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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사서의 양성을 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과 계속교육 과정의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어린이사서 양성과 련된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과 계속교육 과정의 황을 조사하

다. 한 지역 공공도서  어린이실 사서 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실의 황과 사서들의 직무에 

한 장의 요구를 악하 다. 조사결과를 토 로 어린이사서를 한 교육과정과 재교육의 황과 어린이실 

사서들의 한계 을 악하여 어린이사서 교육과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해 개선해야 할 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curricula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s well as continuing education for children’s librarian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d 

current curricula provided for children’s librarianship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current children’s librarians was also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model curricula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o train children’s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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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어린이도서 의 설치 과정은 1923

년 당시의 경성도서 ( 재의 종로도서 ) 아

동열람실을 시작으로 하여, 1926년의 조선총독

부도서 ( 재의 국립 앙도서 )의 부녀자문

고를 들 수 있으며, 1963년 한국도서 법 제정

으로 국 공공도서  내에 어린이열람실을 설

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어린이 

도서 의 시작은 1979년 세계아동의 해를 맞이

하여 서울 사직공원에 서울시립어린이 도서

이 설립된 것이며, 우리나라 어린이 용도서

은 1993년 재 16개 에 이르고 있다(한국도

서 회 1994, 228). 

그러나 오랫동안 어린이 서비스는 공공도서

에 설치된 하나의 열람실로 존재하며 확  개

편된 체제로 발 하지는 못하 다. 국가도서  

통계조사(문화체육 부 2010)에 의하면 재 

우리나라 국 공공도서 은 공공일반 672개

과 공공어린이 67개 을 합하여 총 739개 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일반 공공도

서  601   어린이실 설치 황은 438 으로 

72.8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

부 2010). 2010년 8월 재 어린이 용도서 은 

67개 으로 증가하여 1993년(16개)과 비하여 

수치상으로 약 4.2배 증가하 다. 그러나 국가

인 차원의 어린이서비스 지원은 2006년 6월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이 개 되면서 본격 으

로 확산되기에 이르 다. 요컨 , 우리나라의 어

린이서비스가 본래의 목 으로 발 하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서 연감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자료

의 출 량 증가와 독서교육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도서 이 매년 건립되

고 있으며, 공공도서 에서도 어린이를 한 

장서, 시설,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2008년 주

요활동으로 어린이청소년도서  서비스 활성

화 기반 조성, 독서진흥사업 개, 어린이담당

사서 문성 향상, 국내외 력 활성화, 문화행

사  홍보 등을 들 수 있다(한국도서 회, 

한국도서 연감 2009, 421-6). 

최근에 들어와서 어린이도서 , 어린이사서, 

공공도서 의 어린이실, 어린이서비스 등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심은 

이제 어린이 담당사서들의 문성과 서비스에 

한 실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로 어린이 서비스, 어린이사서의 교육과정, 어린

이사서 계속교육의 황에 한 연구가  활

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과 련된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는 어린이서비스에 한 문성 

강화(이연옥 2005), 어린이서비스의 문성 강

화를 한 어린이 자료 선정방법(이연옥 2006),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어린이 서비스 련 

과목 개설의 필요성(정혜미, 차미경 2007), 어린

이사서를 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장윤 , 정행

순 2008), 공공도서  어린이 서비스를 한 

략과 지침 수립의 필요성(김종성 등 2008), 국내

외 도서 의 아동서비스와 직무사례분석(윤희

윤 등 2008), 도서  아동서비스를 한 직무분

석(윤희윤 2008), 공공도서  어린이 서비스에 

반 되어야 할 핵심 인 가치와 운 의 기본 원

칙(김종성 2008), 어린이도서  로그램 개발

과 운용을 한 도서  실태조사 분석(홍 진 

등 2009), 어린이사서의 문성 강화와 어린이

서비스 활성화를 한 방안(장윤  2010)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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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서비스의 황, 

어린이 로그램 황, 훈련된 문사서의 배출

을 해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과 계속교육 등

과 련된 좋은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  는 공공도서 의 

어린이실에서 양질의 어린이도서 서비스를 담

당할 어린이사서양성과 련하여 문헌정보학과

의 교육과정과 계속교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

고  상황에서 어린이사서의 문성 강화를 

한 교육과정과 계속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국의 문헌

정보학과 32개 4년제 학과 학원의 어린이

사서 양성과 련된 문헌정보학교육 과정을 조

사하여 2007년과 2009년의 교과과정을 비교하

다. 한 어린이사서 역량 강화를 한 교육 

황을 분석하기 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사서 연수 자료(2007년~2009년)를 비교 분

석하 다. 그리고 장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 

하여 공공도서 의 어린이 사서들의 주요 직

무를 분석하고자, 지역의 체 17개 공공도

서  어린이실 사서 1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와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하

여 지역 공공도서  어린이실의 황과 어

린이서비스를 한 요한 직무를 악하 다. 

지 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사

서를 한 교육과정과 계속교육 그리고 장사

서들의 주요업무를 모두 조사하여 재의 상황

을 악한 논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는 재 우리나라 어린이 사서의 문헌정보학교

육과 계속교육의 반 인 황, 지역 공공

도서  어린이사서의 실태 조사등과 같은 어린

이사서양성 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하고

자 하 다. 한 본 연구는 어린이사서 양성의 

재 수 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어린이 서비스와 어린이사서

2.1 공공도서 과 어린이 서비스

우리나라 공공어린이 도서 은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시립어린이 도서

의 설립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어린이

용도서 은 2010년 재 67개 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에 한 도서 서비스는 미국은 1920년

, 국은 1930년 부터 활발하게 제공되기 시

작하 다. 일본도서 회에서 발간한 ｢아동 서

비스론｣에는 “아동 서비스란 공공도서 이 제

공하는 어린이를 한 도서  서비스다. 아동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도서 에는 하게 

선택된 자료의 집합체(컬 션)가 있어야 하고 

잘 훈련된 도서  사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

하고 있다(호리카와 테루요 편  2007). 

한 어린이담당사서의 역할에 하여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호리카와 테루요 편  

2007, 180-181). “어린이 담당 사서의 역할은 서

비스 상지역과 지역 아동에 해 주지하고 아

동자료에 한 문 인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가지며 경험과 문성으로 연마된 기술로 아동

과 자료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있다. 아동사서

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서 다음 사항

에 유의하면서 정보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즉 아

동을 둘러싼 사회 환경 이해, 아동문화에 한 

이해, 교육 계 정보, 아동 련 출 정보, 아동

과 련된 다양한 미디어 정보 등의 수집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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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다음에 지역 체 아동의 독서환경을 

향상하기 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이것은 

아동과 독서에 련된 다양한 네트워크 조성, 자

원활동가의 양성과 활용, 아동서비스의 의의와 

요성을 제언하는 일 등이다.”라고 하 다.

장윤 (2009, 4)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사서 연수 2009년 어린이담당사서 기 과정에

서 어린이 서비스와 어린이사서의 문제 으로 

어린이 서비스에 한 요성은 인식되고 있으

나 어린이 서비스 로그램에 한 체계 인 

콘텐츠 개발 부족, 어린이사서를 훈련하고 양

성시키기 한 교육 부족, 도서 의 제도  한

계 으로 순환근무제로 인한 빈번한 자리 이동

을 들고 있다. 

도서 정보정책 원회에서 발간한 ｢도서

종합발 계획 2009-2013｣(2008, 63)에 의하면, 

어린이 도서 서비스의 문성 강화를 하여 

양질의 어린이 서비스 제공을 한 ‘어린이사서’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하여 어린이도서  서

비스 개선을 한 문교육과정 개발  운  

그리고 련 학과의 산학 력을 통한 어린이

사서 교육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국제도서 연맹(IFLA) 어린이청소

년도서  분과 상임 원회에서는 ｢어린이도서

사를 한 가이드라인｣(2003, 7)을 마련하

여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1) 다음의 사항에 해 모든 어린이들의 권

리를 진시킬 것

  - 정보, 읽고 쓰는 기술 인 능력, 시각  

해독력, 디지털과 미디어 해독력, 문화

 성장, 독자로서의 성장, 평생교육, 여

가시간을 이용한 창의 인 로그램

(2) 어린이들이 모든 자원과 미디어에 자유

롭게 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3) 어린이, 부모  보호자를 한 다양한 

활동을 마련할 것

(4) 가족들이 지역사회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

(5) 어린이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자유와 

안 을 옹호할 것

(6) 어린이들이 자신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

도록 격려할 것

(7)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2.2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역량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도서 에

는 하게 선택된 장서와 사서가 필요하며, 

어린이도서 이 효과 이고 문 으로 운

되려면 잘 훈련된 책임 있는 사서가 필요하다. 

IFLA(2003, 13-14)는 재능 있는 어린이사서

로써 다음과 같은 자질이 요구된다고 하 다. 

(1) 열정

(2) 강한 커뮤니 이션 능력, 인 계,  

업무, 문제해결능력

(3)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할  아는 능력 

(4) 솔선수범, 변화에 유연하고 이를 받아들

일 수 있는 능력

(5)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 사와 로그램

을 계획 리 평가하는 능력

(6)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직으로 개발

하려는 열성

한 어린이 사서는 한 다음과 같은 지식

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1) 아동심리와 발달 

(2) 독서개발  독서교육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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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  문화 활동 

(4) 책 는 기타 매체로 출 된 아동 문학

미국도서 회의 분과인 미국도서 어린이

서비스 회(ALSC)에서 출 한 공공도서  어

린이사서들의 역량이라는 책의 길잡이(2009)

에서 랜덤하우스 웹스터 학생용 사 (1997)

은 ‘역량’을 ‘어떤 목 을 해 당하거나 충분

한 기술, 지식, 경험 등’으로 정의했다. 로젠 체르

니 등은 미국 도서 어린이서비스 회에서 ｢어

린이 문사서의 도서  서비스｣를 펴냈으며 이 

책에서 어린이사서직의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Cerny, R., Markey, p., and Williams, 

A. 2009, 135). 

(1) 고객집단에 한 지식

(2) 경   리 기술

(3) 의사소통 기술

(4) 자료  장서 개발

(5) 로그램 기획 기술

(6) 옹호, 홍보  네트워킹 기술

(7) 문성  문직 개발 등이다.

Adkins(2004, 59-71)는 공공도서  어린이 

서비스와 련하여 어린이사서에 한 요구조

건, 고용조건, 어린이사서의 업무 등으로 나 어 

조사하 다. 즉 1971부터 2001년까지 ｢American 

Libraries｣에 게재된 공공도서  아동청소년 서

비스 사서의 지 명칭, 교육요건, 직무와 특성

에 따라 분석하 다. 그 결과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담당사서에 한 구직 인구수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명칭도 어린이 서

비스에서 좀 더 일반 인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로 바 고 있다. 어린이사서의 책임은 여 히 

장서개발과 경 리 능력과 련되어 있으며, 

개인 인 특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3. 어린이사서 교육 련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분석

3.1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연구

(노 희 등 2007, 2009) 자료를 보완, 정리하여 

2007년도와 2009년도에 문헌정보학과의 학부

와 학원에 개설된 어린이 사서교육과 련 

교육과목 황을 악하 다(부록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최근의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보완되

고 있는 어린이사서 양성 교과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과의 어린이 사서 양성 련 

교과목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 도
개설학과 수(%)

( 체 학과 32개)

개설과목 수
소 계

독서지도  교육론 어린이청소년자료, 서비스 등

2005 23(71.9) 23  7 30

2007 29(90.6) 32 10 42

2009 30(93.8) 34 15 49

<표 1> 문헌정보학과내 어린이 사서 양성 련 교과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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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문헌정보학과

가 개설된 32개 학  23개 학(71.9%)에 어

린이사서 양성 련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며(이

연옥 2005. 245), 2007년에는 29개 학(90.6%), 

2009년에는 30개 학(93.8%)으로 개설 학 수

가 증가하고 있다. 구체 으로 개설과목 내용을 

조사해보면, 개설과목수도 2005년 30개 교과목

에서 2009년도에 49개 교과목으로 증가하여 약 

6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 

상은 어린이사서에 한 인식과 심이 높아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 국문헌정보학과 학부교육과정 자료

에 의하면 총 32개 문헌정보학과 개설 학  

4곳을 뺀 28곳에서 49개의 독서 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교육 학원  일반 학원 석․

박사과정에서는 24개 학에서 46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어린이

사서 양성 련 교과목에는 ‘독서지도  교육

론’, ‘아동  청소년자료’, ‘독서치료’,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연구’, ‘도서  문화 로그램 세

미나’, ‘독서활동세미나’, ‘독서문화사 연구’, ‘어

린이  작은 도서  경 론’ 등이 있다.

<부록 1>을 간략히 정리하여 다음 표를 작성

하 다(표 2, 표 3 참조). ‘독서지도  교육’ 

련 과목을 살펴보면 경성 학교는 ‘독서학개론’

과 ‘독서교육론’ 2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독서치료’ 과목은 구 학교, 숙명여자 학교, 

북 학교, 충남 학교에 개설되어 있어, 학 

수는 28곳이나 개설 과목 수는 33개 교과목이

다(표 2 참조). 

‘독서지도  독서교육’ 과목 외에도 자료에 

한 교과목은 12개 학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서비스’와 ‘독

교과목 명 개설교과목 수(2009년)

독서교육론 7

독서지도론 15

독서지도 4

독서교육 1

독서학개론 1

청소년독서교육 1

독서치료 4 

계 33

 <표 2>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독서지도 

련 교과목수

서교육 실습교육’은 2개 학에서 실시되고 있

다. 정리하면, 문헌정보학 학부과정에는 ‘독서지

도  교육론’(28개 교), ‘아동  청소년자료’(12

개 교), ‘독서치료’(4개 교), ‘어린이 청소년 서

비스론’(2개 교), ‘독서교육 실습’(2개 교)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

보학과 석․박사과정과 교육 학원에 독서교육 

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은 24개 학이며, 

그  2개 학의 경우는 학부에는 개설되지 않

고 학원에만 개설되고 있다. 주로 개설되고 있

는 석사과정 교육과목은 학부와 비슷하다(표 3 

참조).

강남 학교와 동의 학교는 ‘도서  문화 로

그램 세미나’를 개설하고 있으며, 독서 련 교육

과정에는 ‘도서  문화 로그램 세미나’(2개 교), 

‘독서교육론’(10개 교), ‘독서치료론’(7개 교), 

‘어린이 청소년 독서자료’(3개 교), ‘어린이 청소

년 서비스 연구’(2개 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학원의 경우 32개 학  학원 미설치(2개 

교), 학원에 과목이 없는 경우(12개 ), 본

학원에 설치된 경우(12개 ), 교육 학원에 설

치된 경우(13개 ) 등으로 별될 수 있다.

정혜미, 차미경(2007, 161-181)은 공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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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부과정 개설(과목 수) 석․박사과정 개설(과목 수)

독서지도  교육론

독서치료

도서 문화 로그램 세미나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연구

아동  청소년 자료

독서교육, 실습

독서활동세미나

독서문화사 연구

어린이  작은도서  경 론

29

4

0

2

12

2

0

0

0

22

10

3

2

5

0

1

2

1

계 49개 과목 46개 과목 

<표 3> 학부와 석․박사과정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분석(2009년)

 어린이사서를 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연

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해 국내 문

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황을 조사하고, 어린

이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교육경험과 향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필요

한 장의 요구를 악하 다. 어린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를 양성하기 하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는 ‘어린이서비스개론’, ‘어린이문

학  자료’, ‘독서지도  교육’ 등의 교육과목

이 우선 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이 3개 과목 외

에도 ‘스토리텔링’, ‘어린이정보활용교육’, ‘어린

이도서 경 ’ 등의 교과목은 학원 과정이나 

특강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

안하고 있다.

이연옥(2005, 245)은 어린이사서의 양성과 

련하여 문헌정보학에서 어린이, 어린이자료, 

어린이서비스에 한 문가  자질을 갖춘 어

린이사서를 교육하여 배출해야한다고 하 다. 

3.2 어린이담당사서 기 분야 사서 계속교육 

분석

어린이사서의 계속교육과 련된 연구에는 

공공도서  어린이사서의 계속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황분석(차미경 등 2007), 공공도

서  어린이사서의 문성 강화를 한 계속교

육 황과 효과성에 한 연구(장윤 , 정행순 

2008), 공공도서  어린이사서의 계속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황분석 연구(차미경 등 

2007), 공공도서  운 황  활성화방안 연구

(장윤  20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장기 

발 방향연구(조 성 등 2006) 등이 있다.

2006년에 국내 어린이도서 의 표 격인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이 개 되어 어린이도서

과 어린이사서와 련된 반 인 계속교육을 

맡고 있다. 본 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어린이서비스 담당사서를 한 사서 연

수 자료를 분석하 다. 즉 2007년부터 4회에 걸

친 어린이담당사서 기 분야연수 과정의 강의내

용을 조사한 것이다(표 4 참조). 2007년도 어린

이담당사서 기 분야연수 과정은 12개 교육과

목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

쳐서 계속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차 때에는 ‘독

서자료와 매체’ 과목과 ‘어린이 책과 출 ’이라는 

과목이 빠진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2차 교육과정에서는 7개 과목이 개설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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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차 때에 빠졌던 2개 과목에 더하여 ‘아

동문학살펴보기’, ‘어린이자료실 공간구성’, ‘ 장

탐방’ 등의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 2009년에는 

8개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08년 2차 때에 개설

된 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나 여기에 

‘활동 심 어린이 로그램 방법 찾기’ 과목이 추

가되었다. 이 제안을 기 로 4회에 걸쳐 이루어진 

담당사서 기 분야연수 자료의 내용을 기존의 연

구결과에 따라 재구성하여 강의 횟수를 조사하

다(표 5 참조). 연수과정내용에는 ‘어린이서비

스개론’ 8회, ‘어린이문학  자료’ 8회, ‘독서지도 

 교육’ 5회 등 제시된 3개의 주요 교육과목에 

한 내용이 우선 으로 강의되고 있었다. 다음

으로 제시된 나머지 3 과목  ‘어린이정보활용

교육’ 4회, ‘어린이도서 경 ’ 6회, ‘ 장탐방(문

화체험)’ 2회, ‘작가와의 화’ 4회 등이 강의되

 년 도
강의과목명 2007년 2008년 1차 2008년 2차 2009년

 1. 어린이서비스 방향과 어린이담당 사서의 역할 ○ ○ ○ ○

 2. 어린이에 한 이해 ○ ○ ○ ○

 3. 아동문학 살펴보기 ○ ○ - -

 4. 아동심리에 기 한 어린이자료실 공간구성 ○ ○ - -

 5. 어린이자료실 홍보와 력 ○ ○ ○ ○

 6. 독서자료와 매체 ○ - - -

 7. 어린이 독서교육 사례 ○ ○ ○ ○

 8. 독서기반 정보활용능력 기르기 ○ ○ ○ ○

 9. 어린이책과 출 ○ - - -

10. 장탐방 ○ ○ - -

11. 어린이자료 선정과 평가방법 ○ ○ ○ ○

12. 작가와 함께 하는 책 이야기 ○ ○ ○ ○

13. 활동 심 어린이 로그램 - - - ○

소 계 12과목 10과목 7과목 8과목

<표 4> 담당사서 기 분야 강의 과목명 분석

 년 도
교과목명 2007년 2008년 1차 2008년 2차 2009년 계

1. 어린이서비스개론 2 2 2 2 8

2. 어린이문학  자료 4 2 1 1 8

3. 독서지도  교육 1 1 1 2 5

4. 스토리텔링 0 0 0 0 0

5. 어린이정보활용교육 1 1 1 1 4

6. 어린이도서 경 2 2 1 1 6

7. 장탐방(문화체험) 1 1 0 0 2

8. 작가와의 화 1 1 1 1 4

소 계 12 10 7 8 37

<표 5> 어린이 담당사서 기 분야 연수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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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어린이도서 경 ’에 한 강의가 6

회나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도

서 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향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청소년

도서 에서는 이러한 꼭 필요한 교과목을 상

으로 교육을 하되 교육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설문 조사 후에 사서들과의 화 

면담할 때에 사서들은 많은 업무로 인하여 한 

지리 인 여건으로 인하여 연수에 참여할 기회

가 많지 않아 온라인이나 단기 연수로 하는 것

이 좋으며, 한 실제 으로 장에서 쓸 수 있

는 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어린이담당사서 기 분야 이외의 연수 

자료 분석

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는 어린이담당사서 

기 분야 과정 외에도 많은 과정을 개설하고 있

다. 이들 과정에 한 분석도 시도하 으며, 이 

경우에는 기 분야의 내용을 더 세분화된 과정

으로 생각하여 과정명칭만을 상으로 조사하

다. 각 연도별로 개설된 교육과정을 √표로 표시

하 다. 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지난 3년간 이

루어진 어린이 담당사서 기 분야 이외의 연수 

과정에 한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11개 

과정이 개설되었고, 2008년에는 새로운 과정으

로 독서교실 운  워크 과정을 포함하여 8개 

과정, 2009년에는 6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차 학부모강좌는 어들고 보다 세분화되고 

문화된 어린이사서를 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6 참조).

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지난 3년간 이루어진 

어린이 담당사서 기 분야 이외의 계속교육 내용

과 교과과정연구 결과와 비하여 살펴보았다. 자

료에 의하면, 이미 실시된 연수과정은 문헌정보학

과의 교과과정을 보완하고 더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제 인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이 연수에 참여하여 좋은 

교육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표 7 참조). 

 년 도
과 정 2007년 2008년 2009년

 1. 부모를 한 독서문화 강좌 1 √ √ -

 2. 어린이책에 한 이해 √ √ √

 3. 어린이 독서 상담 √ √ √

 4. 어린이와 커뮤니 이션 √ √ √

 5. 책 함께 읽기 √ √ -

 6. 어린이 로그램 기획 √ √ √

 7. 부모를 한 독서문화 강좌 2 √ - -

 8. 부모를 한 독서문화 토요 강좌 √ - -

 9. 그림책 깊이 읽기 √ √ √

10. 어린이책 서평 √ - √

11. 도서 을 활용한 문화체험 자율연수 √ - -

12. 독서교실 운  워크 - √ -

<표 6> 어린이 담당사서 기 분야 이외의 연수 자료 분석



27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 2010

 년 도
교과목 2007 2008 2009 계

어린이 서비스 개론 2 2 2 6

어린이 문학  자료 3 2 3 8

독서지도  교육 2 3 1 6

어린이 정보활용교육 - - - 0

어린이도서  경 - - - 0

문화체험 연수 1 - - 1

스토리텔링 - - - 0

소 계 8 7 6 21

<표 7> 어린이 담당사서 기 분야 연수 이외의 연수 자료 분석

 4. 지역 공공도서  어린이실 
사서 설문 분석

4.1 어린이실 사서 일반사항

장에서 공공도서 의 어린이사서들의 주요 

직무를 분석하고 사서들이 직무 수행을 해 어

떠한 학문분야가 필요하고 이를 한 계속교육

의 실태를 악하고자 지역 17개 공공도서

 어린이실 사서 18명을 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어린이실에 두 명의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도서 이 있어서 도서  

수는 17개이나 사서 수는 18명이 되었다. 이 설

문 조사를 통하여 지역 공공도서  어린이

실의 황과 어린이서비스를 한 요한 직무

를 악할 수 있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실에 근무하고 있

는 사서들의 경력은 8년 이상의 경력사서도 18명 

에서 7명(38.9%)이나 되었으나, 50%의 사서

들이 경력 3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의 

어린이실에 근무한 기간을 살펴보면 18명  11

명(61.1%)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

명(38.9%)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서  어린이실내에 ․유아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한 질문에 17개 도

서  에서 14개(82.4%) 도서 에서 있다고 

응답하 다. 김종성(2008, 179)등의 연구에서 

체조사 상 공공도서 의 63.2%가 유아를 

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  체 열람석의 20% 이상은 어린

이를 한 열람석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

나(도서 정보정책 원회 2008, 62), 어린이를 

한 시설, 자료, 직원은 체 공공도서 서비스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한 편이다. 지역 

공공도서  어린이실의 면 은 도서  체 면

 비 10% 미만인 곳이 10곳(58.8%)으로 조

사되었으며, 열람석 비율은 체도서 의 10%~ 

20%미만인 곳이 8곳(47.1%)으로 나타났다. 책 

수는 체도서  장서  30%~50%미만을 차

지하는 도서 이 10곳(58.8%)이나 되었다. 사

서 수는 체도서  사서 수의 20%~30%를 차

지하는 도서 이 6곳(35.3%)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실에 사서가 배치되지 않고 행정직원이

나 기타 직원이 배치된 경우도 6개(35.3%)도서

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 개 한 소규모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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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서 어린이실을 설치하 으나 사서를 배

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지역 체 공공도서 에서 어린이실이 

차지하고 있는 면 , 열람석 수, 책 수, 사서직

원, 행정/기타 직원 수의 비율을 알아보기 하

여 체 수치를 합하여 비교하 다. 지역 

체 공공도서 의 면 비 어린이실은 4.7%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람석 수는 8.7%, 책 수는 

24.1%, 사서직원은 13.4%, 행정  기타 직원

은 13.6%를 유하고 있다. 이것은 약 13%의 사

서들이 24.1%의 자료를 다루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어린이 이용자가 많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서 정보정책 원회에서 제출한 도서 발

 종합계획 2009-2013(2008, 63)에 의하면, 

2008년 공공도서 의 어린이 서비스 비 을 비율

로 나타낸 자료가 있다. 즉 공공도서 의 어린이 

서비스 비 은 시설 17%, 자료 23%, 직원 13%, 

이용자 30%, 출책 수 77%로 조사되었다. 이것

은 어린이실은 공공도서 의 시설 17%에 해당

하며, 13%의 직원이 23%의 자료를 가지고 30%

의 이용자를 상으로 77%의 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도서 정보

정책 원회 자료와 비교해 보면, 지역 공공

도서  어린이실은 시설면에서는 평균보다 부족

하지만 자료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직원은 

평균수 이다( 지역 공공도서  어린이실에 

한 조사 통계자료는 <부록 2> 참조). 

4.2 어린이 서비스를 한 직무 분석

장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사서들의 업무에 

해 알아 으로써 문헌정보학교육을 공한 

어린이사서들이 장의 업무 응능력과 계속

교육에 필요한 과목들을 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다. 이를 하여 지역 17개 공공도

서 의 어린이실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사서

들을 상으로 어린이 서비스를 한 직무조사

를 하여, 업무들을 나열하고 그 에서 요

한 업무, 수행시 어려운 업무, 문성이 요구되

는 업무에 하여 복수 체크 하도록 하 다. 이것

은 기존의 표  직무단 별 요성, 난이도, 문

성 모형(윤희윤, 18)을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어린이사서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한 어린

이 서비스 직무로 어린이 서비스 계획에 17명

(21.8%)이 체크하 으며 다음으로 문성이 필

요하지는 않지만 열람․ 출 서비스도 요한 직

무로 인식(16.7%)하고 있으며, 독서 진  련 

서비스(14.1%), 참고 정보제공 서비스(12.8%), 

문화(평생교육) 로그램 서비스(11.5%), 이용

(정보해독) 교육(10.3%) 등의 순서로 그 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다(표 8 참조). 이러한 업무

들은 계속교육 로그램에서도 꾸 히 교육되

고 있는 내용이다(표 4 참조).

직무 항목
(3개 체크 항목)

요하다
빈도
(%)

어린이 서비스 계획 17 21.8

열람․ 출 서비스 13 16.7

독서 진  련 서비스 11 14.1

참고 정보제공 서비스 10 12.8

문화(평생교육) 로그램 서비스 9 11.5

이용(정보해독) 교육 8 10.3

이동도서 6 7.7

상호 차․문헌정보 제공 서비스 5 6.4

특수계층 서비스 5 6.4

무응답 - 0

체크 항목 빈도 계 78 100.0

<표 8> 요한 어린이 서비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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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서들이 어린이 서비스 직무를 수행할 

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직무는 특수계층서비스

라고 가장 많은 11명(23.9%)이 응답하 다. 다

음으로는 이동도서 (15.2%), 상호 차․문헌

정보 제공 서비스(13.0%), 문화(평생교육) 로

그램 서비스(13.0%) 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이러한 응답 상은 생소한 직무이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표 9 참조). 

직무 항목

(3개 체크 항목)

수행시 

어렵다

빈도

(%)

특수계층 11 23.9

이동도서 7 15.2

상호 차․문헌정보 제공 서비스 6 13.0

문화(평생교육) 로그램 서비스 6 13.0

이용(정보해독) 교육 4 8.7

독서 진  련 서비스 3 6.5

어린이 서비스 계획 3 6.5

참고 정보제공 서비스 2 4.3

열람․ 출 서비스 - 0

무응답 4 8.7

체크 항목 빈도 계 46 100.0

   <표 9>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서비스 직무

어린이사서들은 열람․ 출 서비스와 상호

차․문헌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부분의 

직무는 문성이 요구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어린이 서비스 계획(15.8%)과 참고 정보제공 

서비스(15.8%), 문화(평생교육) 로그램 서비

스(14.0%), 독서 진  련 서비스(14.0%), 

이용(정보해독) 교육(14.0%), 특수계층 서비스

(12.3%) 등의 순으로 문성이 요구된다고 응

답하 다(표 10 참조). 

직무 항목

(3개 체크 항목)

문성이 

요구된다

빈도

(%)

어린이 서비스 계획 9 15.8

열람․ 출 서비스 1 1.8

참고 정보제공 서비스 9 15.8

상호 차․문헌정보 제공 서비스 4 7.0

이용(정보해독) 교육 8 14.0

독서 진  련 서비스 8 14.0

문화(평생교육) 로그램 서비스 8 14.0

특수계층 서비스 7 12.3

이동도서 - 0

무응답 3 5.3

체크 항목 빈도 계 57  100.0

  <표 10> 문성이 요구되는 어린이 

서비스 직무

체 으로 설문자료와 몇몇 사서와의 면담

을 통해 볼 때, 공공도서  어린이실의 사서 배

치 여부는 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

라 향을 받는 것 같다. 응답한 어린이 사서들

은 체로 어린이실 업무는 요하며, 업무에 

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부분의 

어린이실의 업무들은 문성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다. 그러나 실제로 몇몇 응답자들은 

문 인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향

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은 의 공공

도서 의 인력부족과 문화행사를 요하게 생

각하는 실 요구에 려, 자료실은 사서직 배

치보다는 공익요원이나 기타 사무직이 담당하

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어린이 사서들이 

문직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열람  

출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고정

보 제공과 같은 문 인 어린이 서비스는 이

루어지기 힘든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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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성을 높이기 한 어린이

사서의 양성과 련하여 문헌정보학과에서 제공

하는 교과과정 조사, 어린이 청소년도서 에서 

실시하는 계속교육 황 조사, 지역 공공도

서  어린이실 사서들의 일반 황과 직무를 조

사하 다. 이러한 자료를 기 로 하여 어린이사

서를 한 교육과정  계속교육의 황과 어린

이실 사서들의 한계 을 악하여 어린이사서를 

한 문헌정보학 교육과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한 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  어린이사

서를 한 문헌정보학 교육  계속교육의 활성

화를 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과 발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어린이사서를 한 문헌정보학 교과과

목이 독서지도  교육론에 치 되어 있는 문

제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하여 어린이사서

의 문성을 높이는 교과목들의 개설이 바람직

하다. 한편 취업 후에 계속교육을 통하여 문

성을 높이는 방안도 바람직하지만 실 으로 

여러 제약조건이 있음을 감안할 때, 문헌정보

학과에서 훈련된 어린이사서를 배출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한 시 이다. 

실제 조사자료에 의하면, 4년제 학의 문헌

정보학 교과과정에 어린이사서 양성과 련된 

교과목 수는 2009년도에는 30개 학에서 49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학별로 약 1,6개의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문헌정보

학과의 어린이사서 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4개의 일반

학원  교육 학원에서 46개의 교과목이 개설

되어 평균 2개 정도의 교과목이 강의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 학부(49개 과

목)와 학원(46개 과목)에 개설된 어린이사서 

양성 련 교과목을 살펴보면 ‘독서지도  교

육론’(51개, 약 54%)에 무 편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외의 과목으로는 ‘아동  청소년자

료’(17개), ‘독서치료’(14개), ‘어린이 청소년 서

비스 연구’(4개) 등이 있다. 즉 ‘독서지도  독

서교육론’ 과목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는 ‘어린이도서  서

비스’ 과목, ‘어린이청소년자료’ 과목, ‘어린이 

도서 경 ’ 과목, ‘독서지도 로그램 계획’ 등

의 과목이 학의 특성에 맞게 차 으로 개설

되어야 할 것이다.  시 에서 무엇보다 요

한 것은 어린이 도서 의 실질 인 발 을 하

여 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한 학부과정이나 학원 과정에 개

설되는 유사 교과목 명칭은 역별로 통일된 교

과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  어린이실에 어린이사서가 

배치되지 못하는 실에 한 문제와 어린이사

서의 배치에 한 발 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 공공도서  조사자료에 의하면, 17개 

도서  에서 6곳의 어린이실에는 사서가 배

치되어 있지 않다. 공공도서  어린이실의 사서 

배치 여부는 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 향을 받는 것 같다. 설문에 응답한 어린

이사서들은 체로 어린이실 업무는 요하지

만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부분 어린이실의 업무들은 문성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응답자들은 

실제로 문 인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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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은 

의 공공도서 의 인력부족과 문화행사를 요

하게 생각하는 실 요구에 려, 자료실은 사

서직 배치보다는 공익요원이나 기타 사무직이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어린이 사서들

이 문직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열람․

출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고정

보 제공과 같은 문 인 어린이 서비스는 이루

어지기 힘든 실이다. 어린이사서들은 요하

게 생각하는 업무로 아동 서비스 계획과 열람․

출 서비스를 들고 있으며, 특수계층 서비스를 

어렵다고 생각하며, 열람․ 출 서비스와 상호

차․문헌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부분

의 업무는 문성이 요구된다고 응답하 다. 이

와 같은 응답내용으로 볼 때, 어린이실의 직무

에 한 문성 제고에 많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청소년도서 은 지 과 같이 계

속교육에 한 로그램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과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교과목을 보완 발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재 활발

하게 진행 에 있는 계속교육 로그램은 더 

많은 어린이사서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

양한 과목의 나열보다는 집 인 단기 실무

주의 워크  형태, 지역 으로 교육 참여가 어

려운 사서들을 한 다양한 온라인강의 등이 필

요하다. 그리고 지역 어린이사서들의 설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요하고, 수행

시 어려우며, 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

는 3가지 모든 항목에 체크된 직무에는 문화(평

생교육) 로그램 서비스, 특수계층 서비스, 어

린이 서비스 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3가지 직무

에 유용한 계속교육 로그램에 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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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문헌정보학과 학부와 석․박사과정 교육과정 추이 조사

자료출처: 노 희, 안인자, 최원태, 2007, 2009,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620

학명
학 부 석 사

2007 2009 2007 2009

1. 건국
∙아동  청소년 자료(선)

∙독서지도론(선)

∙독서지도론(3, 선)

∙아동  청소년 자료(2, 선)
- ∙ 학원 설치 안됨

2. 강남 ∙독서교육론(기 )
∙독서교육론(3, 공)

∙도서 로그램(4, 공)

∙독서활동세미나

∙어린이  작은도서  

경 론

∙학습독서 로그램세미나

∙도서 문화 로그램세미나

∙독서활동세미나

∙어린이  작은도서  경 론

∙학습독서 로그램세미나

3. 경기
∙독서지도

(①심화  응용)

∙독서지도(3,심화 응용)

∙어린이청소년자료(‘’)

∙독서지도특(기 공통, 

박사 용
∙독서지도특론(박사)

4. 경북 ∙독서지도론(3, 공) ∙독서지도론(3, 공) -

5. 경성 ∙독서교육론(3, 공)
∙독서교육론(4, 공)

∙독서학개론(2, 공)

∙독서지도론연구( 공)

∙독서치료연구( 공/기 )

∙독서지도론연구( 공)

∙독서치료연구( 공)

6. 계명 ∙독서지도론(3학년)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론 

(2, 공)

∙어린이청소년 자료론 

(2, 공)

∙독서지도론(3, 공)

-

∙독서문화사연구

∙독서지도연구

∙독서치료연구

∙어린이청소년서비스연구

∙어린이청소년자료연구

7. 공주

∙독서교육론 I(2,필수)

∙독서교육론 II(4,선택)

∙아동 청소년자료 

(3,선택)

∙독서교육론 1(2, 필)

∙아동 청소년자료론 

(3, 선)

∙독서교육의실제(3,선택)

- ∙독서교육론

8. 주 - ∙독서지도론(1,교양) -

9. 구가톨릭 ∙독서지도론(2, 선) ∙독서지도론(1,기 ) -

∙독서지도연구( 공)

∙독서치료법

∙아동 청소년 사론

∙아동 청소년자료론

10. 구

∙독서지도론(2, 선)

∙어린이도서 사론 

(2, 선)

∙독서장애치료(3, 선)

∙독서지도론(2, 선)

∙어린이청소년자료(2, 선)

∙어린이도서 사론 

(2, 선)

∙독서장애치료(3, 선)

- ∙독서지도연구

11. 진
∙아동도서(2, 선)

∙독서지도론(3, 선)

∙독서교육론 

( 학년, 선;2, 선)
- ∙독서지도론특강( 선)

12. 덕성여 ∙독서지도(3, 선)

∙독서지도(3, 선)

∙아동청소년정보자료 

(2, 선)

- -

13. 동덕여 ∙독서지도론( 선) ∙독서지도론( 선) - -

14. 동의
∙아동자료(2, 공일반)

∙독서지도론(4, 공일반)

∙아동자료(2, 공)

∙독서지도론(3, 공)
-

∙도서 문화 로그램세미

나(기 공통)

∙어린이청소년도서 로

그램세미나(기 공통)

∙독서치료세미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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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학 부 석 사

2007 2009 2007 2009

15. 명지 ∙청소년독서교육(3) ∙청소년독서교육(3, ) - ∙독서지도론연구

16. 부산

∙독서교육론(2, 선)

∙어린이와청소년자료 

(2, 선)

∙독서교육론(2, 선)

∙어린이와청소년자료 

(2, 선)

∙독서교육이론( 공기 )

∙독서치료론( 공심화)

∙독서교육이론(공통기본)

∙독서치료론(석박사공통

과정)

∙독서지도교육론

17. 상명 ∙독서지도(3, 선) - - ∙독서지도론연구

18. 서울여 - -
∙아동독서자료

∙청소년독서자료

∙아동독서자료

∙청소년독서자료

19. 성균 ∙독서지도론( 공심화) ∙독서지도론(3~4, 공) -

∙독서교육론

∙독서교육특강

∙독서치료론

20. 숙명여
∙독서지도(3, 공)

∙독서치료(3, 공)

∙독서지도(3, 공)

∙독서치료(3, 공)
- -

21. 신라 ∙독서지도론(3,선택) ∙독서지도론(3, 공) - ∙독서교육론( 선)

22. 연세
∙아동자료이용론(3, 선)

∙청소년자료이용론(3, 선)

∙아동자료이용론(3, 선)

∙청소년자료이용론(3, 선)
∙독서지도론( 공)

∙독서지도론(공통과정)

∙독서지도론( 공선택)

∙아동 청소년문학지도론

23. 이화여
∙아동/청소년자료(3)

∙독서지도(4)

∙아동/청소년자료(3, 공)

∙독서지도(4, 공)
- -

24. 남
∙독서지도론(2, 선)

∙독서지도실습(2, 선)

∙독서지도론(2, 선)

∙독서지도실습(2, 선)
∙독서요법이론( 공선택)

∙독서요법이론( 선)

∙독서교육연구( 필)

∙독서요법론( 선)

25. 북
∙아동․청소년정보(1, 선)

∙독서교육론(4, 선)

∙아동․청소년정보(1, 선)

∙독서교육론(3, 선)

∙독서치료(4, 선)

∙독서지도 특강

∙독서지도특론

∙독서치료특론

∙독서지도특강

26. 주 ∙독서교육(4,심화) ∙독서교육(4,심화) - -

27. 부 ∙독서지도론(3) ∙독서지도론(3, 선) - -

28. 앙 ∙독서지도론(3, 공) ∙독서지도론(3, 공) - ∙독서교육론

29. 청주 ∙독서지도론(4,심화) ∙독서지도론(3, 공) - ∙독서지도론

30. 충남

∙독서교육론(2, 선)

∙아동/청소년자료(2, 선)

∙독서치료(3, 선)

∙아동/청소년자료(2, 선)

∙독서지도론(2, 선)

∙독서치료(3, 선)

-
∙독서치료특론

∙독서교육특론

31. 한남 -

- 과정표에는 없고 실라버스

에만 기재, 통계빠짐

∙독서지도론 (4, 선)

- -

32. 한성 ∙독서교육론(2, 선) ∙독서교육론(2, 선) -

33. 한양

교육 학원
- - -

∙독서지도방법 실제

∙아동  청소년 문학

  통계처리는 안됨

* 도표  교과목명 다음의 호안의 숫자는 학년, 공․선택 등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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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지역 공공도서  어린이실 사서 설문 분석(일반사항)

총 사서직 근무 기간 도서  근무 응답자 수 %

1년 이하 4 22.22

2년 이하 1 5,56

3년 이하 4 22.22

4년 이하 1 5.56

5년 ~ 7년 이하 1 5.56

8년 ~ 10년 이하 4 22.22

11년 ~ 20년 이하　 2 11.10

무응답 1 5.56

계 18 100.00

<사서직 근무 기간>

어린이실 근무 기간 어린이실 근무 응답자 수 %

1년 미만 11 64.70

1년 1 5.88

1년 반 2 11.77

2년 1 5.88

3년 2 11.77

4년 0 0

6년 0 0

8년 0 0

9년 0 0

10년 이상 0 0

20년 이상 0 0

무응답 0 0

계 17 100.00

<어린이실 근무 기간>

어린이실 유무 응답수 비율

있다 14 82.4

없다  3 17.6

계 17 100.0

<어린이실 내 유아실 시설 유무>

구 분 체 도서  합계 어린이실 합계 비율(%)

 면 81,528.86㎡  3,864.84㎡ 4.7

 열람석 수 12,419석 1,077석 8.7

 책 수 1,927,755권 464,961권 24.1

 사서직원 112명 15명 13.4

행정/기타직원 147명 20명 13.6

< 체 도서 에서 어린이실이 차지하는 비율>

어린이실 유율
(도서  체 )

면 열람석 책 수 사서 행정/기타

0 ~ 1 - - 5 5

10% 이하 9 4 1 2 2

10% ~ 20% 3 8 - 2 2

20% ~ 30% 2 1 3 6 5

30% ~ 40% 1 1 6 - 1

40% ~ 50% - 1 4 - -

50% ~ 60% - 1 2 - -

60% ~ 70% - - - 1 -

소   계 16 16 16 17 15

< 지역 공공도서  어린이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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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어린이실 담당사서를 상으로 한 설문지

어린이실 사서 귀하

안녕하십니까? 

충남 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한복희입니다. 는 ‘어린이 사서의 역할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 귀도서 의 어린이실 황과 담당사서의 의견을 악

하고자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성된 설문

내용은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  복  희 

                          화: 02-967-4547 자우편: hbh946@hanmail.net

1. 나의 사서경력은 ________년 _________개월

2. 재 어린이실 근무경력은 _________년 _________개월

3. 귀 도서 의 어린이실 황에 해 말 해 주십시오.

구    분 어린이실 도서  체 

면 ㎡ ㎡

열람석 석 석

책 수 명 명

직원수 명 명

사서

행정/기타

명

명
명

4. 귀 도서 의 어린이실 내에 육아를 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______ 1) 그 다                ______ 2)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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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서비스를 한 다음의 직무단   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수행시 어렵다고 생각하는 직무, 

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직무를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 하여 주십시오.(복수 체크 가능)

구 분 요하다고 생각 수행시 어렵다고 생각 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

아동서비스 계획

열람․ 출서비스

참고 정보제공 서비스

상호 차․문헌제공 서비스

이용(정보해독) 교육

독서 진  련서비스

문화(평생교육) 로그램서비스

특수계층 서비스

이동도서 (자동차문고)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