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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  실습교육의 황과 문제 을 악하고, 실습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론연구로서, 표 교과목과 실습교과목 분포 변화를 심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공공도서  실습교육 필요성에 
한 근거를 논한다. 국 4년제 문헌정보학 련 학과  학부에 개설된 도서  실습 교과목 황을 악하고, 

서울시 소재 42개 구립 공공도서 의 실습교육 운 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본업무형, 참여형, 주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한 사례연구로서 서울시 소재 S공공도서 과 C 학 문헌정보학과 
간 실습교육 로그램의 특성을 악하고, 참여 학생과 장 사서들의 실습교육에 한 요구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공공도서  실습교육의 개선을 해, 교수․교육기 , 사서․실습기 , 
학생 등 실습교육 주체들의 당면 과제와 단계  발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ssues on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t public libraries and propos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m. This study discusses the theoretical bases of providing practical training 
programs with the recent change in curriculu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It also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both practical training program courses offered by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and the operation of programs managed by 42 public libraries. This 
study categorizes the programs into three types, including basic task type, participatory type, and 
proactive type,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urthermore, it researches a case of 
the cooperative public library practice program, which S public library and C University jointly conduct, 
and analyzes students and librarians’ need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s all the parties’ challenges and provide a gradu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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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도서 을 둘러싼 거시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

서 의 기능과 역할은 새로운 도 에 직면해 있

다. 도서 이 다루어야 할 정보자원의 양이 폭

발 으로 증가하고 그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서의 임무와 책임도 크게 확 되고 

있다. 정보서비스기 으로서, 평생교육기 이자 

지역사회의 심  문화기 으로서 도서 에 

부과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서들은 더

욱 다양한 과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서 양성의 심이 되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역시 도서  장만큼이

나 신속한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

와 실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시  소명에 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의 목소리가 높다. 

표 화 되지 않은 교과과정의 객 성 유지 문제

로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장의 필요지식을 담

아내지 못하는 교과과정, 장과 학계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까지, 여러 난제들에 직면

해 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본 연구가 주목하

는 도서  실습교육에 한 제반 문제들이다. 

도서  실습교육은 정보 문가 혹은 사서로서

의 문성 습득을 한 주요 교과과정이다. 이

론  지식을 장에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하여, 

다시  이론과 원리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

는 과정인 실습교육이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 

종사할 문가 양성을 목 으로 하는 문헌정보

학 교육에서 차지하는 요성은 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서  실습교육이 효과 으로 개

되기 한 여건은 아직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

지 못하다. 문헌정보학 분야 도서  실습교육에 

한 학술 연구와 실무  논의의 부재로 인해, 

실습교육은 여 히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제

공되는 교육 내용이 각 기 별로 상이하며, 오

히려 장사서의 업무만을 과 시키는 것으로

까지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요성에 비

해 합당한 지 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습교육

의 황과 과제에 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  실습교육의 황과 

문제 을 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첫째, 련 선행연구

와 문헌들을 살피고, 둘째, 행 문헌정보학 교

과과정과 공공도서 의 실습교육에 한 황

분석을 통해 실습교육 로그램의 유형과 그 구

성요소 등을 논한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거

로 서울 소재 S공공도서 과 C 학 문헌정보학

과가 연계한 실습교육 로그램을 살피고, 참여 

주체들의 요구들을 분석한다.

2. 이론  배경

2.1 선행연구 분석

사  의미로 장 실습교육이란 이론 학습

을 거친 학생이 련 학문의 이수과정 에 

장 경험을 익  문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력양성 과정의 하나다. 장

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학의 성격을 띠는 문헌

정보학 역에서도 실습은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한다. 특히 도서 이라는 배타  활동 

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직인 사서의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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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 실습교육은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용어사 ｣은 실

습을 “이론의 연구  학습을 기반으로 이에 

한 실제 업무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교과과정”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

며, 김연경(2001, 9)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보

다 원활한 사서자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

록 하는 과정”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공공도서  실습 로그램은 이론 학습을 

바탕으로 공공도서  사서로서의 실무  역할

을 선험 으로 수행해보는 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직업교육에서 비롯된 근  문헌정보학 교

육이 정보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종사할 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라고 할 때, 학문의 이론  측면만큼이나, 장 

기반의 실무  측면이 가지는 요성은 결코 간

과될 수 없다. 장기반의 실습교육은 문헌정보

학교육에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한 방법으

로, 교과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장에 

용해 으로써 실무 능력을 개발하고 이론에 

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실습교과목을 

통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에 바로 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이다. 

도서  실습과 련된 기 연구로는 구본

(1983)의 ‘한국에 있어서 사서실습교육의 실태

조사연구’를 들 수 있다. 구본 은 1983년 당시 

국내 27개 학의 문헌정보학과  16곳을 

상으로 도서  실습 실태를 조사하 다. 하지만 

이 연구 이후 도서  실습 황  필요성을 다

룬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문헌정보교육 일반에 한 연구들은 비

교  활발히 개되었다. 문헌정보학 교육에 

한 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를 논의한 이제환 

외(2005)의 연구를 비롯하여, 공공도서  어린

이 서비스 담당 사서의 문성 강화를 한 계속 

교육의 효과성과 문제 을 논한 장윤 ․정행

순(2008)의 연구,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국내 문

헌정보학 교과목의 문제 을 다룬 정재 (2011)

의 연구 등 다수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다. 

이 듯 문헌정보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한 

연구 성과들 속에서 실습교육, 실습교과목의 

요성을 밝힌 연구 성과로는 곽동철․심경․윤

정옥(2008), 노동조(2009), 노 희․안인자․

최상기(2011/2012)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서 ‘도서 실습’이 차지하는 요성을 거듭 강

조하고 있다. 곽동철․심경․윤정옥(2008)은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한 기 연구’를 통

해 개발한 문헌정보학 표 교과과정안에서 ‘도

서 실무실습’을 유일한 공통기 과목으로 선

정한 바 있다.1) 노동조(2009)가 제안한 표 교

과목 24종에서도 ‘도서 실습’이 ‘필수’ 교과목

으로 분류되어 있다.2) 같은 맥락에서 노 희․

안인자․최상기의 ‘한국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실용성 평가에 한 연구’(2011)는 장사서들

로부터 제기되는 도서  실습교육의 필요성에 

 1) 곽동철․심경․윤정옥(2008)이 제시한 문헌정보학 표 교과과정안은 공통기 인 ‘도서 실습’과 함께, ‘목록법’, 

‘분류법’, ‘도서 자동화’, ‘정보서비스론’, ‘도서 경 론’ 등 5개 핵심필수과목, 11개 필수과목, 16개 선택과목을 

포함한 33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노동조(2009)는 ‘도서 과 사회’, ‘문헌정보학개론’ 등 2개 기 과목, 12개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표 교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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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있다. 2011년 국내 장사서들을 상

으로 한 필요 교과목 조사에서도 실습은 교수자 

주도형 강의보다도 2배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

며, 가장 효과 인 교육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은 뒤이은 후속 연구인 ‘한국문헌정보학 교

과과정 운 모형  표 교과목 개발에 한 연

구’(2012)를 통해,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표 교과목을 분석하고 필수, 핵심, 선택으로 구

분되는 교과목을 제시하는데, ‘사서실습’을 6개 

필수 교과목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헌정보학 분야 도서  실습

교육의 실은 그 요성에 한 이와 같은 이

론  인식과 크게 괴리되고 있다. <표 1>에서 보

여주는 우리나라 문헌정보 교육의 본격 인 도

입 이후 도서  실습 교과목의 분포 추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 부터 2000년 까지의 문헌정보학 교

과과정을 분석한 엄 애(2009)의 연구에 따르

면, 도서  실습 교과목이 체 교과목에서 차지

하는 비 은 1960년  2.8%, 1980년  2.6%, 

2000년  2.3%로 나타났다. 비록 수치 상으로

는 다소 감소했지만, 도서 학에서 문헌정보학

으로 외연이 크게 넓어진 것을 감안할 때 도서

 실습 교과목의 비 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  15개 교과명  분포도 

순 에서 14번째를 차지한 반면, 2000년  31개 

교과명  분포도 순 에서 15번째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교과명의 범주가 크

게 증가하고 교과목도 세분화되는 와 에도 실

습교과목의 지 가 하락하지는 않고 있음을 확

인시켜주고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체 교

과목  2% 의 분포도는 우리나라 문헌정보

학의 정착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습 

교과목이 핵심 교과목의 범주에 들어서지 못하

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다 할 수 있다. 이는 미

국의 사서양성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실습교육

의 치와 매우 조되는 것이다. 미국 ALA의 

인증을 받은 50개 기 에 개설되어 있는 52개 

교육 로그램 모두가 실습을 핵심 교과목의 하

나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엄 애 2007, 286).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정보교육의 다

양한 측면에 한 연구들이 실습의 요성을 인

식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실습 

로그램의 구체  구성과 실행 계획까지를 다

루지는 못하고 있다.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 양성

을 한 실습교육을 다룬 김성 (2011a/2011b)

의 논문 2편이 이 역까지를 다룬 가장 유사한

<표 1> 문헌정보 교과목  도서  실습 교과목 분포의 변화3)

연도 1960년 1980년 2000년

체 교과명 수 15 23 31

체 교과목 수 178 685 865

도서 실습교과목 수 5 18 20

도서 실습교과목 분포도 2.8% 2.6% 2.3%

도서 실습교과목 분포도 순 14/15 12/23 15/31

 3) 엄앵애(2009)가 제시한 연 별 교과목 분포 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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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다. 김성 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사

서교사 양성에 있어서의 실습이 차지하는 요

성을 강조하며, 효과  실습을 한 발  방향

과 구체  로그램을 제안한다. 사서와 사서교

사 양성을 한 교과  실습과정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 사서양성을 

한 실습교육의 여러 문제들에 유의한 시사

을 주고 있다.

2.2 실습교육의 황과 유형

문헌정보학 교육 장의 실습교육 련 교과목 

황을 분석하기 해 국 34개 4년제 문헌정보

학 학과  학부에 개설된 교과목을 조사하 다.4) 

교과목명은 실무실습, 인턴쉽, 도서  실습, 문헌

정보학 인턴쉽, 사서실습, 장실습, 문업무실

습, 도서 교육실습, 사서 인턴쉽 등 다양한 명칭

으로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표 2> 참조).

<표 2> 국 4년제 문헌정보학 학과  학부에 개설된 도서 실습 교과목 황5)

학명 학과명 실습 교과목 공여부 학 학명 학과명 실습 교과목 공여부 학

LIS01 문헌정보학과 실무실습 공선택 3학 LIS19 문헌정보학과
도서 ․정보센터 

인턴쉽
공선택 3학

LIS02 문헌정보학 공 인턴쉽 공선택 3학 LIS20 문헌정보학과 - - -

LIS03 문헌정보학과 도서 실습 공선택 3학 LIS21 문헌정보학과
정보센터, 도서 , 

출 실습
공선택 3학

LIS04 문헌정보학과 - - - 문헌정보학과 장실습 공선택 3학

LIS05 문헌정보학과 - - - LIS22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3학

LIS06 문헌정보학과
도서 정보센터 

실습
공선택 3학 LIS23 문헌정보학 - - -

LIS07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인턴쉽
공선택 3학 LIS24 문헌정보학 공 도서 실습 공선택 3학

LIS08 문헌정보교육학과 - - - LIS25 문헌정보학과 도서 실무실습 공선택 3학

LIS09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공선택 3학 LIS26 문헌정보학과 문업무실습 공필수 3학

LIS10 문헌정보학과
정보센터

장실습
공선택 2학 LIS27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공선택 3학

LIS11 도서 학과
사서실무실습 

(취업자학 )
공선택 9학 LIS28 문헌정보학과 도서 실무실습 공선택 3학

LIS12 문헌정보학과 도서 실습 공선택 3학 LIS29 문헌정보학과 도서 교육실습 공선택 3학

LIS13 문헌정보학과 - - - LIS30 문헌정보학과 문업무실습 공선택 3학

LIS14 문헌정보학과
도서   정보

센터 장실습
공선택 3학 LIS31 문헌정보학 공 도서 교육실습 공선택 2학

LIS15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공심화 3학 LIS32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공선택 2학

LIS16 문헌정보학과
도서  정보센터 

실습
공선택 1학 LIS33 문헌정보학과 인턴쉽 공선택 1학

LIS17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공선택 3학 LIS34 지식정보학부 사서인턴쉽 공선택 3학

LIS18 문헌정보학과 - - -

 4) 2012년 8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각 학과  소속 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과목 개설 황을 조사하 음.

 5) 각 학(교)명은 익명으로 기호화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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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4년제 문헌정보학 학과 는 

학부  공이 개설된 체 34개 학교  도

서 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7개교, 79%

에 달한다.6) 하지만 이  단 1개교만이 실습교

육을 공 필수과목으로 두고 있었다. 그 외 모

든 학교가 실습 교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배정하

고 있었다. 실습 교과목을 ‘ 공선택’으로 개설

한 곳이 25개교, ‘ 공심화’7)로 개설한 곳이 1개

교다. 한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도서  

실습에 단 한 과목만을 배정하고 있었다. LIS21

만이 ‘ 장실습’ 과목과 함께 ‘정보센터․도서

․출 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2가지 실습 과

목을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

과목 부족은 배정 학 으로 이어졌다. 실습 과목

은 부분 3학  는 그보다 작은 학 으로 개

설이 되어 있었다. LIS11가 ‘사서실무실습’ 과목

을 개설하여 취업자에 한해 실습학 으로 9학

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 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 모든 학교의 실습과목은 3학  는 그 이

하다. 일반 으로 학사학  취득을 해 약 140

학 을 이수하고 그  최소 60여 학 을 공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행 학사제도를 감

안할 때, 3학  단일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실

습 교과목은 충분하다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부분의 문헌정보학을 공하는 학부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최소 60학  이상의 공 교과목을 

이수한다고 할 때, 실습 교과목은 체 공 이

수학 의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듯 선택 사항으로 려나 개설 수와 배정 

학 도 미미한 상황에서 도서  실습에 한 학

생들의 의지와 장에 한 요구가 강력하지 않

을 경우, 실습 교과목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밖

에 없다. 더구나 장과 학계 서로의 요구를 이

해하고 체계 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표 화된 

로그램이 부재한 실이다. 사서교사 교육실

습의 경우, 찰, 참가, 수업, 평가의 차에 맞

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4주간의 교육실

습 과정을 거친다. 반면 비사서를 한 실습

교육의 경우, 실습의 과정과 기간이 표 화되어 

있지 않으며, 각 기 별로 담당 사서의 업무와 

의지에 따라 상이하게 운 되고 있다. 

그러나 부진한 실습교육의 문제가 으로 

교육기 의 몫인 것은 아니다. 실습교육의  

다른 주체인 도서  역시 산 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2년 9월 재, 서울시 24개 구 42곳 구

립도서 의 실습교육 황은 <표 3>과 같다.8)

황조사를 한 화 면담을 통해, 선행연

구에서와 같이 많은 사서들이 실습교육의 필요

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인식과 실은  한 번 큰 차이를 

보 다. 조사 상 42개 도서   장 실습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반에 미치지 못하는 

18곳이었다. 그  10곳만이 실습교육을 정기

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개 도서 은 

비정기 으로 실습교육이 수행되고 있었다. 

학과 도서  사이에 약을 체결하여 정기 으

 6)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7개교  LIS08은 ‘문헌정보교육학과’로서 학과 특성상 도서  실습교과목 신 사

서교사를 한 교생실습을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7) LIS15는 공교과목을 필수과목인 ‘ 공핵심’과 선택과목인 ‘ 공심화’로 구분하고 있다.

 8) 본 황조사는 2012년 9월 17일부터 5일간 화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울시 25개 구  구립도서 이 없는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구의 구립도서  각 2곳을 선정하여 모두 42개 의 실습교육 황을 악하 다. 각 도서

의 명칭은 익명으로 기호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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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서

명

장

실습

실습

로그램
일정/기간 기타

강남구
PL1 × ×

PL2 × ×

강동구
PL3 ○ × 부정기  실습교육

PL4 × ×

강북구 PL5 × × 평생학습지도사 실습교육 실시 

강서구

PL6 × × 실습교육 실시 정

PL7 × ×
사회복지학과 실습교육 실시 , 문헌정보학과 실습교육 

계획 

악구
PL8 × ×

PL9 × ×

진구
PL10 ○ × 부정기  실습교육

PL11 × × 본  심으로 실습생을 받고 분 으로 견함

구로구
PL12 ○ ×

부정기  실습교육
PL13 ○ ×

천구
PL14 ○ ×

부정기  실습교육 업무매뉴얼 심으로 실습교육 운
PL15 ○ ×

노원구
PL16 ○ ×

정기  실습교육(최소 6개월) 학과 MOU 체결. 4개 역 연수
PL17 ○ ×

도 구
PL18 × ×

PL19 × ×

동 문구 PL20 × × 실습교육 실시한 바 있으나 재는 요청 없음

동작구
PL21 ○ × 부정기  실습교육

PL22 ○ ○ 정기  실습교육(6~8주) 자체 로그램 개발․활용 

마포구 PL23 ○ × 정기  실습교육(4~5주) 배가 활동 심의 실습교육 실시

서 문구
PL24 ○ ○ 부정기  실습교육 실습기간에 따라 커리큘럼 구성  운

PL25 × × PL24도서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도서  실습운

서 구 PL26 × × 방학  사회복지사나 학생 사활동 도움을 받음 

성동구 PL27 ○ × 정기  실습교육 학 요청으로 실습교육 실시

성북구
PL28 ○ ○ 정기  실습교육(4주) 사서연수자료집을 자체로 보유․활용하고 있음

PL29 ○ ○ 정기  실습교육(4주/ 1년 2회)

송 구
PL30 ○ ○ 정기  실습교육(방학  4주/ 1년 2회) 실습 후 실습인정서를 발 함

PL31 × ×

양천구
PL32 × ×

PL33 × ×

등포구
PL34 × ×

PL35 × ×

용산구 PL36 × ×

은평구
PL37 ○ ○ 정기  실습교육(학교별 상이함)

PL38 ○ ○ 정기  실습교육(학교별 상이함)

구
PL39 × × 방학  문헌정보학과 학생 사활동과 인턴쉽 운

PL40 × ×

랑구
PL41 × ×

PL42 × ×

<표 3> 서울시 구립도서  실습교육 운 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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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노원구 PL16, PL17), 다수의 도서 이 학교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 으로 실습교육을 운 하고 

있었다. 정기 으로 실시되는 실습교육의 기간

도 6개월 이상에서부터 4주까지 다양한 것으로 

악되었다. 한편, 실습 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은 7개 도서 에 그쳤다. 실습 로그램의 유

무와 실습교육의 정기  실시여부를 기 으로 

18곳의 실습교육을 구분해보면 <표 4>와 같다. 

실습교육을 부정기 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의 도서 들이 실습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습교육을 정

기 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서 들은 반 이상

이 실습 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

습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구조화 정도와 

활용도는 각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서

연수 자료집’을 자체 보유, 활용하고 있는 곳은 

성북구 소재 도서 (PL28) 한 곳뿐이었고, 

부분 실습교육의 일정과 내용만을 개 으로 

담은 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로그램을 운 하

고 있었다. 그나마 실습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

지 못한 곳은 기존의 업무매뉴얼 등을 실습교육

에 활용하고 있었다.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실

습생을 지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로그램의 통합  리가 되지 않아, 부서별 교육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

기도 하 다. 

실습교육은 이러한 외형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그 편차가 컸다. 배가활동 

등 기본  업무만을 심으로 실습이 실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서  업무 반의 문  

역에 한 실습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도

서 들, 더 나아가 이용자 로그램의 주도  

참여까지를 목표로 두고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러한 실습교육의 범주

를 유형화해보면, 도서 의 기본  업무 수행을 

심으로 하는 ‘기본업무형’, 사서의 문성을 

필요로 하는 도서 의 주요업무를 맡는 ‘참여

형’, 그리고 도서  주요업무와 함께 문화 로

그램 등 이용자서비스까지를 기획하고 시행해

보는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유

형을 참여학생 실습의 범주와 실습기간  담당

사서의 역할 정도를 기 으로 도식화하면 <그

림 1>과 같다.

‘기본업무형’은 행정 업무를 포함한 일반 업무

를 심으로 하는 실습교육으로, 도서 의 반복

인 출 반납 업무와 서가정리를 기본으로 수

행하는 것이 부분이다. 교과과정 에 시행하

는 도서  실습 외에 직장체험이나 국가근로 장

학제도에 따라 실습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이는 실습교육 본연의 목 보다는 당면한 

도서 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업무량을 조 하

기 한 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

 기간

로그램
정기  실시 부정기  실시

유 PL22, PL28 PL29, PL30, PL37, PL38 PL24

무 PL16, PL17, PL23, PL27 PL3, PL10, PL12, PL13, PL14, PL15, PL21

<표 4> 실습 로그램과 정기  실시여부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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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범주

기본업무형

일반업무

행정업무

일반/개별 업무                     문 /포  업무

참여형

도서 주요업무

문  사서업무

주도형

이용자기반 

도서 업무

문사서 업무

단기/부정기

단순 지시형

장기/정기

문  교육  상담

실습기간/담당사서 역할

<그림 1> 공공도서  실습 유형

두 번째 ‘참여형’은 실습 기간 에 도서 의 

주요 업무 반을 순차 으로 실습해 으로써 

도서 의 업무체계를 악할 수 있도록 돕는 형

식으로, 주로 단  부서별로 배치되어 도서 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분의 도서  실습교

육에서 리 수행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주도형’이다. ‘참여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사서의 입장에서 도서  이용자

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문화 로그램을 

기획․운 하는 것이다. 기본 으로 도서 의 

주요 업무에 참여하고, 나아가 이용자 로그램

을 운 하면서 이론 으로 습득한 내용을 실무

에 용시켜볼 수 있다. 단, 이러한 형식의 실습

을 운 하기 해서는 일정 기간의 사  비와 

실습 담당사서의 업무량 증가 등이 요구된다.

황 조사 상 도서 의 상당수는 실습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주된 이

유는 도서 의 인  자원 부족이었다. 기존 도

서  업무를 한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고 있

지 못한 상황에서, 실습교육은 지 않은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 기간의 

로그램을 계획하고 책임 운 할 수 있는 담

인력이 부재하게 되고, 실습 학생들에 한 

한 지도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나마 정기

으로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부족한 인  

자원이나마 일정하게 배분할 비를 할 수 있지

만, 비정기 으로 실시되는 실습교육의 경우, 이

러한 비마  불가능하다. 담 인력 부족 상

이 실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부재로 인해 한

층 증폭되는 것이다. 

인  자원 부족 문제와 함께 실습교육의 장애

는 도서  공간의 문제 다. 도서 의 체 면

이 넓어도 사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은 한정되어 있다. 실습생에게 업무를 지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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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를 이유로 실습생

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도서 의 기본 인

력 외에도 직장체험연수생, 국가근로장학생, 지

역공동체일자리체험 등의 인원으로 인해 도서

 실습생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습교육은 그 요

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를 내재

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압축된 지식을 일

방 으로 달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강의식 

교수법과 달리, 장에서 벌어지는 실습교육은 

결코 시간 효율  학습법이 아니다. 한 실습

교육 동안 담당 교수와 이 부족하고, 담당 

도서 에 으로 교육이 맡겨짐으로 인해 실

습이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한 배제할 수 없다. 를 들어, 사서 업무가 아닌 

비 문 인 일상 업무만을 부담시키는 등, 도서

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이 실이다. 행정상의 

어려움 한 장기반 실습교육의 걸림돌이다. 

기존 교과과정 속에 실습 교과목을 어떠한 방식

으로 얼마만큼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실

습교육 결과의 평가방법과 학 인정 여부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기반의 실습교육은 기존 교과과

정과 긴 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

며, 개별 학생의 요구와 성과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실습교육을 담당할 도서

의 인 , 재정 , 공간  상황 등에 한 고려 

아래, 교수, 학생, 도서 이 함께 참여하여 치

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도서

이 실습교육 맡는 동안이라도, 교수가 교육 책

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에서, 교수의 

극  지원과 교수․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Monroe 1981, 2).

3. 사례 연구: S공공도서  실습교육 
사례를 심으로
 

3.1 개요

본 연구는 도서  실습교육 개선방안 모색을 

해 서울 동작구 소재 S공공도서 과 C 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연계한 실습교육 사례를 분석

하 다. 이를 해 실습교육 로그램 과정을 

참여 찰하 고, 실습교육 참여 학생과 사서들

의 요구를 악하고자 각각 실습후기 분석과 집

단 면담을 실시하 다. 본 연구가 분석 상으

로 한 실습교육은 2011년 1학기와 2012년 1학

기 C 학교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 운 론’ 

수업의 일환으로 2차례 이루어진 것이다. 2011

년도 실습교육은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14

까지 5주간, 2012년도 실습교육은 2012년 4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목

요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실습교육 로그램은 비사서와 이용자 

간의 만남이라는 측면에 을 두어 계획되었

다. 다수의 기존 실습교육이 낮은 수 의 일상

 기본 업무를 심으로 진행되었던 한계를 극

복해보고자 하는 취지 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그램은 ‘공공도서 의 이해’,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 ‘공공도서 과 문화 로그램’이라

는 3가지 주제 역으로 구성되었다. 로그램 

주제 역과 내용  참여형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는 ‘공공도서 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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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주제 역 내용 참여형태

공공도서 의 이해
- 공공도서 에 한 이해

- 운 사례 강의  참
체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
- 공공도서  업무체험

- 공공도서  이용자서비스(서평, 주제서가, 참고 사)
개인별

공공도서 과 문화 로그램 -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기획, 운   평가 조별

<표 5> 공공도서  실습 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역은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해당 공공도서 에 

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공공

도서 의 주이용자 분석과 주요 추진사업 악 

등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과 각종 

문화 로그램 등의 사례를 심으로 하는 강의

가 구성되었다.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 역

에서는 출반납서비스, MARC 교정, 장서정리, 

실물수서 등 기본 업무 체험이 이루어졌으며, 이

와 더불어 출 에서의 면 면 참고서비스와 

주제별 서평지만들기, 주제별 서가구성하기 등

과 같은 간  참고서비스를 체험하도록 구성하

다. 마지막, ‘공공도서 과 문화 로그램’ 역

에서는 조별로 인원을 나 어 문화 로그램을 직

 기획하고 운 하도록 하 다. 일주일에 한 조

씩 5~7세 유아들을 상으로 하는 ‘병아리 사서

의 책 놀이터’ 로그램을 기획․운 하 다. 

2011년도 실습교육 로그램은 학생 총 14명

과 담당교수 1명, 담당사서 3명의 참여와 지도

로 진행되었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총 5주로 구성된 실습교육은 로그램의 내용

을 소개하고 그 취지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시작

되었다. 2주차 첫 교육은 어린이 자료실의 로

그램 소개와 함께 사서직의 의미에 한 토의로 

구성되었고, 2주차 두 번째 교육은 각 사서들이 

운 하는 연령별 독서 로그램 참 으로 이루

어졌다. 실습생들의 선택에 따라 유아와 성인독

서토론 모임으로 나 어 실시된 이 교육은 4~5

주차 로그램 비의 일환으로, 연령별 이용자

의 다양한 요구에 한 이해와 찰을 목표로 

하 다. 3주차는 종합자료실의 로그램을 소개

하고, 성인 이용자의 높이에 맞는 도서  서

비스 제공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주차

와 5주차에는 조별로 어린이 독서 로그램을 

직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계획하 다. 로그

램을 진행하지 않는 조는 도서 의 기본 업무를 

실습하 다(<표 6> 참조).

2012년도 실습교육은 총 학생 15명, 담당교수 

1명, 담당사서 4명의 참여와 지도로 운 되었다. 

교육기간은 2011년도보다 3주 길어진 총 8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이용자 로그램 비에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는 사서들의 의견이 반 된 

것이다. 2~3주차는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운  방안을 강의하고, 도서 주간 기념 로그

램에 참 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4주차에는 

독서지도 운  사례를 소개하고, 독서지도 로

그램에 한 상세 계획, 운  방안에 해 논의

하 다. 6~8주차에는 각 4~5명으로 구성된 3

개 조가 순서 로 독서지도 로그램 ‘병아리 사

서의 책 놀이터’를 진행하 다. 2011년과 동일하

게, 1개 조가 독서지도 로그램을 진행하는 동

안 나머지 조들은 도서 의 기본 업무를 실습하

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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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진행

1주차 3.15.
- 동작상도국주도서  력 로그램 내용 소개

- 담당 사서 배정  조 구성 (1조: 3명~4명)
총 사서

2주차

3.22. 어린이 자료실 로그램 소개  사서직의 의미 어린이자료실 담당 사서

3.24~25.

3.24 (10~11시): 사서와 함께 하는 독서 랜노트 만들기 

3.24 (14시~15시): 사서와 함께 책여행 

3.25 (10시~11시): 고래가 춤추는 도서  

실습생별 담당사서

3주차
3.28. 종합자료실 로그램 소개  사서직의 의미 종합자료실 담당사서

3.31.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서의 첫 번째 시작 - 서평 실습생별 담당사서

4주차

1조: 4.5. (16:30~17:30) - 어린이 로그램 진행

2조: 4.7. (16:30~17:30) - 어린이 로그램 진행

3조, 4조: 도서  기본업무 수행

(4.5~10. 사이 본인이 가능한 날 선택가능)

실습생별 담당사서

5주차

3조: 4.12. (16:30~17:30) - 어린이 로그램 진행

4조: 4.14. (16:30~17:30) - 어린이 로그램 진행

1조, 2조: 도서  기본업무 수행

(4.12~17. 사이 본인이 가능한 날 선택가능)

실습생별 담당사서

<표 6> 2011년도 실습교육 로그램 계획표

일시 내용 진행

1주차 4.5.
공공도서  운 론 수업: 동작상도국주도서  력 로그램 내용소개 

 담당사서배정  조구성
총 사서

2주차
4.10.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 외부사업을 심으로 1 어린이자료실 담당 사서

4.12. 도서  주간기념 로그램 참여 1 실습생별 담당사서

3주차
4.17. 도서  주간기념 로그램 참여 2 실습생별 담당사서

4.19. 공공도서  문화 로그램 - 외부사업을 심으로 2 어린이자료실 담당 사서

4주차
5.1. 독서지도 실제운 사례 연구 1 종합자료실 담당 사서

5.3. 도서 과 지역사회의 이용자분석 어린이자료실 담당 사서

5주차
5.8. 독서지도 실제운 사례 연구 2 종합자료실 담당 사서

5.10.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서의 첫걸음 - 추천도서 소개 종합자료실 담당 사서

6주차 5.19.

1조: 병아리 사서의 책 놀이터: 어린이 로그램 진행

실습생별 담당사서2․3조: 도서  기본업무 수행 

(5.8~13 사이 본인이 가능한 날 선택)

7주차 5.24.

2조: 병아리 사서의 책 놀이터: 어린이 로그램 진행

실습생별 담당사서1․3조: 도서  기본업무 수행 

(5.15~20 사이 본인이 가능한날 선택)

8주차 5.29.
3조: 병아리 사서의 책 놀이터: 어린이 로그램 진행

실습생별 담당사서
1․2조: 도서  기본업무 수행

<표 7> 2012년도 실습교육 로그램 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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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습교육 요구 분석 Ⅰ: 학생

다음에서는 2011년도와 2012년도 실습교육

에 참여한 학생 29명이 실습교육의 후기 형식으

로 작성한 을 통해 실습교육에 한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앞서 논의한 실

습교육의 3가지 주제 역 구분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 으로는 실습교육 로그램에 한 참여 

학생들의 공통  요구를 검토해보고, 업무체험 

 이용자 서비스, 문화 로그램 기획  운  

등 업무별 요구사항과 의견을 살펴본다. 

실습교육과 련하여 학생들은 공통 으로 

공공도서 에서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해 정 인 반

응을 나타냈다. 특히, 거의 부분의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웠던 공지식을 실무에 용시

키며, 이론과 실무 간의 차이와 연 성에 해 

인식하고 직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에서 의의를 찾고 있었다. 

강의나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닌 실무 인 환경

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이자, 이미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서선생님들로부터 그들의 경

험과 노하우를 수받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2011년도 실습교육생 A).

마치 TV로만 축구를 보다가 축구장에 선수로 

나온 사람처럼 이론과 실제는 무나 다른 것이

었다. 정말 소 한 경험이었다(2011년도 실습교

육생 F).

책상에서 이론과 상상으로만 이 졌던 내용을 

직  이용자를 면하며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이번 로그램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2011년도 실습교육생 K).

더 나아가 실습교육은 학생들의 진로와 사서

로서의 망에 한 생각을 다시  일깨우는 계

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수년 간 문헌정보학을 

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이용자의 입

장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서로서 그리고 운  

주체로서의 도서  체험을 통해, 도서 에 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습을 통해 이용자의 역할로서 밖에서 보는 도서

이 아닌 안에서 사서의 입장으로 보는 도서 을 

체험할 수 있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I).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던 도서 의 상황을 직  

느낄 수 있었던 계기는 물론, 앞으로 어떠한 가치

,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한 방향설정

을 할 수 있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A).

연계 로그램을 통해 도서 으로 진로를 정하

고자 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직  배울 수 있었던 계기 다

(2011년도 실습교육생 B).

이번 로그램은 내 마음 속의 흥미를 찾는 동기

를 부여해  시간이었다. […] 공공도서 을 

장래에 생각해보던 사람에게나 생각해보지 않

았던 사람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

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H).

 

이 듯 실습교육은 사서라는 직업에 한 철

학과 이념 그리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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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학생들의 도서 에 한 이해와 태도, 그

리고 비 사서로서의 동기부여에 다양한 향

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실습생은 “단 한 번

의 작은 경험이라도 자신의 큰 꿈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이런 경험을 다른 학우들에게도 꼭 

나 어주고 싶다”라고 쓰고 있다(2011년도 실

습교육생 F). 이러한 맥락에서 실습교육은 도

서 이 주목해야 할 사서와 이용자 간의  다

른 소통 형식이며, 헌신  사서를 배양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실

습교육 로그램에서 정 인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습교육 기간에 한 문제, 실습

교육 내용에 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공공

도서 의 자원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실습

교육 운 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먼

 다수의 학생들이 짧은 실습교육 기간에 아쉬

움을 드러냈다. 

먼  시간  제약이다. 한 달 동안 실시된 실습이

었지만, 일주일에 두 번, 게는 한 번 진행되었

다. 이 게 짧고 단편 인 시간 동안 공공도서

의 체 인 업무를 배우기란 어려운 실이다. 

많은 것을 깨닫기는 했으나, 수박 겉핥기 식의 

체험은 아니었나 하는 자기반성이 되었다(2011

년도 실습교육생 B).

일부 학생은 이를 교생실습과 비교하며, 실습

교육 로그램의 기간과 내용이 개선될 필요성

을 제기하 다. 

교생 실습과 같은 경우는 아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비 선생님으로서 생활한다. 그 분야로 

발을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체계 이고 조직화된 실습이 필요하지 않

은가라는 생각이 든다(2012년도 실습교육생 B).

한 달 동안 실시된 실습이었지만, 공공도서  운

론 수업시간 내에 진행된 짧고 단편 인 시간 동안 

공공도서 의 업무를 배우기란 시간 인 제약이 

있었다. 교생실습처럼 체계 으로 조직화된 실습

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2012년

도 실습교육생 H).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단의 학생들은 로그

램 내용상의 문제 을 지 하 다. 단순 일반 

업무 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실습교육의 한

계를 넘고자, 이용자와의 만남에 을 두고 

계획하 던 로그램이 실습교육에 한 학생

들의 인식  기 와 조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이용자 로그램도 공공도서  사서가 수행해

야 하는 업무  하나이지만, 수서하고 책을 분류, 

목록하는 작업과 이용자 정보서비스 업무도 매우 

요한 업무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 련된 실무 

실습은 상 으로 비 이 었던 것 같아서 아

쉬움이 많이 남는다(2012년도 실습교육생 C).

내가 개인 으로 공공도서 에 해 궁 했던 

것은 체 인 시스템 운 이나 각자 맡은 업무

의 구체 인 부분이었는데 무 이용자 상의 

독서지도  행사에 련된 내용에만 치 했다

는 느낌이 들었다(2012년도 실습교육생 D).

이용자를 직  만날 수 있다는 은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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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지만, 이용자 그룹이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

었다는 은 아쉽다. 다양한 이용자 계층과 로그

램 에 자신의 흥미와 성에 맞는 로그램을 

선택하여 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

다는 생각을 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D).

학생들은 이용자 로그램을 직  기획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데 부담감을 가졌다. 특히, 5~7

세의 유아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의 특성상 

아동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은 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 다. S공

공도서 이 어린이 이용자 상 서비스와 로

그램을 도서  운 의 심에 두고 있다는 에

서 이러한 지 은 어느 정도 상된 것이기도 하

다. 이들은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상으로 선

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요구

하 다. 이에 해 다수의 학생들은 짧은 실습

교육 기간과 사서 인력의  부족을 로그램

이 의도 로 구 되지 못하게 된 가장 주된 원

인으로 꼽았다. 앞서 언 하 듯이, 실습교육이 

‘공공도서 운 론’ 수업의 일환으로 운 된 탓

에, 실제 실습시간은 상당히 제한 이었고, 학생

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업무 역도 한계가 있었다. 

공공도서  업무 반을 체험해보기에는 처음부

터 시간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사서 인력의 부족이다. 학생들은 공공

도서 의 인력부족 인해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에게 깊이 있는 업무를 배우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실습기간 동안에 S공공도

서  인력 모두가 실습 로그램에 참여하 지

만, 기존의 도서  업무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제약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이었다.

 

사서선생님들의 심과 배려가 있었지만, 근본

으로 공공도서 의 인력부족문제로 인하여 바

쁜 상황 속에서 깊이 있는 업무를 배우기엔 어려

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균등한 업무 근

과 상세한 실습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이 되기를 바란다(2012년도 실습교육생 D).

하지만 실습교육에 한 문제의식은 실습교

육 로그램 자체에만 머물지 않았다. 학생들은 

로그램 머의 역에 한 문제 들을 인식

하고 있었다. 그 주된 문제는 행 교과과정에 

한 것이었다. 4학년이 되어서야 실습교육 

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해, “조  더 

학년일 때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문

헌정보학과에 한 막연한 생각도 더 분명한 생

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다”(2011년도 실

습교육생 K)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

습교육은 단기간의 과정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

기 어렵기에 “문헌정보학과 4년 과정 간 간

에 더 자주 있었으면”(2011년도 실습교육생 B)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다. 이들은 도서

 장의 요구와 행 교과과정의 내용이 긴

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변하

는 거시환경과 함께 진화하는 정보 문가로 거

듭나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정작 

“도서  장과 공서  사이에는 은하수만큼

의 거리”(2012년도 실습교육생 S)가 있음을 이

야기하며, “이제껏 학습한 이론  가치가 숨 돌

릴 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장에서 실 될 수 

있을까”(2012년도 실습교육생 C)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외에 실습교육 에 연계되는 교육을 선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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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한 이해와 이용자 커뮤니 이션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통해 도서 의 정보자

원을 조직하고 다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지

식을 습득하는 반면, 다양한 이용자와의 만남을 

한 비는 상 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실습교육 비를 한 교과내용의 변화 등 교

수와 교육기 의 향 인 지원이 필요한 역

이다. 

3.3 실습교육 요구 분석 Ⅱ: 사서

다음에서는 2차례에 걸쳐 실습교육 로그램

을 운 하 던 S공공도서  사서 5명과의 인터

뷰를 통해 실습교육에 한 장 사서의 의견을 

분석해보고자 한다.9) 반 으로 사서들은 실

습교육에 해 상당히 정 인 반응을 보 다. 

특히, 선배의 입장에서 공교육과 도서  장

의 괴리감을 좁히기 해 학생들에게 장을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데 만

족감을 표시하 다. 

공공도서 의 실제 인 운  모습을 보고 학생

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 인 내용을 장과 

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사서 A). 

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입장에서 후배들

이 장과 학계의 이론과 실 사이에 균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사서 B).

한 학생들의 실습 활동이 도서  운 에 있

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이용자 

로그램의 기획과 운 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근 방식이 기존 사서들이 진행하던 것과는 사

뭇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에 크게 고무되

고 있었다. 새로운 시도를 목한 독서 로그램

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사서

들은 학생들이 기존의 형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용자 입장에서 

로그램을 기획하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 부담이란 이유로, 인력부족이란 이유로 꺼

렸던 것들을 학생들이 주  없이 해내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실습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장사서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도서  사업 연계의 상, 

이용자 서비스 등 장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

를 떠나서, 그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근 방식은 도서 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사서 D).

도서 의 문화 로그램이나 이용자 근방식에

서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평상시의 가치

과 시선으로 업무를 하는 경향이 짙었음을 시

인한다. 학생들의 참신한 근방식과 아이디어

가 도서 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사서 E).

도서  근무 경력이 쌓이게 되면서 도서 에 

한 순수한 열정보다는 산재되어 있는 도서  업

무의 처리에 집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 

 9) S공공도서  사서들과의 인터뷰는 2012년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집단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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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인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열정과 도서

에 한 각자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서들의 

태도에 변화가 보 다(사서 A).

한편, 장 사서들의 고충의 목소리도 귀 기

울일 필요가 있었다. 다수의 도서 과 마찬가

지로 S공공도서 도 한정된 인원으로 다양한 

도서 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실습교육도 외는 아니었다. 실습

교육 진행은 만만치 않은 업무 부담을 야기하

다. 한 이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열

의는 높지만, 체계 인 교수법에 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도서  사서로서 어느 정도 경

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직  장

의 소리를 달함에 있어서는 체계 인 교수법

이나 방식에 서툴기 때문에”(사서 B) 학생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회를 거듭함에 따라 더 발 되

고 진화한 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맞이하고 싶

다”(사서 C)는 의지와는 달리, 이에 투자할 만

큼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실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이외에 실습교육을 하는 태도와 열의

가 학생 개인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 지 되었

다. 동일한 로그램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불안

감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 개별  지도가 필요하

다고 느 으며, 이들을 평가할 세부  기 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듯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서들

은 인터뷰를 새로운 안과 희망에 해 논의로 

마무리 지었다. 2차례에 걸친 실습교육 로그

램을 거쳐, “이제는 실습교육의 질 인 측면이 

고민되어야 하는 시 ”이라 이야기하며, “참여

하는 모두에게 좋은 시 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실습교육에 한 체계 인 계획과 교육기

과의 의”(사서 C)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

 4. 개선방안

이상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도서  실습교육

의 이론  측면과 황을 살피고, S공공도서  

실습교육 사례를 통해 학생과 사서로부터의 실

습교육에 한 요구들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바

탕으로 다음에서는 문헌정보학 실습교육의 문

제 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앞선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도서  실습교

육의 주요 주체를 ‘교수  교육기 ’, ‘사서  

실습기 ’, ‘참여 학생’으로 구분한다. 각 주체는 

실습교육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다. 어느 한 주

체의 문제는 다른 주제의 문제와 상호 연결되며, 

실습교육 체의 문제로 나타난다. 앞선 논의들 

속에 나타난 각 주체의 주요 문제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와 교육기 은 실습교

육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헌정보교육에

서 부가  지 에 머물고 있는 실습교육은 체계

화된 교육 내용은커녕, 그 실효성조차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실습기 의 조직 , 인 , 물

 자원은 실습교육을 원활히 진행하기에 충분

하지 못하다. 더욱이, 사서교사의 실습교육과 달

리, 표 화․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비사서의 

실습교육은 사서와 실습기 에 더 큰 부담을 주

고 있다. 셋째, 이용자 심의 서비스 수행을 

한 참여 학생들의 소양과 자세는 능동  실습교

육 로그램의 완성에 있어 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개별  편차를 보 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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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의 체계화된 형식과 내용의 부재, 실습

기 의 자원부족으로 인한 개별지도의 어려움 

등과 겹쳐, 실제 실습교육 운 에 부정  향

요인으로 작용하 다. 

재하는 다수의 실습교육 로그램은 이상

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기본업무형’ 는 낮은 

수 의 ‘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질  교

육효과에 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도서  인

력 충원을 한 편법이라는 부정  시선을 받고 

있는 ‘기본업무형’의 실습교육 로그램은 지양

되어야 한다. 신, 내실 있는 ‘참여형' 실습의 

구 , 더 나아가 도서  업무 반에 한 체험

과 이용자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주도

형’ 실습으로의 발 을 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실

습교육의 내실화와 체계화라는 당면 과업을 

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단계  발  방안을 도

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첫째, 도서  실습교육에 한 교수  교육

기 의 인식 변화와 이에 응하는 교과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앞서 논의하 듯이, 복수의 연

구를 통해,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분석을 통해, 

실습교육의 요성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여 히 교육 장은 이를 반 하지 않고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이 더 이상 사서양성만을 

목 으로 하고 있지 않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학

문의 외연 확장과 함께, 그 교육의 목표 역시 폭

넓은 역의 문헌정보 문가 양성으로 발 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교육은 여 히 사서양성과정으로서의 고유한 

교수/
교육기

사서/
실습기

참여학생

참여형 실습

주도형 실습

실습교육에 한 인식변화/ 교과과정의 개선

실습교육의 강화/ 실습교육 로그램 개발

 사서인력  

 재정지원 강화

 교수자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

참여  요구/

학습태도/ 

공지식

동기부여/

찰  지도/ 

면담

사서직의 이해/

이용자의 이해/ 

실무역량

<그림 2> 문헌정보학 실습교육의 주체별 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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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 를 보장받고 있으며, 다수의 문헌정

보학 공 학생들이 다양한 종의 도서  장

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성과 장 응성 제고를 한 다

양한 도서  실습교육에 한 요구는 더욱 커지

고 있다.

실습교육의 요성을 반 한 문헌정보학 교

과과정의 개선은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과제

다. 구체 으로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 도

서 실습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여

타 공과목 역시 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행 교

과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습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로그램 개발에는 교수를 비

롯한 장사서와 학생 등 실습교육의 각 주체의 

의견이 반 되어야 하며, 그 내용, 방법, 차, 

지도방법소통, 기간 등에 한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습교육 참

여 학생들의 지속  동기부여를 해 장 실습

교육  과정에 걸친 교수자의 찰, 지도,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실습기 의 인 , 물  지원과 비가 

요구된다. 공공도서 을 비롯한 부분 종의 

도서 들은 인 , 물  자원의 부족에 상시 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장

인 도서  여건의 개선없이, 실습교육 형식과 

내용의 개선을 기 할 수 없다. 앞서 논의하

듯이, 도서 들은 실습교육을 부가  업무가 아

닌 도서 이 주목해야 할 이용자와의  다른 

소통 형식이며, 미래의 헌신  사서를 배양하는 

요한 통로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자원

을 지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습교육에 한 

도서 의 지원은 도서 의 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한 효율  투자인 것이다. 한, 실

습교육을 주도하는 장 사서들은 스스로 실습

교육의 핵심 주체임을 능동 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실습교육의 교수자이자 지도자로서의 역

량과 자질을 비하여야 하며, 학계와 연계하여 

실습교육 로그램 개발에 극 인 자세로 참

여하여야 한다. 이를 한 정기  사서연수 로

그램의 실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습교육에 한 학생들의 극

 참여와 요구가 필요하다. 실습교육은 장기

으로 문헌정보학계 그리고 도서 계 체의 편

익이다. 하지만 가장 직  수혜자는 학생들 

자신이다. 본 연구는 실습 참여 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실습교육 로그램이 사서로서의 

성과 소양을 확인하고, 직업  소명의식과 책

임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을 확

인한 바 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모든 참여 

학생들이 나 고자 한다면, 그들의 극 인 학

습 태도와 도서 인으로서 기본 소양, 그리고 

공에 한 기  지식이 제되어야 한다. 하

지만 이를 개별 학생의 몫으로 남겨둘 수는 없

다. 교육기 과 실습기 의 제도  지원을 통해 

진 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본 연구는 도서  실습교육의 황

과 문제 을 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

다. 도서  실습교육의 황과 유형을 분석하여 

기본업무형․참여형․주도형의 3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 으며, 실습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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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도서  장 실습 로그램의 특성을 

악하여 참여자들의 요구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성과 장 응성 

제고를 하여,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서 인력의 양성을 하여 다양한 이해주체의 

요구에 근거한 체계  실습교육이 반드시 필요

함을 거듭 확인하 다. 다만 본 연구는 공공도

서 의 실습교육 사례를 심으로 수행된 바, 

추후 장과 학계 간의 실습교육에 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실습교

육 로그램이 다양한 종 도서 을 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종별, 주제별, 지역별, 이

용자별, 기능별로 특성화된 실습교육 로그램

을 논의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지속 으로 수

행되길 기 하며, 본 연구가 이러한 논의의 작

은 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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