비도서자료용 등

고서편목에 관한 책이다. 그 외에 미국문헌

자동화 목록형식 서지도 갖추어야 한다고 응

답한 사서가 있었다. 기타 실습실에 갖추어야

하는 도서로 50% 이상의 사서가 응답한 것으

로는 문헌정보학 관련 국내 용어 사전류, 문

헌정보학 관련 외국 용어 사전류, 한국도서관

법령집, ISBN, ISSN, 한국 서지학 사전 등 서

지학 사전류, 국어 사전류, 자전류, 영어 사전

류, 일본어 사전류, 독일어 사전류, 불어 사전

류, 중국어 사전류이다. 50% 이상의 사서들은

일반서가, 잡지가, 신문가, 테이블, 컴퓨터 테

이블, 음향영상 테이블, 의자, 캐비넷, 파일자

료 캐비넷, 파일박스를 실습실에 갖추기를 희

망하였다. 사서가 원하는 비품은 일반서가, 잡

지가, 테이블, 컴퓨터 테이블, 의자, 음향테이

블, 파일자료 캐비넷, 파일박스이다. 50%이상

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마이크로 필름 보관

함, 비디오 테이프장, 카세트 테이프장, CD보

관함, 공공도서관 사서는 비디오 테이프장, 카

세트 테이프장, CD 보관함, 카드 목록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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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서들은 마이크로 필름 보관함, 비디

오 테이프장, 카세트 테이프장, CD 보관함을

실습실에 갖추기를 희망하였다. 

4.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의
모형 개발

4. 1 문헌정보학 실습실의 교수매체 센터화

에 대한 논의

문헌정보학 실습실에 대한 교수와 사서들의

의견은 실습실에서의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습실에

서 실습교육을 받아야 할 교과목으로 도서분

류 및 편목, 정보검색, 도서관 자동화 프로그

램조작, PC통신, DB구축, 의학을 포함한 주제

별 서지 등 주로 자료조직과 컴퓨터 관련 분

야의 과목을 제시하면서, 교수매체 실습실은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현

장의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의 수업을 해야한

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실

습실의 현황을 조사하고, 교수와 대학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사서, 전문도서관 사서들에

게 설문을 통하여 의견을 조사한 다음 실습실

의 명칭, 면적, 수용 인원, 전담 운영자, 시설,

교수·학습자료, 비품을 제시하고 배치도와

모형을 개발하여 실습실의 교수매체 센터화의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 구

별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의 실습실 현황

과 교수와 현직 사서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

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의 모형을 한 학년의

학생 정원 40명〜50명을 기준으로 구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1. 1 명칭

전체를「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라고 명

명하고 그 안에 ①분류·편목 실습실 ②영상

매체 실습실 ③정보처리 실습실을 둔다. 

4. 1. 2 면적

(1) 분류·편목 실습실 : 9m×18m (162㎡

: 49.1평) :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실습

실 면적은 81㎡(25평) 미만이 8개학과,

81㎡(25평)-132㎡(40평)미만이 11개

학과로 가장 많고 132㎡(40평) 이상이

9개 학과이다. 공주대학교의 교육 정보

관에 설치된 178㎡(54평)의 분류·편

목 실습실을 참고하여 보통 강의실 2개

의 면적인 162㎡(49.1평)를 구안하였다.

(2) 영상매체 실습실 : 9m×18m(162㎡ :

49.1평) : 김용철61) 에 의하여 구상된 교

육정보관을 참고하여 영상매체 실습실

은 162㎡(49.1평)를 구안하였다. 

(3) 정보처리 실습실 : 9m×18m(162㎡ :

49.1평) : 공주대학교의 교육 정보관에

설치된 178㎡(54평)의 정보처리 실습

실을 참고하여 정보처리 실습은 162㎡

(49.1평)를 구안하였다. 

4. 1. 3 전담 운영자 : 매체 전문가 1명과

전담조교 1명

현재 문헌정보학과 실습실 전담자는 학교

당국에서 임명한 학과조교나 행정조교가 64%

28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 2000

61) 김용철 외. 전게서, p.109.



이다. 사서들은 전담 운영자의 필요성(92.9%)

을 매우 높게 인정하였고, 학과조교(38.8%)와

매체 전문가(33.9%)를 선호하였다. 컴퓨터 관

련 수업과, 시청각 기기 및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이 많음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매체

전문가가 적당하다. 대학평가에서도 수업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수업을 요구하고 있고

질 높은 교수의 수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매체

전문가가 필요하다. 

4. 1. 4 수용인원 : 40〜50명

학부제 또는 계열 전공 입학 제도로 인원이

불확실하여 40명〜5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모집단위의 구성상 문헌정보학과에 학생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 많아 적어도 수

용 인원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좌석 배치

등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습 수업을 교대로 실시할 수 있다. 

4. 2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 모형

교수와 사서의 의견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습실에 갖추어야 할 교수·학습자료와

비품 그리고 실습실을 이용하여 실습교육을

받아야 할 분야(교과목) 조사에서 응답된 내

용에 따라 3개의 실습실로 구분하였다. 

4. 2. 1 분류·편목 실습실

분류·편목 실습실은 분류와 편목의 실제를

수업하는 장소로, DDC, KDC, 주제별 서지,

Index Medicus 등실습 교육용 도서와 자료 정

리 용품, 각종 장비 및 용구를 구비하여 교육

하는 교수매체 센터이다. 다음과 같은 용품과

장비, 용구, 도서, 비품 등을 갖춘다.

4. 2. 1. 1 도서정리 용품

①정리용 라벨 ②양서카드 ③동서카드 ④신

문카드 ⑤잡지카드(월간, 주간) ⑥대출카드

⑦청구카드 ⑧대출기간표 ⑨안내카드 ⑩칼라

라벨 ⑪북 포켓 ⑫각종 도서원부 : 50% 이상

의 교수와 대학도서관 사서, 전문도서관 사서

들이 실습실에 갖추기를 희망하는 도서관 정

리용품은 정리용 라벨인데, 전문도서관 사서

들은 각종 도서원부 갖추기를 희망하였다. 도

서관이 전산화 된 후 현장에서는 서서히 카드

목록이 퇴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

도서관이나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사용하고 있

다. 그러므로 수업에서는 다양한 정리용품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견본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2. 1. 2 각종 장비및 용구

①넘버링(자동 6단) ②장서인 ③비인(은

인) ④단면인(측인) ⑤기증인 ⑥스테플러(책

제본용 대형) ⑦제본용 접착 권총(서적제본

용) ⑧전기 펜(Electronic Pencile) ⑨천공기 ⑩

재단기 ⑪Bar-code Printer ⑫ID card Printer ⑬

Bar-code Scaner ⑭Bar-corder reader ⑮

Decoder ⑯Label Keeper ⑰라벨 프린터 ⑱코팅

기기 ⑲제본 및 보수 양면테이프 : 50% 이상

의 교수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실습실에 갖

추기를 희망하는 장비 및 용구는 넘버링, 장서

인, 스테플러(책 제본용으로 대형)인데 오늘날

은 전통적인 장비와 용구에다가 기계화, 자동

화된 장비및 용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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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1. 3 실습용 도서

(1) 분류에 관한 도서 : ①한국십진분류법

(KDC) ②듀이십진분류법(DDC) ③국

제십진분류법(UDC) ④미국의회도서

관분류법(LC) ⑤미국 의학도서관 분

류표(NLMC) ⑥전개분류법(EC) ⑦

일본십진분류법(NDC) ⑧콜론분류법

(CC) ⑨서지분류법(BC) ⑩주제분류

법(SC) ⑪조선십진분류법(박봉

석)(KDC(P)) ⑫고서분류목록법(상)

등 고서분류에 관한 책 ⑬각종 시소러

스 (L.C Subject Headings, Sears S. H.,

MeSH 등) 

(2) 도서기호에 관한 도서 : ①이재철 동서

저자 기호표 ②카터샌번 세 자리

(Cutter-Sanborn Three-Figure)저자

기호표 ③이춘희 저자 기호표 ④장일세

동서저자 기호표 ⑤엘러드(Elrod) 저자

기호표 ⑥메릴(Merrill) 저자 기호표

(3) 편목에 관한 도서 : ①한국편목규칙 제

1, 2, 3판(KCR 1,2,3) ②영미편목규칙 제

2판 ③미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 ④한

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단행본용 ⑤한

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연속간행물용

⑥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비도서자

료용 ⑦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

단행본용 ⑧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

규칙-연속간행물용 ⑨한국문헌자동화

목록 기술규칙-비도서자료용 ⑩고서분

류목록법(하) 등 고서편목에 관한 책

(4) 참고도서 : ①문헌정보학관련 한국어

용어 사전류 ②문헌정보학관련 외국어

용어 사전류 ③한국도서관 법령집 ④한

국문헌번호-단행본용 ⑤한국문헌번호-

연속간행물용 ⑥한국서지학사전 등 서

지학 사전류 ⑦국어 사전류 ⑧자전류

⑨영어 사전류 ⑩일본어 사전류 ⑪독일

어 사전류 ⑫불어 사전류 ⑬중국어 사

전류 ⑭주제별 참고 서지 ⑮의학관련

참고 도서 ⑯주제명 표목표 ⑰주제별

서지 교육용 도서표본

(5)기타 : KOLAS, MAE와 같은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자동분류 프로그램 등

4. 2. 1. 4 비품 (단위 : ㎜)

분류·편목 실습실의 비품62) 은 도서관 용

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구입해야 한다. 

4. 2. 2 영상매체 실습실

영상매체 실습실은 비디오 테이프나 오디오

테이프, 슬라이드, 투시화, 실물환등기 같은 시

청각 기자재 또는 실습용 교구를 사용하여 수

업을 할 수 있는 교수매체 센터이다. 과학문명

의 발달과 첨단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운

시청각 기자재와 다양한 교수매체가 개발되고

있다. 영상매체 실습실은 종래의 시청각실 개

념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각종 시청각 기자재

와 다양한 매체를 비치·활용하여 보다 구체

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사서의 50%

이상이 요구하는 시청각 기기는 복사기,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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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분류·편목 실습실의 비품은 도서관 용품 전문 업체인 대동교역, 삼진양행, 유신종합교구에서 발행한 카탈
로그에서 참고한 규격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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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실습용 테이블(6인용) 목재, W2,100×D1,000×H750 9개 교사용1

2 작업용 테이블(8인용) 목재, W2,400×D1,000×H750 2개

3 의자 목재, W370×D450×H810 55개 교사용1

4 캐비넷 철재, W890×D360×H1,790 3개

5 파일자료 캐비넷 철재, 4단, W460×D630×H740 1개

6 비지블텍스 철재, 8단 8×5용, W270×D335×H624 1개

7 파일박스 플라스틱, 표준형/박스 10개

8 신문열람대(2인용) 목재, W2,000×D600×H1,150 1개

9 회전사전대 목재, W500×D390×H235 1개

10 고정사전대 목재, W600×D390×H1,050 1개

11 신문전시가 목재, W1,000×D420×H1,850 1개 택일

12 신문가 목재, W660×D420×H1,060 1개 택일

13 잡지가 목재, W900×D450×H1.136 1개

14 북추럭 철재, W800×D380×H1,064 1개

15 발판 목재, W390×D450×H630 2개

16 게시판 목재, W600×D600×H1,800 1개

17 북엔드 철재, 10인치 20개

18 카드 목록함(15DU) 목재, W870×D450×H1,250 1개

19 서가(단식 6단 2련) 목재, W1,800×D420×H1,800 6개

20 신문 보관함 목재, W750×D365×H754 1개

21 기록사진 보관함 목재, W800×D450×H1,800 1개

22 잡지 보관함 목재, W900×D450×H1.136 1개

23 귀중본 서장 철재, W800×D380×H1,064 1개

24 도면·지도보관함 목재, W900×D600×H900 1개

25 카드쇼타 목재, W270×D330×H150 1개

26 사물함 목재, W1,800×D400×H1,800 1개

27 복사기 흑 백 1대

28 전화 녹음 기능 가능 1대

29 팩스 전화와 겸용 가능 1대

30 컴퓨터 586 급 1대

31 컴퓨터 프린터 흑백 레이저 1대

<표 4-1> 분류·편목 실습실의 비품



오,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젼, 슬라이드 환등기,

OHP, 스크린, 카세트 녹음기, 마이크로필름 판

독기, 마이크로피쉬 판독기, 바코드 프린트 및

라벨 프린터, 팩스와 전화이다. 또한 비디오

편집기, 카세트 고속복사기, 실물투영기, 디지

털 카메라를 요구한 응답자도 많았다. 김용철
63) 의 연구를 참고하여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비품과 기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영상자료를 재생하는 기기(VTR)를 통

하여 대형 화면(120인치 Screen)으로 상영할

수 있게 구성한다. ②대형 화면을 만들어 주는

기기(video projector)는 화면이 밝고 화질이 선

명하여야 하며, 고해상의 RGB64) 신호로 만들

어 주는 데이터 변환기(Converter)를 통하여

영상 신호를 받도록 설계한다. ③음성 신호는

믹싱(Mixing)용 앰프(Amplifier)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음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며 더

블 카세트 데스크(Double Cassette Desk)를 사

용할 수 있게 구성한다. Mic는 3개 이상 사용

할 수 있게 하며 별도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

다. ④영상매체 실습실 전체의 음성 출력을 스

트레오 앰프(Streo Amp)를 사용하여 입체감

을 주며 120W 이상의 출력과 이와 조합될 수

있는 쌍방향 스피커(2 Way Speaker)를 선택

하되 벽에 부착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⑤대

형 화면을 투사하기 위한 스크린은 전동 스크

린으로 동작이 간편하여야 하며, 비디오 프로

젝트의 화면을 깨끗하게 재현하여야 한다. 

영상매체 실습실에 구비하여 할 비품과 기

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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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김용철 외.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에 관한 연구』, 1997. p.125.
64) RGB : 가법 혼색의 삼원색으로 빨강(Red), 녹색(Green), 파랑(Blue). 사진이나 컬러 텔레비젼 시스템 등

에서 사용하는 기본색.
65) 영상매체 실습실의 비품은 도서관 용품 전문 업체인 대동교역, 삼진양행, 유신종합교구에서 발행한 카탈로

그에서 참고한 규격품이다.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학생용 테이블(4인용) 목재, W1,500×D1,000×H750 12개 겸용 가능

2 의자 목재, W460×D490×H810 50개 겸용 가능

3 교탁 목재, W750×D490×H1050 1개

4 칠판 규격품 1개 부착용

5 음향·영상 테이블 목재, W1,000×D650×H1200 2개

6 마이크로필름 보관함 목재, W900×D450×H1,380 1개 겸용 가능

7 마이크로피쉬 보관함 목재, W900×D450×H1,380 1개 겸용 가능

8 CD 보관함 목재, W1,470×D360×H1,385 1개 겸용 가능

9 비디오 테이프장 목재, W1,470×D360×H1,385 1개 겸용 가능

10 카세트 테이프장 목재, W1,470×D360×H1,385 1개 겸용 가능

11 레코드장 목재, W1,470×D360×H1,385 1개 겸용 가능

12 필름 보관함 목재, W1,200×D450×H1,350 1개

<표 4-2> 영상매체 실습실의 비품



4. 2. 2. 1 비품(단위 : ㎜)

영상매체 실습실의 비품65) 은 도서관 용품

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서 제작한 것

을 구입해야 한다. 

4. 2. 2. 2 시청각 기재

4. 2. 3 정보처리 실습실

정보처리 실습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

서관 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정보검색, DB구

축, PC통신 등의 실습을 하며, 컴퓨터 관련 기

자재 등을 구비하여 교육하는 교수매체 센터

이다. 정보처리 실습실은 인터넷을 통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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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OHP 1.6배 줌(zoom)가능 1대

2 슬라이드 환등기 밝기 1,900 lumen 이상, 원격조정 가능 1대

3 전동 스크린 3m×3m 1개

4 Beam Projector 1000 TV Lines 1대
Convert 부착

5 마이크 무선 3개

6 스피커 벽 부착용, 8인치 40와트 이상 2조

7 TV수상기 33인치 Color 1대

8 VTR 및 카메라 녹화 가능 1대 카메라 1대

9 VTR 및 TV 보관함 목재, W900×D550×H1,750 1개

10 콘솔박스 1식

11 콘솔 믹서 1.2/2 T 1개

12 캐비넷 랙크 2식 cabinet rack

13 앰프 LPA 734 1개

14 더블 카세트 데크 LPM 893, 오토 리버스 1대

15 모니터 SV 7100 1대

16 튜너 LPT 981 1대

17 스피커 셀렉트 LPK 892 3대

18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자동 1대

19 필름스트립 판독기 1대

20 마이크로 피쉬 판독기 1대

21 CD-ROM Driver 2대

22 CD-Player 5대

23 지시 등 건전지용 2개

24 데이터 및 실물화상 Multimedia Projector 1대
겸용 투영기 (Data & Opaque projector)

<표 4-3> 영상매체 실습실의 시청각 기재



한 정보 검색 방법을 체득하게 하고, 정보활

용 능력을 길러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전자

우편, 파일 전송, 데이터 베이스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사서들의 50%

이상이 실습실에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한 컴

퓨터 및 관련 기자재는 PC 팬티엄급 이상

(98.8%), 칼라 프린터(64.2%), 레이저 프린터

(81.5%), 빔 프로젝트와 OCR 스캐너

(60.5%)이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액정 비젼

(LCD Projecter)은 다용도 기자재이므로 예산

이 허락한다면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보처리 실습실에 구비해야 할 기재는 다음

과 같다.66)정보처리 실습실의 기재는 김용철

교수가 연구한 교육정보관의 멀티미디어실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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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정보처리 실습실의 기재는 김용철 교수가 연구한 교육정보관의 멀티미디어실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Microprocessor : 100MHz

1
컴퓨터 Main memory : 16MB, HDD : 540MB

48대 학생용
(586 pentium) Sound : stereo sound input & output

CD Driver, AV Card 내장

Microprocessor : 100MHz

2
컴퓨터 Main memory : 32MB, HDD : 540MB

1대 교수용
(586 pentium) Sound : stereo sound input & output

CD Driver, AV Card 내장

3 컴퓨터 테이블 철재, W600×D600×H740 23대 학생용

4 컴퓨터 테이블 철재, W1,400×D650×H700 2대 프린터 겸용

5 컴퓨터 테이블 철재, W700×D700×H750 1대 교수용

6 컴퓨터 의자 W460×D490×H810 48대

7 컴퓨터 프린터 흑백 및 레이저급 2, 칼러 및 레이저급 1 3대 학생용2, 교수용1

8 화이트 보드 white Board 1개

9 자동전압조정장치 AVR(automatic voltage regulation) 1대

10 빔 프로젝트 Beam Projector 1대

11 에어콘 슬립형 1대

P-200Mhz(2), HDD SCS 14GB

12 Net Server FDD 3.5인치. 5.25, Fast SCSI Ⅱ PCI

주변기 : 스캐너, 프린터, 캠코드, 위성방송

13 server Rack
VOD Server, CD-ROM Server, Monitor, Hub, 

1대
UPS, Video Encoder, Web Server

<표 4-4> 정보처리 실습실의 기재



4. 3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 배치도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는 도서관 자료의

분류와 편목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분

류·편목 실습실과 교수·학습지원과 도서

관·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때에 사용할 줄 알

아야 하는 각종 시청각 기교재를 구비한 영상

매체 실습실, 컴퓨터를 비롯한 관련 주변기기

를 구비하여 정보학 관련 과목을 수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정보처리 실습실로 구성하고,

그 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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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분류·편목 실습실 배치도

1. 의자

2. 실습용 테이블

3. 게시판

4. 사물함

5. 복사기

6. 신문가

7. 신문열람대

8. 잡지가

9. 북추럭

10. 사전대(회전·고정)

11. 잡지보관함

12. 캐비넷

13. 전화

14. 팩스

15. 칠판

16. 파일자료 캐비넷

17. 파일박스

18. 단식6단 2련 서가

19. 비지블 텍스

20. 작업용 테이블

18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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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영상매체 실습실 배치도

1. 전동스크린

2. 스피커

3. TV

4. OHP

5. 음향테이블

6. 마이크로필름 보관함

7. 마이크로피쉬 보관함

8. CD 보관함

9. 비디오 테이프장

10. 카세트 테이프장

11. 레코드장

12. 학생용 테이블

13. 의자

14. 캐비넷

15. 컴퓨터 및 프린터

18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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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정보처리 실습실 배치도

1. 에어컨

2. 자동전압조절장치

3. 칠판

4. 전동스크린

5. 빔프로젝트

6. PC(학생용)

7. PC(교수용)와 프린터

8. Server Rack :

-VOD sever

-CD-ROM sever

9. Net Sever

-주변기

스캐너

프린터

18
,0
00



5. 결 론

5. 1 결 론

문헌정보학은 학문의 성격상 이론을 도서

관·정보센터의 실무에 적용하여 전문적 업무

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정보 전문가로서의 사

서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실에서 이루

어지는 실습교육이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고

도의 과학의 발달로 문자와 음성·영상·애니

메이션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매체

인CD-ROM 등 끊임없이 개발되는 첨단의 전

자매체를 전통적인 인쇄매체들과 함께 도서관

에 소장해야 하고, 그 첨단매체를 활용하여 장

차 도서관·정보센터에서 이용자를 위하여 봉

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양한 매체를 관리·운용하여 교수·학습을 지

원하는 교수매체 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

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32개 대학 문헌정

보학과 실습실의 시설과 비품, 그리고 교수·

학습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교수와 사서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21세기 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인 사서 양성을 위하여 문

헌정보학 교과 운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실

습실의 발전된 모형으로서 교수매체 센터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에는 분류와

편목의 실습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류·

편목 실습실과 첨단의 매체나 시청각

기재 또는 실습용 교구를 사용하여 수

업을 할 수 있는 영상매체 실습실, 인터

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 검색 방법을 체

득하게 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길러 주

며, 컴퓨터 관련정보학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실습실을 둔다. 

(2) 분류·편목 실습실과 영상매체 실습실,

정보처리 실습실의 배치도는 <그림 4-

1>, <그림 4-2>, <그림 4-3>과 같다.

(3) 각 실의 면적은 각각 162㎡(49.1평)이며,

수용인원은 40-50명 정도, 전담운영 관

리자로 매체 전문가 1 명과 전담 조교

1명을 둔다. 

(4)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에 소장해야

할 교수·학습자료는 컴퓨터와 주변기

기, 시청각 기재, 도서정리를 위한 용품,

각종 장비 및 용구 등과 같은 교구와,

실습용 교재, 실습용 분류와 편목에 관

한 도서, 기타 실습용 도서 및 참고도서

등과 같은 교재이다. 

(5) 문헌정보학 교수매체 센터의 비품으로

실습용 테이블, 서가 등 일반 비품과

CD 보관함 등 각종 자료 보관함을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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