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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사회의 능력있는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주요 전공과목의 교과내용을 개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39개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핵심 전공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문헌정
보학 교육내용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주요 교과목의 교과내용인 강의계획서 개발대상과목은 2011년 선행연구에
서 제안된 핵심 교과목으로, ｢문헌정보학개론｣, ｢정보조직론｣, ｢정보서비스론｣, ｢도서관경영론｣, ｢정보검색론｣, 
｢도서관실습｣ 6개 과목이다. 강의계획서는 강의개요(목표 및 목적), 교수법, 평가방법, 주요 교재, 15주 또는 
16주의 강의일정 및 내용(강의계획서)을 포함한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핵심 교과목, 강의계획서, 교과내용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develop and propose the curriculum content of te LIS core courses for 

raising  professional librarians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this end,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syllabi of LIS core courses which opened in 39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and also analyzed the job analysis data which is developed by library types. As a result, 
syllabi of the core course for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Organization,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Management, Information Retrieval, and Library Field 
Studies has been developed. The syllabi included teaching methods, evaluation methods, the main 
textbook, and 15-week or 16-week lecture schedule and content and so on. 

Keywords: LI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re courses, Syllabus, Course content

*

**
***
****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립 앙도서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문헌정보학 공과목의 교과내용 표 모형 개
발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건국 학교 인문과학 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irs4u@kku.ac.kr)(제1 자)
동원 학교 아동문헌정보과 부교수(ijahn@tw.ac.kr)(제2 자)
북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sk@jbnu.ac.kr)(교신 자)

∙ 수일: 2013년 2월 21일  ∙최 심사일: 2013년 3월 1일  ∙최종심사일: 2013년 3월 26일

- 143 -



2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4권 제1호)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과정은 특정 학과의 교육 목 을 달성하기 한 핵심 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과과정에 한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만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문 역

별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교과과정에 한 연구는 학문 역별, 국가별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과도 외는 아니다. 

1950년  한국의 문헌정보학이 성립될 때부터 시작된 교과과정 연구는 수많은 선진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재도 많은 연구자, 교수, 그리고 장사서들까지도 심을 가지고  장 응

력이 높은 문사서를 양성하기 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교과과정에 한 연구방향은 선행연구에 나와 있듯이, 신규 교과목을 개발

하는 연구, 교과목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 표 교과목을 제안하는 연구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2011년에는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의 연구지원에 의해 ‘ 문사서 경쟁력 제고를 한 문헌

정보학 공과목 정비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 다.  연구를 통해 문헌정

보학과에 권장되는 핵심 공교과목을 개발하 으나 교과목 내용 구성이 교육자의 주 인 결정

에 따라 임의 으로 만들어질 경우 교과목 도출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장실무 응성이 뛰어난 문사서를 양성하기 해 핵심 공교과목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

화하고, 표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국 39개 학에 개설된 문헌정보학 공과목의 교과내용이 학교와 교수에 따라 다르다는 

지 과 문가로서의 사서양성교육 교과내용을 장직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여

론이 두되었다. 즉, 교과목의 표 화는 물론 교과내용도 표 화되어야 한다는 연구와 요구가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으며,1)2)3)4) 문헌정보학교수

의회에서도 2010년 이후 매년 교과내용 표 화에 한 요구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6개의 핵심 교과목에 한 표

1) 노동조,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한 표 교육과정 개발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

(2009), pp.451-468. 

2) 곽동철, 심경, 윤정옥,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도출  용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

(2009), pp.193-213.

3) 이명희, “독서교육 교과목의 내용 구성에 한 연구: 문헌정보학과에서 제공되는 독서교육 과목을 심으로,” 한국

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1호(2007), pp.23-44. 

4) 김종성, “사서교사 양성을 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의 략  강조 에 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

회지, 제17권, 제1호(2006),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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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내용을 구체 으로 개발하고자 하 다. 즉 ｢문헌정보학개론｣, ｢정보조직론｣, ｢정보서비스론｣, 

｢도서 경 론｣, ｢정보검색론｣, ｢도서 실습｣ 6개 과목에 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여 제안하 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핵심교과목에 한 강의계획서를 구체 으로 개발하고자 하 으며, 이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의 주요 공과목의 교과내용을 개발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핵심 공과목은 추가 으로 교과내용에 한 세부  정보가 주어질 때 그 가치는 배가될 수 있다. 

둘째, 주요 공과목의 강의진행 황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 39개 문헌정보학

과5)에서 제공하고 있는 핵심 공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주차별 강의내용, 교육방법  평

가방법, 주교재  부교재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 의 내용을 종합 으로 반 하여 지식정보사회의 능력 있는 문사서 양성을 한 핵심 

공과목의 교과내용을 구체 으로 제안하고자 하 다. 이 게 제안된 문헌정보학 핵심 공과목

의 교과내용 표 화 모형은 기타 교과의 교과내용 개발에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결과 활용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헌정보학 공과목 운 의 문제  개선에 활용되고 사서자격증 취득에 요구되는 문헌정

보학 공과목의 표 교과내용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 공과목의 교과구성, 교수방법, 평가방식 등의 표 화는 국내 사서자격교육의 

이수요건을 통일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공교과 핵심과목에 한 내용 표 화에 기여하고, 한 교육과정 개설, 강의계획서 작성, 

문헌정보학 공서 술을 한 목차  내용 구성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사서의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공인자격시험인 공무원시험, 사서승진시험이나 면  등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각종 시험에서 학교 간 격차를 시정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5) 국내에서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학과에 한 명칭이 문헌정보과, 문헌정보학 공, 도서 학과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명칭을 포함하는 것으로 ‘문헌정보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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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1957년도부터 국내 학에서 문헌정보학의 정규 학 과정 교육이 시작된 이후 문헌정보학 교과

과정  교과목 개발에 한 연구는 시 인 사회변화에 응하기 해 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기술의 비약 인 발 에 따른 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도서  

환경에 반 하기 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문헌정보학 교과목과 련된 연구 경향은 크게 5개의 범주로 나

어 질 수 있다. 첫째, 환경변화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과목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6)7)8)9)10) 

둘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 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연구,11)12)13)14) 셋째, 학부제 

하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발에 한 연구,15)16)17) 넷째, 주제 문사서를 비롯한 문사서 양성

을 한 교과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18)19)20)21) 다섯째,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표 화를 다룬 연

구22)23)가 그것이다.

 6) 구본 , 박미 , “문헌정보학에서의 인공지능과 문가 시스템 교육과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

호(1998), pp.211-235.

 7) 한복희, “변화하는 도서 환경에 비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 ㆍ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

(1999), pp.179-198.

 8) 구본 , “디지털정보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정보 리학회지, 제17권, 제3호(2000), pp.93-108. 

 9) 노 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 황에 한 비교ㆍ분석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

(2005), pp.479－503.

10) 이제환, 이기명, 김정호, 윤유라, 이은주, “문헌정보학 교육에 한 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지, 제39권, 제4호(2005), pp.45-69.

11) 정진식,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분석과 모형개발,” 국회도서 보, 제28권, 제6호(1991), pp.3-63.

12) 박일종. 국내 문헌정보학 로그램의 황  교육과정 개선에 한 연구. 한국 도서 ㆍ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

(2000), pp.197-221.

13) 노 희, 게서, pp.479－503.

14) Oh, Kyung-Mook and Yunkeum Chang, “A Study on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d Research 

Developmen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2): 185-206. 2006. 

15) 김성수, “학부제 련 문헌정보학 교육목   교과과정 연구,” 도서 학논집, 제28권, 제1호(1998), pp.355-383.

16) 한복희, “학부제하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1998), pp.5-29. 

17) 엄 애, “문헌정보학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pp.33-49.

18) 남 , 허운순, “주제 문사서양성을 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 

pp.39-64.

19) 정혜미, 차미경, “공공도서  어린이사서를 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pp.161-181.

20) 장윤 , 정행순, “공공도서  어린이사서의 문성 강화를 한 계속교육 황과 효과성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pp.481-501.

21) 안인자, 노동조, 노 희, 김성진. 주제 문사서를 한 능력 심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09), pp.333-361.

22) 곽동철, 심경, 윤정옥, 게서,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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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범주에 포함된 주요 연구들은 2011년도의 ‘ 문사서 경쟁력 제고를 한 문헌정보학 

공과목 정비방안 연구’에서 그 내용이 간략하게 기술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본 연구와 비교  련성이 높은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표 화에 한 연구들만 살펴보고자 한다.

곽동철, 심경, 윤정옥은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한 기 연구’에서 국내 33개 학의 교과과

정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문헌정보학 련 학의 교과과정을 참조한 후 설문조사를 거쳐 문

헌정보학 표 교과 과정안을 제시하 다.24) 연구 결과, 문헌정보학 교육의 핵심 역을 9개로 분류

하고 각 역에 해당하는 42개의 교육내용을 열거한 후 그에 해당하는 33개의 과목명을 배정하

다. 한 각 과목은 공통기 , 핵심필수, 필수, 선택으로 표시하 다. 한편, 이 연구에서 나타난 요

한 특징  문헌정보학 표 교과과정 채택의 필요성에 한 질문에 하여 응답자의 약 92%가 

정 인 응답을 한 결과는 본 연구의 필요성의 이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노동조는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한 표 교육과정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는 사

서  사서교사 양성을 목 으로 하는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이 표 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서  사서교사를 선발하기 한 각종 시험에서 채택되는 교과목에 한 교육 역과 교육 내용도 

표 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고시에서 요구되는 객 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는 을 인식하고, 이에 한 도서 계 장의 문제 해결책으로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한 

표 교육과정을 개발하 다.25) 이 연구는 사서와 사서교사의 자격기   임용고시에 련된 국가고

시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검토,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발에 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시된 

교과목들의 타당성 검토,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도출된 교과목들에 한 도서  장사서들의 포커

스 그룹 토의 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문헌정보학 표 교육과정을 학년별, 학기별, 공

필수와 공선택으로 구분하여 도서 과 사회, 문헌정보학개론 등 24과목 72학 을 제시하 다.

Ⅲ. 자료 조사와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26)에서 제안된 핵심 교과목에 한 교과내용을 개발하기 해서 국내에서 

운 되고 있는 핵심 교과목에 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 다. 수집을 한 조사는 4년제와 2년제의 

39개 문헌정보학과를 상으로 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구체 인 조사 방법은 공문과 

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강의계획서 수집을 요청하 고, 해당 과목을 맡고 있는 강사와 학과장

23) 노동조, 게서, pp.451-468. 

24) 곽동철, 심경, 윤정옥, 게서, pp.193-213.

25) 노동조, 게서 pp.451-468. 

26) 노 희, 안인자, 최상기. 문사서 경쟁력 제고를 한 문헌정보학 공과목 정비방안 연구(서울 :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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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락을 받은 강의계획서만 수집되었다. 그 결과 조사 상 39개의 문헌정보학과  25개의 학과

가 응답하여 64.1%의 응답률을 보 다. 

총 6개 과목의 강의계획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각 과목에 한 분석 상 건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거나, 수집이 허락되지 않은 강의계획서들

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목별 분석 상 강의계획서 건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과목명 분석대상 건수 비고
문헌정보학개론 25건 모든 대학 개설 및 강의계획서 확보
정보조직론 분류 23건, 목록 23건 분류와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가 대부분임
정보서비스론 25건
도서관경영론 23건
정보검색론 24건
도서관실습 13건

<표 1> 과목별 분석대상 건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국내 25개 문헌정보학과의 강의계획서 분석 차와 방법, 그리고 표

교과내용인 강의계획서 개발 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계획서 수록 내용을 과목명, 선수과목 유무, 해설  개요(목표  목 ), 교수법, 과제 

 평가기 , 교재, 강의 일정의 구성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틀을 작성하 다.

둘째, 6개의 교과목을 의 구성요소별로 분석하고 정리하 다. 

셋째, 과목별로 해설, 개요, 강의 일정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표로 작성하 다. 

넷째, 각 과목별 주요 교재를 악하여 표로 작성하 다. 

다섯째, 주요 교재의 목차를 비교·분석하기 하여 과목별로 목차의 장, , 항을 표로 작성하

으며, 장, , 항에 각각 3 , 2 , 1 의 가 치를 부여하 다. 

여섯째, 각 과목별 교과목의 평가방법  강의방법을 표로 작성하 다. 

일곱째, 각 학의 과목별 강의계획서의 공통 내용을 종합하여 6개 과목의 과목별 종합강의계획

서를 제안하 다.

Ⅳ. 핵심 전공과목의 교과내용 개발

본 장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핵심 공과목의 교과내용을 분석하고 개발된 결과를 기술하

고자 한다. 문헌정보학개론, 정보조직론, 정보서비스론, 정보검색론, 도서 경 론, 도서 실습 등 

6개 교과목에 한 분석 내용이 ① 강의개요, ② 강의방법, ③ 평가방법, ④ 수업내용, ⑤ 주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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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되는 각 과목의 강의계획서 개발결과는 본 연구에 앞서 시행된 문헌정보학

개론 표 교과내용 개발 차27)와 거의 동일한 과정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 분

량의 한계 상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요한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헌정보학개론 교과내용 개발

1) 수업개요

수업개요에 한 분석은 25개의 강의계획서에 있는 교과목 해설, 강의개요, 강의해설, 목표  

목  등에 기술된 내용을 구 단 로 추출하여 나열하고 3계층으로 그룹핑작업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개론 수업개요는 크게 지식정보사회, 도서 ·정보센터, 문헌정보학과 학문계통, 정

보 문직, 장서 리, 정보자료조직, 디지털도서 , 기타 등으로 구분되었다.

2) 수업내용

수업내용은 25개의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15주 내지 16주의 강의내용이 강의록에 있는 제목 로 

추출되어 분석되었다. 수업내용 분석을 해 추출된 내용들은 3단계로 그룹핑되었으며, 최상  단

계는 지식정보사회, 정보와 정보원, 문헌정보학과 학문계통, 도서 ·정보센터, 장서 리, 정보자료

조직, 정보서비스, 정보 문직, 미래도서 , 도서 력, 도서 과 윤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첫 주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한 학기의 수업계획에 해 반 으로 소개하는 경우

가 부분이었고, 그 외 자기소개, 해당 학의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 소개, 학생활안내, 문헌정

보학의 특성, 문헌정보학 련 자료 소개, 문헌정보학과 체의 교과과정 소개, 지 재산권 등에 

해 소개하기도 하 다. 문헌정보학개론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한 학기의 강의계획 뿐만 아니

라 문헌정보학과의 체 교과과정과 홈페이지를 소개하거나, 문헌정보학 련 모든 자료를 소개해 

주는 것이 처음으로 문헌정보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개요 부

분에서 추출된 내용과 많은 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개요를 기반으로 강의계획

서의 수업내용이 계획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주교재 및 부교재

문헌정보학개론의 주교재와 부교재를 구분하여 조사하 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한

국문헌정보학회의 최신문헌정보학의 이해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동열, 조찬식의 문

27) 노 희, 안인자, 최상기, “문헌정보학개론 교과내용 개발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1호(2013),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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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문헌정보학개론(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선수과목 없음

개요
(목표 및 목적)

문헌정보학의 기초이론과 문헌정보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응용을 이해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1.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정보원 및 정보유통에 대한 설명
2. 문헌정보학의 개념 및 영역, 문헌정보학의 전망에 대한 설명
3. 정보전문직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 태도에 대한 설명
4. 도서관·정보센터의 조직과 경영,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5. 디지털도서관의 발전과 디지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설명

교수법 강의, 발표, 토론, 실습, 현장견학, 조별활동, 시청각학습, 초청강의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수업참여도, 발표, 조별프로젝트, 실습

주요 교재

한국문헌정보학회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편. 2008.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정동열, 조찬식. 2004. 문헌정보학총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노문자 외. 2007. 문헌정보학개론.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강의 일정 　

1 지식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의 개념과 발달

　 지식정보사회와 도서관

<표 2> 문헌정보학개론 강의계획서

헌정보학 총론, 노문자 등의 문헌정보학개론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문헌정보학 입문, 도

서 통론, 문헌정보학원론 등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는 원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도 있었다.

문헌정보학개론의 부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는 상당히 많았으며, 에서 주교재로 주로 사용

된 책들을 주교재로 선택하고 있지 않은 학의 경우에도 이들을 부교재로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최신문헌정보학의 이해와 문헌정보학원론, 문헌정보학총론 등은 부교재로 가장 많이 채택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강의계획서 개발

25개 학의 강의계획서를 총체 으로 분석하기 하여 <표 2>와 같은 임(이하 모든 교과목

의 강의계획서에 동일하게 사용함)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각각의 강의계획서가 분석되었다. <표 

2>는 25개 학의 분석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종합 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국내 문헌정

보학과의 경우 강의개요에는 주로 목표  목 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선수과목은 없었고, 교수법 

 평가방법은 앞에서 분석된 내용을 모두 기술하 으며, 교수법  평가방법  비교  게 사용

된 것도 풍부한 교수법  평가를 해 이탤릭체로 표기하여 참조하도록 하 다. 주요 교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로 구성되었다. 강의 일정에는 강의개요, 수업내용, 교재목차 등을 총체

으로 분석하여 출  빈도가 높으면서 공통성이 많은 내용을 추출해서 15주 분량으로 편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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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와 정보원
　 정보의 개념 및 가치
　 정보원과 학술정보원
　 정보유통
3 문헌정보학과 학문계통
　 문헌정보학의 개념 및 영역
　 문헌정보학의 방향과 실제
4 정보전문직
　 정보전문직의 기능과 역할
　 정보전문직의 자격 및 자질
5 도서관사
　 정보자료의 변천
　 도서관의 성립과 발달
6 도서관·정보센터
　 도서관·정보센터의 이해
　 도서관·정보센터의 조직 및 경영
7 관종별 도서관의 유형 및 기능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8 관종별 도서관의 유형 및 기능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9 장서개발과 관리
　 정보자료의 이해
　 정보자료의 선택과 수집
　 정보자료의 수서와 폐기
10 정보자료조직
　 분류 및 목록
　 메타데이터
　 색인 및 초록
11 정보서비스
　 참고정보원과 참고서비스
　 정보서비스와 이용자
　 학술커뮤니케이션과 도서관
12 디지털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발전
　 디지털도서관서비스
13 정보검색과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14 도서관협력
　 지식공유
　 도서관정보네트워크
15 도서관과 정보윤리
　 문헌정보 관련 규제와 법
　 정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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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조직론 교과내용 개발

정보조직론 는 분류·목록과목의 경우 3개 학만이 한 과목으로 통합해서 개설하 고, 부분

의 학은 분류과목과 목록과목을 분리하여 개설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의계획서 분석은 분류론과 

목록론으로 분리하여 이루어졌다. 

가. 분류론

1) 수업개요

수업개요 분석은 문헌정보학개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23개 학에 개설된 분류론의 교과목 해설, 

강의개요, 강의해설, 목표  목  등에 기술된 내용으로부터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나열한 후 3계

층의 그룹핑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식분류와 학문분류에 한 내용, 지식정보자원에 한 

이해, 정보조직의 원리와 방법, 도서 의 분류체계, 분류의 이해, 분류의 역사, 유형별 분류법, 분류

도구, 분류의 규정과 과정, 주요분류법, 청구기호의 이해, 어휘통제, 배가법, 각종 자료의 분류 등의 

내용이 강의개요에서 주로 언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분류 문가로서의 자질을 기르

겠다는 내용과 분류실습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의개요 부분에서 밝히고 있었다.

2) 수업내용

수업내용은 23개의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15주 내지 16주의 강의내용을 강의록에 있는 그 로 

추출하여 분석하 다. 수업내용의 경우 주교재 목차를 그 로 수업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다양한 교재를 총체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분류론의 첫 시간에 지식의 분

류에 해서 강의하는 학이 있었으며, 분류와 학문의 개념에 해 살펴 으로써 분류론에 비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계층으로 그룹핑한 결과 최상  계층에는 학문의 분류, 개념과 범주화, 지식구조, 지식분류의 

이해, 문헌분류법의 역사와 발 , 주요분류의 유형과 선정, 자료분류의 과정과 규정, 주요문헌분류

법, 청구기호의 이해와 용, 분류·목록과 주제명목록, 정보자원의 특성과 조직의 원리, 시소러스, 

색인과 지식구조, 문헌분류의 재와 미래 등이 나타났고, 기타 어린이자료의 분류, 사물의 분류 

등을 가르치는 학도 있었다. 한 자료분류의 실습은 많은 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 분류의 실습은 반드시 이 과목에서 소화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출 빈도를 보았을 때 한국십진분류법과 듀이십진분류법은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두 분류법에 한 실습빈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분류이론이나 문헌분류의 역사도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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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분류론(Classification)

선수과목 없음

개요(목표 및 목적)

자료조직의 핵심영역인 분류시스템에 관한 이론을 이해하고 실무적응 교육을 목표로 하며, 
자료분류의 기본원리와 방법론, 그리고 최근의 동향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1. 지식분류와 학문분류에 대한 설명
2. 분류의 개요 및 분류의 역사에 대한 설명
3. 자료분류표를 이용한 자료분류의 과정과 규정에 대한 이해
4. 주요 문헌분류법에 대한 이해와 실습
5. 청구기호와 주제명목록에 대한 설명

교수법 강의, 실습, 토의/질의응답, 발표, 과제, 수준별지도, 사례분석조사, 문제풀이

<표 3> 분류론의 강의계획서

3) 주교재 및 부교재

분류론의 주교재와 부교재를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윤희윤의 

정보자료분류론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옥, 백항기의 문헌분류론이 3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DC5 은 실습을 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부교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한국십진분류법 5 (한국도서 회), KDC의 이해(오동근), 

DDC22의 이해(오동근) 등이었다. 에서 주교재로 주로 선택된 교재를 주교재로 선택하고 있지 

않은 학의 경우에는 부교재로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4)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수업방법과 평가방법도 23개의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모두 추출하 다. 

수업방법 분석결과 강의식 방법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습이 10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토의, 발표, 과제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례분석, 문제풀이, 수 별 지도 학습방법도 수업방법으

로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방법은 각 학을 100  만 으로 하여 퍼센트의 값을 그 로 입력하여 총계를 낸 것이다. 

총 을 기 으로 보았을 때, 기말고사(556 ), 간고사(526 ), 과제(295 ), 출석(191 ) 순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실기, 보고서, 퀴즈, 수업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5) 강의계획서 개발

강의계획서는 문헌정보학개론과 마찬가지로 23개 학의 강의계획서를 총체 으로 분석하여 다

음 <표 3>과 같이 각각의 필드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 다.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개요 부분에는 주로 목표  목 을 넣고 있었으며, 이 과목의 선수과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교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건의 자료이며, 교수법과 평가방법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순으

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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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주요 교재
윤희윤. 2010. 정보자료분류론. 대구: 태일사.
김포옥, 백향기. 2011. 문헌분류론. 경기: 조은글터.

강의 일정 　
1 지식분류와 학문분류
　 학문의 분류
　 지식구조
2 분류의 이해
　 분류의 개념과 원리
　 분류의 중요성과 유형
3 분류의 역사와 발전
　 서양의 문헌분류사
　 동양의 문헌분류사
4 자료분류표의 유형과 선정
　 분류표의 이해
　 분류표의 유형
5 자료분류의 과정과 규정
　 자료분류의 과정
　 자료분류의 규정
6 KDC 분류법
　 KDC의 개요
　 KDC의 구성과 활용
7 DDC 분류법
　 DDC의 개요
　 DDC의 구성과 활용
8 기타 주요 문헌분류법
　 UDC, LCC
　 EC, SC, NDC
9 청구기호의 이해와 적용
　 청구기호의 개념과 기능
　 도서기호법
10 분류·목록과 주제명목록
　 주제명표목표의 체계
11 시소러스와 지식구조
　 어휘통제의 이해
　 시소러스와 색인의 이해

12~13 분류의 실제
　 KDC

14~15 분류의 실제
　 DDC

강의 일정에는 강의개요, 수업내용, 교재목차 등을 총체 으로 분석하여 출  빈도가 높으면서 

공통성이 많은 내용을 추출해서 15주 분량으로 편성하 다. 특히 분류의 경우 2주간의 KDC 분류, 

2주간의 DDC 분류, 총 4주간의 실습을 강의 일정에 넣어서 이론이 끝난 후에 실습을 겸함으로써 

장 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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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록론

1) 수업개요

목록론의 수업개요에 한 분석도 교과목 해설에 나오는 부분을 상으로 모든 개념을 추출하여 

나열하고, 이를 그룹핑하고, 재그룹핑함으로써 3계층으로 분류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결과 자료목록의 이론, 목록규칙의 이해, 목록규칙의 발   종류, 표목/ 근 , 기술목록, 

한국목록규칙의 이해, MARC의 이해, KORMARC의 이해, 미목록규칙, MARC21의 이해, 자

자료  인터넷정보에 한 조직, KOLAS 로그램, 목록 문가로서의 자질, 메타데이터, 목록실습, 

거통제와 주제명목록, KERIS종합목록, RDA, FRBR 등의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2) 수업내용

수업내용에서는 15주 내지 16주 분량의 강의내용을 강의록에 나타난 제목 로 추출하 다. 수업

내용에서 추출된 내용을 3계층으로 그룹핑하 으며, 최상  계층에는 목록의 이해, 목록의 역사, 

목록규칙, 목록기술과 ISBD, 서지  계유형, 표목/ 근 , MARC의 이해, 한국목록규칙의 소개/

활용, KORMARC의 이해  형식, 통합MARC의 개요, MARC21의 이해, 미목록규칙, RDA, 

메타데이터, 거제어, 주제명목록, KERIS 종합목록 등이 나타났다. 개요 부분에 소개된 개념이 

보다 세부 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교재 및 부교재

목록론의 주교재와 부교재를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이경호의 

자료목록법, 김태수의 목록의 이해, 그리고 김정 의 목록조직의 실제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상당

히 많은 교재가 발행되어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도서 회의 한국목록규칙 제4 과 국립 앙도서 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김태수의 목록의 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목록론 

분야의 자료가 상당히 많이 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4)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목록론의 수업방법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강의이며, 발표, 실습,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과목에 비해 실습의 비 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 이다. 

목록론의 평가방법으로 가장 많은 것은 기말고사, 간고사, 과제, 출석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습

이나 퀴즈로 평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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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목록론(Cataloging)

선수과목 없음

개요(목표 및 
목적)

정보조직의 수단인 자료편목의 기초이론과 기본규칙에 대한 이해와 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계가독목록의 작성 및 실무활용을 위한 최근의 동향과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한다.
1. 목록의 개요 및 목록규칙과 목록기술에 대한 설명
2. 서지관계유형과 표목에 대한 설명
3. MARC와 통합MARC에 대한 설명
4. KCR과 KORMARC, AACR2와 MARC21에 대한 설명
5. RDA,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명
6. 전거통제와 주제명목록에 대한 설명

교수법 강의, 발표, 실습, 토의/질의응답, 개별지도

평가방법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실습, 발표, 수시시험, 퀴즈, 기타
주요 교재 이경호, 김정현. 2009. 자료목록법. 대구: 인쇄마당.

강의 일정 　
1 목록의 이해

　 목록의 의의
　 목록규칙의 역사

2 목록규칙과 목록기술
　 목록규칙의 이해

　 기술목록의 이해
3 서지관계유형과 표목

　 서지관계유형
　 표목

4 MARC의 이해
　 MARC의 개념과 발전

　 MARC레코드의 구조
5 한국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의 이해
　 한국목록규칙의 실습

6 KORMARC
　 KORMARC 형식의 개요
　 KORMARC 데이터필드 이해

<표 4> 목록론의 강의계획서

5) 강의계획서 개발

목록론의 선수과목은 없었고, 개요부분에는 ‘정보조직의 수단인 자료편목의 기 이론과 기본규

칙에 한 이해와 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기계가독목록의 작성  실무활용을 한 최근의 

동향과 련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한다’는 기본 해설과 함께 강의 일정의 강의내용을 한 개요를 

작성하 다. 교수법과 평가방법은 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순으로 

나열하 다(<표 4> 참조). 

총 14주의 강의 일정이 개발되었으며, 이론 강의와 함께 실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

다. 이는 KORMARC과 MARC21에 한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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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ORMARC 실습

　 데이터필드 입력 실습

8 영미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의 이해

　 영미목록규칙의 실습

9 MARC21.

　 MARC21 형식의 개요

　 MARC21 데이터필드 이해

10 MARC21 실습

　 데이터필드 입력 실습

11 RDA

　 RDA의 개념과 내용

　 RDA의 특징과 구조

12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의 개념

　 메타데이터의 유형

13 전거제어와 주제명목록

　 전거제어

　 주제명표목

14 통합MARC

　 통합MARC 개요

　 통합MARC 실습

3. 정보서비스론 교과내용 개발

1) 수업개요

수업개요에 한 분석도 25개 강의계획서의 교과목 해설, 강의개요, 강의해설, 목표  목  등에 

기술된 내용을 구 단 로 추출하여 나열하고 3계층으로 그룹핑하 다. 그 결과 정보서비스론의 수

업개요는 크게 정보서비스의 개요, 정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 탐색과 해답, 정보서비스의 조직과 

리, 정보서비스의 평가, 참고면담, 참고사서,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자교육, 참고정보원 등으로 

구분되었다. 

2) 수업내용

수업내용은 25개의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15주 내지 16주의 강의내용을 강의록에 있는 제목으로

부터 추출하 다. 첫 주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한 학기의 수업계획에 해 반 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나, 몇몇 학교의 경우 바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 다. 수업내용에서 추

출된 내용들은 3계층으로 그룹핑되었으며, 최상  단계로 정보조사제공학의 학문명과 연구 역, 정

보서비스의 속성과 기능, 정보서비스의 철학, 이론과 발 , 참고면담, 정보탐색과 해답, 인터넷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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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원문서비스, 네트워크, 정보안내서비스, 이용자교육, 정보서비스의 조직과 윤리, 정보서비

스의 평가, 참고사서, 참고정보원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 외 정보와 정보사회의 일반논의, 도서 과 

정보와 기술, 의 임팩트 효과, 사례연구, 디지털도서  발 황과 실태요약 등에 한 것도 

다루는 학들이 있으며, 수업의 다양성을 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주교재 및 부교재

정보서비스론의 주교재와 부교재를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박

식의 정보서비스론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참고 사와 참고정보원으로 나타났다. 그 외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Bopp, Smith),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21s Century 등의 원어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도 있었다. 

정보서비스론의 부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 주교

재와 부교재는 교수자에 따라 서로 바 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교재로 많이 사용되는 교재

는 정진식, 유재옥의 디지털도서  정보서비스, 박 식의 참고정보원 등이었다.

4)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수업방법과 평가방법도 25개의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모두 추출하 다. 

그 결과 강의식방법이 10건, 발표  발표 7건, 토론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청강

의, 사이버강의,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방법은 각 학을 100  만 으로 하여 그 총 을 산출한 결과 기말고사, 간고사, 과제  

보고서, 출석  수업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발표, 수업태도, 퀴즈 등도 평가방법으로 나타났다.

5) 강의계획서 개발

강의계획서는 25개 학의 강의계획서를 총체 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필드에 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표 5> 참조). 개요 부분에는 주로 목표  목 을 넣은 사례가 많았으며, 선수과목을 

요구하는 학은 없었다. 강의방법  평가방법은 앞에서 분석된 내용을 모두 기술하 으며, 이탤

릭체로 된 부분은 풍부한 교수법  평가를 해 참조하도록 추가하 다. 주요 교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을 기술하 다. 강의 일정에는 강의개요, 수업내용, 교재목차 등을 총체 으로 

분석하여 출  빈도가 높으면서 공통성이 많은 내용을 추출해서 15주 분량으로 편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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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정보서비스론(InformationServices, IntroductiontoInformationServices, ReferenceandInformationServices)
선수과목 없음

개요(목표 
및 목적)

참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봉사의 철학과 이론을 토대로 참고질문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참고사서의 능력을 함양한다.
1.정보서비스의 개요 및 이론과 실제에 대한 설명
2.정보서비스의 조직과 관리 및 정보서비스의 평가에 대한 설명
3.참고면담 및 탐색과정에 대한 설명
4.인터넷정보서비스 및 디지털참고서비스에 대한 설명
5.이용자교육의 의의와 기법에 대한 설명
6.참고사서의 역할, 자질 및 자격에 대한 설명
7.참고정보원의 종류 및 활용과 평가에 대한 설명

교수법 강의, 발표/팀별발표, 토론, 사례발표, 과제/조별과제, 실습, 초청강의, 사이버강의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보고서, 출석 및 수업참여, 발표, 발표자료, 수업태도, 주제의 이해 및 발표준비, 퀴즈

주요 교재
박준식. 2007.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박준식. 2011.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노옥순. 2000. 참고봉사와참고정보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강의 일정 　
1 정보서비스의 속성과 기능
　 정보서비스의 개념과 속성
　 정보서비스의 기능
2 정보서비스의 철학과 발전
　 정보서비스의 철학
　 정보서비스의 발전
　 정보서비스의 이론
3 참고면담
　 참고면담의 의의
　 참고질문
　 참고면담과 커뮤니케이션
　 면담과정 및 전자참고면담
4 정보의 탐색과 해답
　 탐색전략
　 탐색과정
　 온라인탐색
　 해답과 평가
5 인터넷 정보서비스
　 인터넷환경과 도서관서비스
　 디지털정보서비스와 가상참고서가
6 원문서비스
　 원문서비스의 의의
　 전자적 전문서비스 및 문헌배달서비스
7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의의 및 기능
　 네트워크의 유형
8 정보안내서비스
　 정보안내서비스의 의의
　 정보안내서비스의 영역과 유형
　 정보안내서비스의 관리

<표 5> 정보서비스론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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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용자교육
　 이용자교육의 의의
　 이용자교육의 유형
　 이용자교육의 운영
10 정보서비스의 조직과 관리
　 조직과 관리의 의의와 발전
　 조직의 유형과 특성
　 정보서비스의 관리
11 정보서비스의 평가
　 정보서비스 평가의 의의
　 정보서비스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정보서비스의 평가유형과 기법
12 참고사서
　 참고사서의 의의와 자질
　 참고사서의 역할 및 역할모델
13 참고정보원의 의의와 개발
　 참고장서의 개발 및 참고정보원의 의의
　 참고정보원의 평가와 선택
14 참고정보원의 유형
　 서지정보원
　 색인 및 초록
　 백과사전, 사전
　 인물정보원, 지리정보원
　 즉답형정보원(연감, 편람, 명부)
　 정부간행물, 통계정보

15 디지털참고정보원

4. 정보검색론 교과내용 개발

1) 수업개요

정보검색론의 수업개요에 한 분석도 교과목 해설에 나오는 부분을 상으로 모든 개념을 추출

하여 나열하고, 이를 그룹핑하고, 재그룹핑함으로써 3계층으로 분류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하 다. 그 결과 정보검색에 한 이해, 정보검색환경의 이해, 정보검색의 이론과 실제, 정보검색

의 주요 구성요소, 정보검색시스템의 이해, 정보검색도구, 정보와 지식의 구조, 정보 리, 정보조직

화와 축 , 색인에 한 개념, 분류에 한 개념, 자동요약, 이용자모델 탐구, 정보검색엔진, 정보검

색평가, 차세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의 자질 등의 개념에 해 수업에서 다룰 것임

을 보여 다.

2) 수업내용

수업내용에서는 15주 내지 16주 분량의 강의내용을 강의록에 나타난 제목 로 추출하 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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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서 추출된 내용을 3계층으로 그룹핑하 으며, 최상  계층에는 정보표 과 검색개 , 정보표

, 정보표 과 검색언어, 정보의 축 과 검색, 색인  시소러스, 자동색인, 텍스트요약, 텍스트구

조화, 클러스터링, 텍스트범주화,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검색기법과 질의표 , 정보검색모형, 정

보검색시스템, 특수정보검색, 정보검색과 평가, 검색성능향상 략, 인터페이스, 정보표 과 검색과 

인공지능, 정보검색과 련된 제반 사항들, 인터넷 등이 나타났다. 그 외 검색실습, 정보자원활용, 

인터넷정보조직, ACCESS활용, 논문검색, 정보를 왜 찾을까? 등이 다루어지고 있고, 개요 부분에 

소개된 개념이 보다 세부 으로 수업내용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교재 및 부교재

정보검색론의 주교재와 부교재를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장혜

란 역의 디지털시 의 정보표 과 검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 미의 정보검색연구가 5건, 이

수상의 정보검색의 실제가 4건으로 나타났다.

부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정 미의 정보검색연구이고, 다음으로 장혜란 역의 디지

털시 의 정보표 과 검색, 이수상의 정보검색의 세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검색분야의 교재들

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정보검색론의 수업방법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강의이며, 그 다음은 발표, 실습, 토론 

등으로 나타났다. 실습의 비 도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보검색론의 평가방법은 기말고사, 간고사, 과제  로젝트, 출석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

보고서, 기말보고서, 수업참여도  태도의 평가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강의계획서 개발

정보검색론의 선수과목은 없었고, 개요부분에는 ‘본 과목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검색의 개념, 정

보와 지식의 구조와 조직방법, 검색기법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한다. 한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유

형의 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와 련된 정보처리기술을 다루어 변화하는 정보검색이론과 실제를 

학습함을 목표로 한다’는 기본 해설과 함께 강의 일정의 강의내용을 한 개요를 작성하 다. 교수

법과 평가방법은 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순으로 나열하 다. 

총 16주의 강의 일정이 개발되었으며, 실습보다는 이론 심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검색

론 강의계획서의 내용은 거의 이론 심이었고, 실습에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색실습은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정보검색론은 정보검색이론이나 모형, 검색원리 심으로 교육

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라는 을 반 한 결과이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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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정보검색론(Information Retrieval)
선수과목 없음

개요(목표 
및 목적)

본 과목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검색의 개념, 정보와 지식의 구조와 조직방법, 검색기법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처리기술을 다루어 
변화하는 정보검색이론과 실제를 학습함을 목표로 한다.
1. 정보표현과 검색개관, 그리고 정보표현과 검색언어에 대한 설명
2. 정보검색기법과 질의표현, 검색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3. 정보검색모형과 정보검색시스템, 특수정보검색에 대한 설명
4. 정보검색과 이용자에 대한 설명
5. 정보검색평가, 검색성능향상전략 및 인공지능검색에 대한 설명
6. 색인 및 시소러스, 초록에 대한 설명
7. 클러스터링 및 검색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교수법 강의, 토론, 발표, 실습, 이론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팀프로젝트, 출석, 수업참여/태도

주요 교재
장혜란옮김. 2011. 디지털시대의정보표현과검색.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정영미. 2005. 정보검색연구. 서울: 구미무역.
이수상. 2011. 정보검색의 세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강의 일정 　
1 정보표현과 검색개관
　 정보표현과 검색의 역사와 발전
　 정보검색의 주요 개념 및 구성요소
2 정보표현
　 색인, 초록, 범주화
　 메타데이터, 전문정보
3 정보표현과 검색언어
　 자연어와 통제어휘
　 디지털시대의 검색
4 정보검색기법과 질의표현
　 검색기법
　 질의표현
5 검색접근방법
　 탐색을 통한 검색
　 브라우징을 통한 검색
6 정보검색모형
　 불리언검색, 벡터공간모형, 확률모형
　 추론망검색, 신경망검색
7 정보검색시스템
　 정보검색시스템의 개요 및 발전
　 정보검색시스템의 유형
8 특수정보의 검색
　 멀티미디어검색
　 비디오텍스트검색
9 정보검색과 이용자
　 이용자와 정보요구
　 이용자와 시스템 상호작용
10 정보검색의 평가

<표 6> 정보검색론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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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개요 및 평가척도

　 평가기준 및 순위평가

11 검색과 인공지능

　 시멘틱 웹과 정보검색

　 차세대 정보검색

12 색인 및 시소러스

　 색인의 개요 및 종류

　 자동색인

　 시소러스 개요 및 구축

13 텍스트 요약/초록

　 텍스트 요약 개요 및 요약기법의 유형

　 자동요약 및 자동요약 성능평가

14 텍스트 문헌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의 개요 및 클러스터링 기법

　 텍스트 범주화와 학습기반분류기

15 검색성능향상전략

　 효과적 인질의 작성

　 질의확장

16 검색 인터페이스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유형

　 검색 인터페이스의 설계

5. 도서관경영론 교과내용 개발 

1) 수업개요

수업개요에 한 분석은 23개 강의계획서의 교과목 해설, 강의개요, 강의해설, 목표  목  등에 

기술된 내용을 구 단 로 추출하여 나열하고 3계층으로 그룹핑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서 과 도서 경 의 이해, 도서 경 이론, 조직의 형성과 리, 계획수립, 도서 경 자원, 

산편성과 리, 인력자원, 지휘의 원리와 응용, 통제와 평가, 도서 경 의 미래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수업내용

수업내용도 수집된 23개의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15주 내지 16주의 강의내용을 강의록에 있는 그

로 추출하 다. 3계층으로 그룹핑하 으며, 최상  계층으로 도서 ·정보센터의 이해, 도서  

리환경의 변화, 도서 과 경 리이론, 도서 의 역할분석, 경 계획/기획, 도서 의 경 자원, 

산편성과 리, 조직의 형성과 리, 인 자원의 계획과 리, 지휘의 원리와 응용, 통제와 평가, 도

서 ·정보센터 경 의 미래, 도서  건축, 건물 리, 장서 리, 서비스 리, 도서 정보시스템과 변

화 등이 나타났다. 그 외 도서 경 의 에서 정보 문직윤리, 도서 자동화, 도서 운동과 독서

운동, 도서 정보교육, 운 사례, 경 학의 본질과 발 과정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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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교재 및 부교재

도서 경 론의 주교재와 부교재를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교재는 

정동열의 도서 경 론으로 나타났고, Stueart & Moran의 도서 ·정보센터경 론 번역본으로 나

타났으며, Stueart & Moran의 원서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를 사용하고 

있는 학도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경 론의 부교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열의 도서 경 론은 주교재로 사

용하지 않을 경우 부교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도 부교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4)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수업방법과 평가방법도 23개의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모두 추출하 다. 

수업방법을 분석한 결과 발표  사례발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식이 8건, 토론이 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조사  과제, 질의응답참여, 빙강의 등의 다양한 수업방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 경 론은 다른 수업과 달리 발표  토론 수업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방법은 기말고사가 가장 높은 순 에 있으며, 가고사, 과제, 출석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수업참여, 도서 자원 사활동  소감발표, 그룹스터디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강의계획서 개발

강의계획서는 23개 학의 강의계획서를 총체 으로 분석하여 정리하 다. 그 결과 도서 경

론의 선수과목은 없었고, 개요부분에는 ‘도서 ·정보센터를 효율 으로 경 하기 해 필요한 도서

경 의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경 능력이 탁월한 도서  경 자 양성을 목 으로 한다.’는 기

본 해설과 함께 강의 일정과 강의내용을 한 개요를 작성하 다. 교수법과 평가방법은 에서 분

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순으로 나열하 다. 

총 14주의 강의 일정으로, 도서   도서 경 의 이해, 도서 과 경 리이론, 도서 의 역할

분석, 도서 의 경 자원, 경 계획, 산편성과 리, 조직의 형성과 리, 인 자원의 계획과 

리, 지휘의 원리와 응용, 통제의 이해, 도서  평가, 도서 경 의 미래, 도서 경 상 등의 내용

으로 구성된 강의 내용이 개발되었으며, 주로 이론 강의이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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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도서관경영론(Introduction to Library Management)
선수과목 없음

개요(목표 
및 목적)

도서관·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관경영의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경영능력이 
탁월한 도서관 경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경영 및 도서관 관리 환경에 대해 설명
2. 도서관과 경영관리이론에 대한 설명
3. 도서관조직의 형성과 관리 및 경영계획수립에 대한 설명
4. 도서관경영자원 및 예산편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
5. 지휘의 원리와 응용 및 통제와 평가에 대한 설명
6. 도서관경영의 미래에 대한 설명

교수법 발표/사례발표, 강의, 토론, 조사/과제, 해설, 질의응답, 조별프로젝트, 초빙강의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그룹스터디, 발표, 수업참여, 기타,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및 소감 발표, 
토론

주요 교재
정동열. 2011. 도서관경영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임명순, 오동근. 2000.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강의 일정 　
1 도서관 및 도서관경영의 이해
　 도서관·정보센터의 이해
　 도서관 관리환경의 변화
2 도서관과 경영관리이론
　 경영관리의 개념과 도서관
　 경영관리이론의 발달과정
3 도서관의 역할분석
　 경영환경요인 및 역할분석내용
　 역할분석방법론
　 도서관 관련 법규
4 도서관의 경영자원
　 자원의 종류와 내용
　 물질자원
　 인력자원
　 재화자원
　 기술적자원
5 경영계획
　 경영계획의 수립
　 경영계획의 기법
　 경영계획과 의사결정
6 예산편성과 관리
　 예산의 개념과 유형
　 예산의 계획과정과 비용
　 예산편성방법
　 예산의 결산 및 감사
7 조직의 형성과 관리
　 조직의 개념과 요소
　 조직형성의 기본원리
　 조직구조의 유형
8 인적자원의 계획과 관리
　 인력관리의 개념과 원칙

<표 7> 도서관경영론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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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와 인사고과
　 직원의 채용과 교육
9 인적자원의 계획과 관리
　 인사이동과 이직
　 보수관리
　 노사관리
　 징계와 고충처리 및 인사정책과 절차
10 지휘의 원리와 응용
　 지휘의 개념과 구성원의 동기부여
　 리더십과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11 통제의 이해
　 통제의 기능 및 기법
　 통제의 요건 및 지침
12 도서관 평가
　 평가의 의미와 대상
　 평가의 기법 및 평가보고서 작성
13 도서관경영의 미래
　 도서관경영 패러다임 변환
　 인력자원의 변화
　 도서관·정보센터의 이슈와 전망
14 도서관경영대상
　 도서관 건축
　 건물관리
　 장서관리
　 서비스관리

6. 도서관실습 교과내용 개발

1) 수업개요

수업개요에 한 분석은 13개의 강의계획서에 나온 교과목 해설, 강의개요, 강의해설, 목표  

목  등에 기술된 내용을 구 단 로 추출하고 나열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정보학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장에 용하고, 도서  장을 경험함으로써 정보 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내용이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업내용

수업내용에 한 분석은 13개의 도서 실습 강의계획서의 수업내용 부분에 기술된 것을 구 단

로 추출하여 나열하 다. 여기에는 주로 도서 실습에 한 내용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소개하고 

바로 도서 실습을 나가는 것이 일반 이었으나, 도서 실습 에 자신의 직업에 한 탐색을 하거

나, 실습할 도서 을 스스로 조사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도서 실습을 다녀온 후에는 부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뿐만 아니라 실습보고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 8>은 J 학의 수업내용으로서 조사 상 학  가장 정교하게 개발된 도서 실습 강

- 166 -



국내 문헌정보학 주요 교과목 강의계획서 분석 및 개발 연구  25

01주 수업내용
도서관 실무실습에 대한 의의와 배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반 교과와 비교해서 실무실습이 가져오는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울러 실무실습교육기관의 배정 및 확인, 그리고 관종별로의 비율 
등을 조절하여 실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문헌해당 도서관실무실습계획 및 설계
과제물
교수법 챠트, 파워포인트 활용

02주 수업내용
도서관실무실습을 위한 도서관의 주요 업무 및 사서가 담당하는 업무를 개략적으로 설명. 아울러 
도서관의 종류, 즉 국내 관종별 도서관의 현황, 관종별 도서관에 따른 업무의 특색, 주요 업무내용, 
전북지역의 도서관분포, 주요 도서관현황 등을 설명하고 학습한다.

문헌해당 관종별 도서관-도서관 업무, 전북지역도서관분포 및 통계
과제물 도서관의 주요업무 및 서비스활동 조사하기
교수법 차트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03주 수업내용

도서관 사서의 주요업무 가운데 수서업무에 대해서 살펴본다. 도서관의 가장 최우선적 업무인 수서업무와 
장서개발, 장서구성업무를 학습한다. 즉, 도서관장서의 패러다임변화, 기증, 교환, 구입에 의한 수서방법, 
구입처, 전자정보의 구입, 도서관장서의 적정수준, 도서관장서의 보존, 도서관장서의 폐기, 실제 
수서업무의 실행 등을 학습한다.

문헌해당 수서업무, 장서개발 및 보존, 폐기업무
과제물
교수법 차트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04주 수업내용

도서관 업무중에서 자료조직업무에 대해서 학습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자료조직업무의 환경, 
변화, 실제 업무내용 등을 소개하고, original cataloging과 copy cataologing등 실제 목록작성의 방법, 
협동목록, 출판사제공목록 등을 컴퓨터로 제시하면서, 오류와 정확성을 비교검토하는 학습방법을 
강구한다.

문헌해당 목록업무, 분류업무, 자료조직업무, 데이터베이스구축업무
과제물
교수법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 목록사례를 보여주고 비교·검토

05주 수업내용

정보서비스업무에 대하여 학습한다. 정보서비스업무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참고질문의 종류, 
전자게시판, 웹폼, 전자우편, 화상회의, 채팅을 통한 참고질문방법, 질문의 만족도 등을 학습하고, 나아가 
도서관협동참고질문의 출현배경 및 사례, 국내의 도입, 실행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국내 
관종별 도서관의 참고질문 및 답변의 주요사례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여주고 검토하는 교수방법을 
채택한다.

문헌해당 정보서비스, 참고질문, 서비스활동

과제물
실습대상 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도서관의 주요특성과 서비스활동, 현황, 특징 등을 조사·분석하여 
발표준비하기

교수법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도서관의 참고질문, 사례제시

06주 수업내용
도서관협동, 상호대차업무, 관리, 연속간행물업무, 비도서자료업무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도서관 
협동업무의 종류, 협동의 추진절차, 연속간행물 등의 비도서자료의 수집, 조직, 검색, 서비스 활동을 
소개하고, 도서관장서에서 비도서가 차지하는 위치와 비율을 고찰하고 학습한다.

문헌해당 도서관협동, 상호대차업무, 연속간행물등의 비도서자료업무
과제물
교수법 파워포인트활용 교수법

07주 수업내용
전주시립도서관 및 전주대도서관의 방문을 통하여 전주시립도서관 및 전주대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실제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현장수업을 진행함. 현장수업을 통해서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실행해보는 학습을 추진함.

문헌해당 도서관 업무의 추진, 현장학습
과제물

<표 8> J대학의 도서관실습

의계획서로 평가되었으며,  내용이 본 연구의 강의계획서 개발에 참고되었지만 그 자체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어 그 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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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현장학습교수법, 도서관 업무 특강

08주 수업내용

[발표 및 토론-세미나]- 1 

실습대상 도서관을 중심으로 2-3명의 그룹으로 국내 주요도서관의 업무내용을 주요한 특징과 주요 
서비스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각자 토론함. 또한 발표내용에서 미진한 부분과 요류나 
의문점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

문헌해당 주요 도서관 서비스 활동 및 특징 발표 및 토론-세미나
과제물
교수법 세미나식, 발표 및 토론식수업

09주 수업내용

[발표 및 토론-세미나] - 2 

실습대상 도서관을 중심으로 2-3명의 그룹으로 국내 주요 도서관의 업무내용을 주요한 특징과 주요 
서비스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각자 토론함. 또한 발표내용에서 미진한 부분과 오류나 
의문점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

문헌해당 주요도서관 서비스 활동 및 특징 발표 및 토론-세미나
과제물
교수법 세미나식, 발표 및 토론식수업

10주 수업내용

[발표 및 토론-세미나] - 3 

실습대상 도서관을 중심으로 2-3명의 그룹으로 국내 주요 도서관의 업무내용을 주요한 특징과 주요 
서비스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각자 토론함. 또한 발표내용에서 미진한 부분과 오류나 
의문점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

문헌해당 주요 도서관 서비스 활동 및 특징 발표 및 토론-세미나
과제물
교수법 세미나식, 발표 및 토론식수업

11주 수업내용 도서관 실습 1주차- 전북지역도서관실습 방문 및 임장지도

문헌해당 도서관실습
과제물
교수법 현장임장지도

12주 수업내용 도서관실습 2주차 - 전북지역 도서관실습 방문 및 임장지도

문헌해당 도서관실습
과제물
교수법 임장지도

13주 수업내용 도서관실습 3주차 - 서울·경기지역 도서관실습 방문 및 임장지도

문헌해당 도서관실습
과제물
교수법 임장지도

14주 수업내용 도서관실습 4주차 - 서울·경기지역 도서관실습 방문 및 임장지도

문헌해당 도서관실습
과제물
교수법 임장지도

15주 수업내용
현장실무실습의 소개, 소감, 느낀점,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의 차이점을 스스로 찾게 하고, 향후 도서관 
사서로서의 의무감과 소속감을 가지도록 함. 또한 도서관실습 발표준비 및 도서관실습 발표방법, 
기기활용 등을 교육하고, 도서관실습 발표자료를 준비한다.

문헌해당 도서관실습 소감
과제물 도서관실습의 소감문 작성, 현장교육과 학교교육의 차이점
교수법 발표 및 토론식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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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도서관실습(Field Studies)

선수과목 도서관시스템자동화

개요(목표 및 목적)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익힌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도서관 및 정보센터 등의 현장업
무 경험을 통하여 정보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수법 실습, 강의, 발표, 토의

평가방법 실습, 과제(팀보고서), 기말, 출석, 중간

주요 교재 대학별 자체개발

강의 일정 　

1 도서관실습 개요(오리엔테이션)

　 도서관실습의 이해

　 도서관실습의 태도

　 도서관실습의 목적 및 의의

2 도서관실습 사전 준비

실습생들의 진로 선택 방향 조사 분석

실습기관 조사 및 선정

현장방문 및 지도사서 면담

실습계획서 작성 및 검토

3 도서관 업무 및 업무흐름 이해하기

도서관 자료의 수집

도서관 자료의 정리

도서관 자료의 이용

<표 9> 도서관실습 강의계획서 

3) 주교재 및 부교재

주교재와 부교재를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도서 실습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기에는 합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몇몇 학교의 경우 자체개발 실습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수업방법을 분석한 결과 실습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의나 발표, 토의 등도 실습과목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방법은 실습평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과제  보고서 등으로 

나타났다. 

5) 강의계획서 개발

강의계획서는 13개 학의 강의계획서를 총체 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개요부분에

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익힌 이론 인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도서   정보센터 등의 장업무 

경험을 통하여 정보 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는 데 그 목 이 있다’는 기본 해설

과 함께 강의 일정의 강의내용이 작성되었다. 교수법과 평가방법은 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순으로 나열하 다. 그리고 수업의 주요 내용은 실습이었다(<표 9> 참조). 

- 169 -



28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4권 제1호)

도서관 자료의 관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도서관의 시설

도서관협력 업무

이용자 응대서비스

4~14 도서관실습

도서관 현장에서의 실습

15 실습보고 및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

　   스탭매뉴얼

　   실습일지

　   실습만족도

　 실습 결과보고 및 토의

　 기관 평가(지도자 평가)
　   기관평가서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문헌정보학과의 주요 교과목에 해당하는 6개의 교과목에 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국의 4년제  2년제의 39개 문헌정보학과에 강의계획서 

수집에 한 조 요청을 하 으나, 25개 학의 강의계획서가 수집되어 조사의 응답률은 64.1%로 

나타났다. 수집된 문헌정보학개론, 정보조직론, 정보서비스론, 정보검색론, 도서 경 론, 도서 실

습 등 6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수업개요, 수업내용, 평가방법, 교수방법, 교재, 구체 인 강의일

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분석을 토 로 개발된 결과  가장 요한 부분인 강의의 주요 

내용을 과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개론의 주요 강의 내용에는 지식정보사회, 정보와 정보원, 문헌정보학과 학문계

통, 정보 문직, 도서 사, 도서 ·정보센터, 종별도서 의 유형  기능, 장서개발과 리, 정보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디지털도서 , 정보검색과 데이터베이스, 도서  력, 도서 정책과 정보윤

리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정보조직론의 주요 강의 내용에는 분류의 이해, 자료분류표의 유형과 선정, KDC 분류법, 

DDC 분류법, 기타 주요 분류법, 청구기호의 이해와 용, 목록의 이해, 목록규칙과 목록기술, 서지

계유형과 표목, 주제명목록, 거제어와 주제명목록, MARC의 이해, 한국목록규칙과 KORMARC, 

미목록규칙과 MARC21, RDA와 메타데이터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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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보서비스론의 주요 강의 내용에는 정보서비스의 개요, 정보서비스의 철학과 발 , 참고

면담, 가상참고면담, 정보탐색과 결과, 인터넷정보서비스, 력망과 서비스, 정보안내서비스, 이용

자교육, 정보서비스의 평가, 정보서비스의 조직과 리, 참고사서, 참고정보원의 의의와 개발, 참고

정보원의 유형, 정보서비스의 미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넷째, 정보검색론의 주요 강의 내용에는 정보검색의 개요, 정보표 , 검색언어, 정보검색모형, 정

보검색시스템, 정보검색과 이용자, 정보검색의 평가, 검색과 인공지능, 색인  시소러스, 텍스트의 

요약, 텍스트 클러스터링, 검색 인터페이스, 소셜탐색 등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도서 경 론의 주요 강의 내용에는 도서  경 환경의 변화, 도서 과 경 리이론, 

도서 의 역할분석, 도서 경 자원, 경 계획/기획, 도서 마 , 산편성과 리, 조직의 형성

과 리, 인 자원의 계획과 리, 도서 구성원 계획, 물질자원 리, 지휘의 원리와 응용, 통제의 

이해, 도서 평가, 도서  경 의 미래 등이 포함되었다.

여섯째, 도서 실습의 주요 강의 내용에는 도서 실습 개요, 도서 실습 사  비, 도서  업무 

 업무흐름 이해하기(도서  자료의 수집, 도서  자료의 정리, 도서  자료의 이용, 도서  자료

의 리, 도서  문화 로그램의 운 , 도서 의 운 , 도서 의 시설, 이용자 응 서비스 등), 도서

실습, 실습보고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과목의 표 화된 교과내용을 기반으로 사서교사  사서공무원 채용시

험  승진시험 등 시험내용의 표 화를 통해 학교 간 격차 해소  시험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졸업 후 사서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질  수 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계 및 제언

국내 황을 분석한 결과 각 학은 교과목의 이해를 돕고 학생의 역량강화를 해 다양한 활동

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를 들어 문헌정보학개론 과목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해당 

학 문헌정보학과의 역사, 특성화분야 등에 해서 포 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고, 학생 각

자의 비 을 설정하고 토론하는 경우, 특강사를 청하는 경우, 장방문을 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각 과목의 특성에 맞는 추가 인 교육활동은 표 화의 단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과내용 표 모형의 경우 속히 변화하는 정보환경을 반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재의 국내 교과과정 분석을 기반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과내용을 교육하되 발 된 기술로 인한 교과내용의 변화를 반

하여 교육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표 교과내용은  다시 변화·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22개의 4년제 학과 3개의 2년제 학의 강의계획서를 주로 분석하 다. 연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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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비록 2년제 학에서 사용하는 내용도 분석되고 있으나 반 으로 4년제 학부강의 주로 

연구결과가 치우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론보다는 주로 실무 인 면을 

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문 학에서도 용되기 해서는 교수가 교과내용  필요한 

내용만을 골라서 축소  확장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표 화된 

교과내용을 기반으로 각 학의 교수가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추가 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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