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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러닝코먼스는 정보코먼스의 기반에서 도서관의 사명 달성을 위한 실천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러닝코먼스의 핵심 콘텐츠의 하나가 독서교육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 

현장에서 독서지도를 지원하는 독서지도사 양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도서관에 있어서 독서교육. 

서비스 진작의 사례로서 독서관련 지도사 양성과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의 도서관은 독서교육 여건을. , , 

개선시키기 위해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지도사를 양성함으로서 독서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이용도를 높여가

고 있다 둘째 일본 도서관은 독서지도라는 사회적 필요를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협력하여 독서지도사 양성을. , , ,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도서관내 독서교육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 

담당하고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 양성제도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독서관련 자격제도 러닝코먼스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 도서관의 역할: , , , 

ABSTRACT

It had been said that reading education in Japan has a goal to ‘Lead children's character to a desirable

direction’. Since the 2000s, Japan's reading activity was directly linked with an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children's education ability. These movements for reading in Japan is made more concrete by the ‘Promotion

Act on Children's Reading Activities’. For improving the reading skills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Japan,

cooperation among homes, regions, and schools is needed. As a result, Japan has an opportunity to build

an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r reading support services. The library has also been given an enhanced

role as a learning common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Japan's

reading instruction qualification system, and show their efforts to foster reading specialists for improving

the reading skills of the younger generation. This will generate the momentum needed to have the library

evolve into learning commons.

Keywords: Reading instruction qualification, Learning commons, Role of library, Reading education servic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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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Ⅰ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정보탐색이 용이해질수록 지식의 물리적 창고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 위기에서 도서관을 . , ‘지식의 창고’에서 ‘학습의 

공간’으로 역할 확장 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이 러닝코먼스이다 러닝코먼스는 ( 2008) . . 米澤 誠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시작된 도서관 서비스모델이지만 일본에서는 도서관이 다양한 형태의 , 

정보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기학습과 평생교육을 , 

위해 설비와 인적지원이 투입되어 학습공간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러닝코먼스는 ‘러닝’이라는 콘텐츠와 ‘코먼스’로서의 공유지의 개념이 결합된 것이다. 

첫째, ‘러닝’이라는 콘텐츠기능이 강조되면서 도서관은 학습활동과 학습지원 서비스의 역

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의 흐름에서 주체적 학습이 강조되면서 자기학습을 지원하는 공. 

간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 , 2012). , 加藤信哉 小山憲司 

우 평생학습의 지속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육성하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주체적 ,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로의 도서관의 학습콘텐츠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 

길어질수록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지역도서관은 평생학습의 공간으로서 역할이 커

지고 있다.

둘째 코먼스로서의 도서관 역할강화이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에 의하, . (Wikipedia 2015)

면 코먼스란 사적소유가 아닌 공동으로 활용되어지는 공유지 라는 영국의 법, (common land)

적 용어에서 유래되어 일상적으로 코먼스 라고 불리고 있다 즉 코먼스는 사회의 모, (commons) . 

든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자연적 공유공간을 말한다 도서관의 코먼스화를 뒷받침. 

하는 대표적 주장은 의 정보코먼스로 이는 물리적 공간Beagle(2006) , (physical commons), 

가상적 공간 문화적 공간 이 모이는 곳이다 러닝코(virtual commons), (cultural commons) . 

먼스는 정보코먼스를 학습활동 중심의 실천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임형연 도서관 ( 2013). 

러닝코먼스란 학습의 목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와서 머무르는 공간의 구축이다 이처럼 . 

학습이라는 콘텐츠와 코먼스라는 공유공간을 결합한 러닝코먼스로서 도서관은 주체적 학습

의 지원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와서 , 

머무르고 학습하는 공유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러닝코먼스는 정보코먼스의 기반에서 도서관의 사명달성을 위한 실천을 전제하고 있다 이. 

는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러닝코먼스의 핵심 콘텐츠의 . 

하나가 독서교육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독서지도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 

독서지도사 양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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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도서관에 있어서 러닝코먼스화를 위한 독서활동 진작의 

한 사례로서 독서지도 인력 양성제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례조사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 

주관하는 강좌 일본 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강좌 일본 학교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는 독서, , 

지도사 양성 강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일본의 도서관 방문 및 인터뷰과정에서 수. 

집한 사례의 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각 제도의 홈페이지 정보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이 이루어졌

다 이는 공공 및 학교도서관의 사명인 학습이 활성화되어 러닝코먼스가 이루어지는 전제조건. 

으로 독서의 활성화를 들고 이러한 독서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도서관 관련기관의 노력, 

과 협력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도서관 독서지도 인력은 러닝코먼스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통해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독서지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일본 도서관 기능의 새로운 전개 . Ⅱ

 

일본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1. 

일본에서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웹기반 서비스

로 위기감을 인식한 도서관에 의해 특히 강조된다 이러한 도서관의 내부적 환경변화와 더불. 

어 도서관의 이용자들에 대한 외부적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년 월 일본 중앙교육. 2012 8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 평생학습의 지

속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육성하는 대학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이 대학, . 

교육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교육환( , 2012)). 加藤信哉 小山憲司 

경과 맞물리면서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가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Kurayoshi)倉吉

시립도서관은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생활과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업과 구직 청년

을 지원하는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립도서관은 . (Tama)多摩 ‘사람만

들기 공동체만들기, ’의 일환으로 단지 지식을 습득하거나 암기하기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 아니

라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러닝코먼스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야기회를 실시하고. , 

지역의 동물원과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도서관과 독서지도 2. 

일본의 독서지도는 ‘책읽기지도 , ’ ‘도서와 도서관 이용지도 , ’ ‘생활 속에서의 독서지도 , ’ ‘독

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지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왔다 즉 ( 2008). 中村 百合子 ‘생활’과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46 3 )․

- 74 -

‘독서’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 

근래에 와서 독서가 교육과 연결되면서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독서가 중시되었

고 도서관의 역할도 강조되었다 사서교사 의 역할은 각 과목의 학습내용을 파악하. ( )司書教諭

고 학습을 보조하는 자료를 갖추어 정비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지워졌다 직접 답을 .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답에 이르는 수단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능력을 요구하였다 즉 학교도. 

서관의 사서교사의 역할에서 독서와 교육을 결부하여 학생의 학력향상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

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학습에서 지식 이해력을 육성하기 위해 , , ‘독서지도’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6).森 美紀子 

년 제정된 일본의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 년 법률 제 호 에 2001 (2001 154 )

기초하여 국회에 보고된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 

자기주도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 환경이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독서환경 만들기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 학교를 모두 아우르는 . , , , 

사회전체의 역할로 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 

특성을 살린 시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독서의 범위를 넓혀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지역 학교 등과의 연. , , 

계와 협력을 강조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차 계획은 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차 계. 1 2002 , 2

획은 년부터 시작하고 년부터 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2008 , 2013 3 .

이처럼 독서에 대한 가정 지역 국가 학교 도서관 등 사회 전체적 역할이 추진활동으로 , , , ,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에 있는 도서관과 지역 민간단체 및 민간 봉사자들의 . 

독서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어린이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 

독서 감상문대회 가정에서 책읽어주기 운동 포럼개최 독서지도자 양성 서평대회 개최 등 , , , , 

읽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언어력 표현력 등을 키우는 시책들을 전개하고 , 

있다 실제로 일본 어린이독서활동추진계획 관련자료 에 따르면 . ( 2015)日本文部科学省 

년 의 책정상황에서 년 의 책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년 의 학2003 10% 2011 65% 2006 OECD

습도달도 조사에서 독해력부분이 위이던 것이 년 위로 올랐다고 보고되고 있다15 2009 8 .  

러닝코먼스의 핵심기능으로서 독서교육 서비스3.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로의 이행에서 핵심 콘텐츠의 하나가 독서교육 서비스이다 러닝코. 

먼스란 전통적인 자료보관과 대출 중심의 도서관 기능에 대비해서 도서관의 학습공유지역할

이 강조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등 은 학습의 장으로서 도서관 기능의 신기. (2013)中沢正江 

능으로 러닝코먼스를 강조하고 있다. ‘러닝코먼스란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배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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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할 수 있는 활력을 얻는 학습의 공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러닝코먼스로의  . 

발전을 위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러닝코먼스의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

들의 현상 보고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토론 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11 小西 和夫 

정재용 은 학교도서관의 정보코먼스 개념을 도입한 공간 활용을 통; 2009). (2008)小圷 守 

하여 학교 내 커뮤니티와 수업중심의 기능을 강조했다.    

러닝코먼스의 개념은 정보코먼스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에서 학습공간을 중Beagle(2006)

심으로 확장된 것이다 는 도서관의 사명인 학습을 실천하는 공유지 개념으. Bennett(2008)

로서 러닝코먼스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등 에 의하면 러닝코먼스는 초기의 . Heitsch (2011) , 

정보코먼스가 학습기능 중심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지식창조 와 , (creation of knowledge)

자기주도적 학습 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둔 개념이다 즉 정보코먼스(self-directed learning) . 

는 물리적 코먼스 정보적 코먼스 문화적 코먼스로 구성되며 이는 대학도서관에서 학습이 이, , 

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구성요소가 갖추어진 집합체로 보았다면 러닝코먼스는 이러한 환경

이 갖추어진 다음에 실제로 도서관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함

을 의미하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정보적 공간 정보적 공간 문화적 공간을 갖추어놓은 환. , 

경뿐만 아니라 여기서 실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 강조되고 도서관 외부와의 협력도 , 

강조되고 있다 임형연 따라서 도서관의 인적자원의 역할도 중시되는 개념이라 할 수 ( 2014). 

있다 현대에는 물리적 요소와 정보적 요소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막론하고 필수적 . 

요소가 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문화적 요소는 이용자인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들 수 있다 아동을 위해서는 독서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해서는 독서회 성인을 위해서. , , 

는 비즈니스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건강 및 생활프로그램 등이 도서관에서 서비스되어지고 , , 

실행될 때 러닝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과 문화기관의 핵심역할. 

을 해왔고 지역주민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 것은 부, (Byrne 2005) 

인할 수 없다 독서의 자료가 디지털 자료이던 인쇄자료이던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을 통하. 

여 그들의 지적성장을 이루고 문화적 공감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사명을 실천하는 . 

하나의 방법인 도서관 독서활동의 활성화는 도서관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

다 즉 이용자가 도서관에 와야 할 필요가 있고 머물러야할 필요가 있다면 도서관은 존재할 . , 

것이고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의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사례분석 . Ⅲ

일본 독서지도사 양성의 개요1.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46 3 )․

- 76 -

일본의 독서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독서는 구조화된 틀에서 교육해야하는 것보다 개인의 

영역에서 느끼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독서에 지도자라( , , 2009). 國本 宮田 小泉 

는 명칭보다 어드바이저 코치 상담사 코디네이터 등의 명칭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독서가 , , , . 

학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독서 활성화를 통한 아동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정, 

책적으로 꾀하고 있다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지도사 양성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에서 독서지도사의 역할을 하는 인력 양성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협회 민간단체 등, , 

이 주관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협회 학교도. , , 

서관협의회가 주관하는 독서지도사 양성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 독서활동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들 기관들의 독서지도사 양성과정과 배경 독서지도사의 활동과 기대효, 

과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런 기관들의 사례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전문가. 

를 양성하기보다는 독서를 장려하고 도와주는 지원자적인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다 그 이유. 

는 일본의 경우 독서는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기 , ,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을 가지고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서관. 

련 지도사를 양성할 때 지도사는 독서지도에서 교사와 같은 전문가이기보다는 개인이 독서, 

를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와 독서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독서를 통해 타인과의 공감영역을 넓, 

히고 자기 표현력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 

것을 격려하기 위함이라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즈오카현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2. 1) 

가 독서어드바이저 제도 도입의 배경. 

시즈오카현에서는 ‘독서 시즈오카’정책에 기초하여 ‘시즈오카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즈오카현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 양성 과정. 

을 주관한다 다음은 시즈오카현에서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의 사례. 

를 정리한 것이다2).

사례 초등학교 도서관1: A

책읽기 프로그램 독서교육에 대한 자원봉사자는 있지만 교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 : 

없어 책 읽어주기 시간에 어린이들은 집중하지 않고 있다 어떤 책을 읽어줘야 하는지. , 

1) 본 사례연구의 기초자료는 시즈오카현 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한 것이다(http://www.

pref.shizuoka.jp/kyouiku)[cited 2015.8.5]

2) 각 학교 독서지도의 문제점과 독서어드바이저양성의 배경의 자료는   http://www.pref.shizuoka.jp/kyouiku/kk

참조-080/dokusyo/pref/file/21adv.html [cited 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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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모른다. 

사서교사는 바빠서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없다# .

사례 초등학교 도서관2: B

책을 읽어주러 오는 자원봉사자를 새롭게 선정하고 싶지만 적절한 사람이 오지 않아 책# 

읽기 지도가 곤란하다.

주변에 책읽어주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독서지도# 

와 교육역량이 있는지 걱정이 된다. 

사례 중학교 도서관3: C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

서서교사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걱정하고 있다#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를 위해 시즈오카현에서는  ? ‘어린이 독서어드바이저

( )静岡県子 読書ども アドバイザー ’ 제도를 통해 양성된 독서지도사가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

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나 독서어드바이저 양성 강좌 내용. 

이 제도는 독서지도 자원봉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학교와 자원봉사자의 조정을 담당하는 ,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즈오카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시정촌 의 학. ( )市町村

교 및 학교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경험 기술이 뛰어나고 리더로서 ,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 정도를 추천받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40 . 

주요 교육내용은 독서교육 지도자로서 기초이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의 기초이론 지, , 

도방법 코디네이터방법 등을 공부하게 된다 이들이 수강하는 구체적인 강좌내용으로는 , . ‘교

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의 이해 교육과정과 독서지도 학교와 연계한 독서지도 자원봉사자와 , ,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 독서지도 자원봉사자의 역할 어린이 책의 역사 및 출판, , , 

책읽어주기 자료 선택과 실전 사례연구,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일간에 걸쳐 시간  . 6 34

이루어지며 이수 후 ‘시즈오카현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자격을 인정한다 수료 후 이들은 지. 

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 서비스의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시즈오카현에서 독서어드바이저 양성을 위해 년 현재 개설된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2014

보면 표 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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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재 강의내용 및 활동 과제

제 일1
독서시즈오카를 

목표로

시즈오카어린이 독서활동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즈오카어린이 독서어드바이저의 개요- 

어린이 독서어드바이저의 역할이란- 

오늘날 어린이 책이 되기까지- , 

그룹활동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 독서활동 자기소- : (

개 등)

어린이 독서 활동에 

대한 생각

제 일2

학교와 자원봉사

가 함께 만드는 

도서관

현재 요구되고 있는 교육과 학교도서관- , 

그룹활동 각각의 흥미를 살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 : 

하자 사서교사 학교사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연계. , ,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것

제 일3
독서어드바아저 

활동과 실제

그룹활동 우리 마을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보다 좋게 하- : 

기 위해서는

책읽어주기에 적당한 그림책 선택- 

책읽어주기 실천보고 후지노미야시의 독서어드바이저- : 

의 활동

어린이 

독서 책읽어주기 를 ( )

위한 선서 책 선택 에 ( )

대한 유의점

표 시즈오카현 어린이독서어드바이저 교육 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1> 2014

다 독서어드바이저의 활동. 

이렇게 양성된 독서어드바이저를 각 학교 도서관에 활동하게 하였다 기존의 독서교육 프. 

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 교육위원회와 도서관은 현내의 자원봉사자 자질향상과 

학교와 자원봉사자간 조정을 시도하였다 독서어드바이저의 주요 활동은 . 

첫째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책읽어주기 실제를 견학하고 각자원봉사자의 기술향상에 , , 

대한 조언을 한다. 

둘째 학교 측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조정 협력을 꾀한다, .

셋째 책읽어주기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학교와 지역의 책읽어주기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준다. 

넷째 학교의 보호자들이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때 양성강좌를 열어 이들을 독서어드바이저 , 

인재로 양성한다. 

다섯째 사서교사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의 정비 활성화를 꾀한다, , .

여섯째 학교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 조언 한다, 

그 결과 사례분석 학교 독서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초등학교 학교도서관‘A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월 회 자원봉사자의 책읽어주기의 실제를 견학하고 독서교육 # ( 1 ) , 

각 자원봉사자에 대해 기술향상을 위한 조언을 실시한다.

학교측과 자원봉사자가 협력하여 상호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이해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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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도서관B

#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학교와 지역의 책읽어주기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한다, .

적당한 인재가 없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보호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양성# B

강좌를 개최한다.

중학교 학교도서관C

사서교사와 상담하여 학교도서관의 정비 활성화에 대해서 조언한다# , .

자원봉사자의 도입에 대해 조언한다# .

라 효과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활동. 

시즈오카현에서 독서시즈오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도 

하고 있다. 

첫째 시즈오카현은 독서활동 추진회의를 실시한다 독서활동 추진회의는 도서관 학교 민, . , , 

간 행정 등의 각 대표자 및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시즈오카현 어린이와 독서활동 추진계획의 , 

진행을 평가하고 독서추진 시책 등을 검토한다, .

둘째 시즈오카현 독서가이드북 , ‘책과 어린들’을 작성하고 배포한다 아동 학생의 독서활동 . , 

보급을 위해 초등학교 학년생과 중학교 학년생을 대상으로 1 1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이, 

용 , ’ ‘도서의 분류 , ’ ‘책을 즐기는 활동 , ’ ‘추천도서’ 등을 게재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다 . 

셋째, ‘독서시즈오카’ 만들기 우수 실천 교육장을 표창한다. ‘시즈오카 어린이 독서활동 추

진계획’에 들어있는 독서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특색 있고 우수한 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한다, .

마 독서어드바이저 양성 기대 효과.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독서어드바이저를 양성하여 투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 . 

둘째 독서지도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 

셋째 책읽어주기 서비스제공자로서 독서지도사의 전문적 역할이 제고된다, . 

넷째 자원봉사자들의 횡적 연대가 강화되어 프로그램투입과 활용이 용이해진다, .

다섯째 독서지도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아이들이 책에 대해 더욱 친근함을 느끼도록 , 

한다. 

여섯째 도, 서관의 이용도 저하라는 과제 개선의 효과가 기대되고 도서관 이용이 활발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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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서관협회의 아동도서관원3. 3)

가 아동도서관원 제도의 배경. 

아동도서관원 은 일본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여 공공도서관의 아동서비스( ) , 児童図書館員

의 현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 조언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 

제도이다 일본 도서관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아동도서관원 제도는 특히 어린이들의 독서를 . 

확산시키고 어린이들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도서관원 제도 운영은 일본 도서관협회의 아동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위원회는 공립도서관의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공익재단인 협회의 아동청소년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공립도서관의 아. 

동청소년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아동도서관원 어린이도서관 사서 양성강좌의 기획 운영하( ) . 

는 것이며 어린이서비스와 관련된 조사 연구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의 연결, , , , 

조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으로는 도서관인 대학교수 대학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 , , , 

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나 일본 도서관협회에 의한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 대상자 선정 . 

아동도서관원 양성을 위해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를 개설하고 있으

며 응모를 받아 아동도서관원을 양성하고 있다.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의 수강자격은 다음과 같다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 공공도. 1) , 2)

서관 직원으로서 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공공도서관의 아동서비스 담당을 년 이상 5 , 3) 2

하고 있는 사람이 수강 가능하다.

년 수강자 제출서류<2014 >

과제1) A : ‘아동도서관원 양성 전문강좌의 수강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본문 자1300

자로 용지 페이지 이내 정리할 것-1400 (A4 1 ) .

과제 다음에 들고 있는 과제도서를 읽고 소속되어있는 도서관의 과제와 비교해보고 2) B : , 

본인의 생각을 자 로 용지 페이지 이내 정리할 것1300 -1400 (A4 1 ) 

과제도서 아동도서관으로의 길 역 저 : Harriet G. Long友野玲子 � �

제출 아동도서관원 양성 전문강좌 담당자 앞으로 보낼 것: 

201 년도 수강자 결정은 아동청소년위원회의 서류심사에 의해 결정하며 통지는 월 중순에 4 5

본인에게 통지한다 수강자 결정이 나면 필독도서와 각 과목의 과제를 통지한다. .

3) 일본도서관협회의 아동도서관원제도의 자료는 일본도서관협회의 홈페이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정리한 것이 

다. http://www.jla.or.jp/committees/jidou/tabid/275/Default.aspx[cited 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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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 수강을 위해서는 현재 고용되어있는 형태 및 직위 사서자, 

격 취득방법 및 날짜 도서관원으로서 경력을 소정의 이력서에 기재하고 그 중에서 어린이서, , 

비스 담당 경력과 기간을 명기하여 수강 이유와 과제도서를 읽고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관원 양성강좌 주요 교육과정. 

교육은 전기 후기로 나뉘어서 총 시간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으로는 90 . ‘아동도서관원의 업

무 아동문학 스토리텔링 참고봉사 북토크 아동도서, , , , , ’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아동도서관원 . 

은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관련강좌의 모든 일정을 수강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전국공공도서

관 협의회가 수여하는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년도 제 회 강좌 실시 일정 및 강좌내용을 보면 표 와 같다 장소는 주로 일본2014 34 < 2> . 

도서관협회에서 이루어지며 년도 교육일정은 전기에 년 월 월 부터 일2014 2014 6 23 ( ) 28日

토 까지 일간 실시되며 후기에 년 월 일 월 부터 월 일 수 까지 일간 진행( ) 6 , 2014 9 29 ( ) 10 8 ( ) 9

된다 정원은 명 정도이며 수강료는 엔이다. 20 60,000 .

전 후기/ 날짜 강좌내용

전기

월 일6 23 개강식

일24 어린이봉사의 운영 연간계획, 

일25 도서관의 매력 북토크의 실습, 

일26 아동도서관원의 업무 이야기하기 실습, 

일27 아동도서의 편집 출판 미디어와 어린이의 발달, , 

일28 어린이봉사의 실제 유유아서비스(1)

후기

월 일9 29 아동자료 그림책(1) 

일30 아동자료 외국의 아동문학(2) 

월 일10 1 아동자료 일본의 아동문학(3) 

일2 어린이봉사의 실제 스토리텔링(2) 

일3 어린이봉사의 실제 참고봉사(3) 

일5 어린이봉서의 실제 북토크(4) 

일6 아동자료 과학책 어린이봉사의 실제 과학놀이(4) , (5) 

일7 어린이봉사의 실제 선서 장서구성(6) , 

일8
어린이봉사의 실제 도서관이용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 연수의 자기평가(7) , 

와 정리

표 아동도서관원 년 강좌일정 및 주요내용< 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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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도서관협의회의 독서회코디네이터4. 4)

가 독서회코디네이터 제도의 배경. 

독서회코디네이터 는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독서회를 이끌어가( )読書会コ ディネ ター ー

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독서회코디네이터 제도는 공익재. 

단법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존의 독서에 대한 생각은 독서. 

란 개인이 읽고 이해하고 감동을 얻는 등 개인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같이 읽고 서로 감상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심오한 독서가 가능하고 사고와 독서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독서 . 

생활화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독서회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실한 독서회를 운영하기, 

위한 독서회를 운영하는 지식 등을 익힌 독서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 

식을 바탕으로 독서회코디네이터 강습회는 이론과 실습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 노하우 등을 , , 

익힌 독서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강습회를 확장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독서회코디네이터의 양성 교육과정. 

주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학교사서, 5)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강좌는 회. 1

성 교육으로 실시되며 독서지도와 더불어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독서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케 한다 각 교육마다 명씩 모집하며 수강료는 각 회 엔 이다. 30 1000 . 

일본에서의 사서교사는 교사면허를 가지고 학교에 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일정의 사서교사 강

습과정을 수료하고 그 학교의 도서관의 업무를 겸해서 수행할 때 사서교사라고 한다 이에 . 

비해 학교사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학교사서는 제도상 요구되, 

어지는 자격이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자격을 정하고 있다 교육은 일간 오전 , . 1

오후로 이루어지며 교육내용은 ‘독서지도법 독서회운영 문학교육 학교도서관경영, , , ’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년 실시된 독서회코디네이터 강습회 일정 및 내용을 보면 표 과 같다2014 < 3> .

4) 일본 학교도서관협의회의 독서회코디네이터제도의 자료는 일본학교도서관협의회의 홈페이지의 정보를 바탕으 

로 분석정리한 것이다.http://www.j-sla.or.jp/seminar/dokusyokaicoordinator.html[cited 2015.8.5] 

5)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학교도서관자료 참조  http://www.mext.go.jp/a_menu/shotou/dokusho/meeting/08092

920/1282905.htm[cited 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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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강사 내용

제 회 월 일1 6 21
기후현 오가키시 오가키 시( ) 岐阜県大垣市

정보 공방( )大垣市情報工房

니가타 대학 교육학 교수 독서지도법( , 

독서회 등 지도)

오전 독서회의 이 : 

론 독서회의 의의( ,

독서재료의 선택,

독서회의 운영 등)

오후 실습 실습형: (

식으로 실제로 독

서회를 체험 운영

한다)

제 회 월 일2 7 5
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 )神奈川県藤沢市

쯔지도 시민 도서관( )辻堂市民図書館

히로시마대학대학원교육학연구과교수

문학교육 독서교육 국어교육학전공( , , , 

독서회 리터러시서클 어린이 독서, , )

제 회 월 일3 9 27

아오모리현 하치노혜시 하( ) 青森県八戸市

치노헤 포털 뮤지엄하치(八戸ポ タルー

)ミュ ジアムはっちー

니가타 대학 교육 교수 독서지도법 독( , 

서회 리터러시서클 등 지도, )

제 회 월 일4 10 18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鹿児島県 )鹿児島市

가고시마현립도서관

야마구치 현립 아사 고등 학교 사서 교

사 성인과 고교 및 지역 독서 독서회( , 

지도 사서교사로서 학교도서관 경영, )

제 회 월 일5 12 6
나라현 나라시 나라시립중( ) 奈良県奈良市

앙도서관

히로시마대학대학원교육학연구과교수

문학교육 독서교육 국어교육학전공( , , , 

독서회 리터러시서클 어린이 독서, , )

표 년도 강습회 일정 및 내용< 3> 2014

다 일본의 사서교사 제도 . 

본의 학교도서관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사서교

사’를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학급 수 학급이 넘으면 반드시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 12

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교사로 채용되는 사람이 학교 내에서 전공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동시. 

에 학교도서관의 자료선택 수집 제공 어린이 독서활동에 대한 지도 학교도서관의 운영 활, , , , , 

용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사서는 교사는 아니면서 사무직원으로서 학교도. , 

서관에 채용되는 사람이다 자격 제한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자격을 정하기 때문. 

에 전문영역의 지식 및 기술의 편차가 심하다.  

사서교사가 되는 방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일본 학교, , , 

도서관법 제 조 항에 의거한 사서교사 강습을 수료한 사람이 사서교사가 될 수 있다 또한 5 2 . 

대학에서 년 이상 재학하여 학점이상 습득한 사람이 사서교사 강습을 들을 수 있다 강습2 62 . 

에서 사서교사 교과목 과목 학점을 습득하면 사서교사 자격이 수여된다 사서교사 자격에5 10 . 

는 기간 제한이 없어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 

이를 갱신해서 연장이 되어야 사서교사로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일본 독서지도사 양성의 시사점. Ⅳ

 

일본의 독서지도사 양성 사례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면서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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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 독서지도사 양성의 배경이 되는 일본 도서관 독서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독서의 현상으로는 탈 활자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어린이들은 독서에 흥미로, , 

워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의 독서지도 자원봉사자들은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린이들을 책과 , 

친근하도록 교육시키는 역량이 부족했다.

셋째 기존의 독서지도 자원봉사자들은 독서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이 없고 어떤 책, , 

을 읽혀야 할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지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도서관과 사서들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존의 사서와 사서교사들은 업무가 많고 바쁘기 때문에 독서지도에 관심을 쏟기 어, 

렵다.

둘째 도서관내 독서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당한 자원봉사자를 찾기 어렵다, .

셋째 책읽어주기 자원봉사자가 일부 있지만 그들의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 .

넷째 독서교육프로그램을 도서관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 

결국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독서지

도사를 양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 . 

일본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를 진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첫째 도서관 독서교육 서비스에 독서지도사를 투입함으로써 기존 사서의 한계를 개선할 ,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사서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 도서관에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독서지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독서지도사 양성 강화의 , . 

결과 독서지도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이 향상되었다,

셋째 독서지도사들은 책읽어주기 서비스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활동 , 

영역이 확보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연대 커뮤니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는 자원봉사자간 횡적 . 

연계가 형성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협력에 의해 도서관 프로그램이 더 정비되고 도서관 이용

율이 높아지게 된다.

넷째 어린이 독서환경이 개선되게 되었다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아, . 

이들이 책에 대해 더욱 친근함을 느끼도록 하여 기존의 도서관 독서교육에서 어린이들이  , 

집중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도서관의 이용도 저하문제를 개선하고 도서관의 러닝코먼스 콘텐츠를 강화하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이 충실해질수록 도서관의 이용자. 

가 많아질 수 있고 도서관의 교육 콘텐츠가 충실해지고 활성화된다 그 결과 도서관은 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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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러닝코먼스의 핵심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결론 및 제언. Ⅴ

  

본 연구는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의 과정에서 독서교육 서비스 위한 일본의 독서지도사 양

성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도서관 기능의 새로운 전개 중 하나가 러닝코먼스화이고 이를 통해 . 

도서관은 사회를 위한 학습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전통적인 자료제공 역할. 

을 넘어 학습 콘텐츠를 통한 공유공간으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도서. 

관의 러닝코먼스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서지도사 양성은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활

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콘텐츠의 분류 보관에 초점을 두던 전통적 도서관 기능. , 

은 점차 콘텐츠의 활용과 코먼스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에서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일본 , . 

교육현상에서 탈 활자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어린이들은 독서에 흥미로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 . 

불구하고 독서지도현장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은 교육과 독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도서관, 

의 사서와 사서교사들은 기존 업무에 바쁘고 독서교육 서비스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 어려웠

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을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독서교육 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려웠다. .

둘째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들이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지도, 

사를 양성함으로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이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개선된 독서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적 학습이 가능한 공간인 

러닝코먼스로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러닝코먼스로서 도서관은 학습활동과 학습지원의 서비. 

스를 강조하기 위해 독서지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일본 도서관은 독서지도라는 사회적 필요를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협력하, , , 

여 독서지도사 양성을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과 지방자. 

치단체가 협력함으로써 도서관은 전통적 의미의 자료보관의 역할을 넘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

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기능의 역할을 강화해가고 있다 도서관이 독서교육 . 

서비스라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게 된다 결과적으. 

로 도서관은 러닝코먼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독서지도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다. 

만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일본 독서지도 관련 인력의 양성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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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독서지도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서 논의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독서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독서지도사의 자격제도에 대해 좀 더 논

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서관 독서지도사가 교사와 같은 독서교육의 전문가여야 하는가 혹. , 

은 개인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독서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자 지원자 조언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전자처럼 독서교육의 전문가를 양, , . 

성하고자 하는 경우 독서지도사 자격제도 역시 지도사 양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서지도사가 교사와 같은 전문자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 

엄격한 교과과정과 교육을 거쳐서 양성되어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처럼 독서는 구조화된 틀에서 교육해야하는 것이기 보다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간접경험을 하고 생각과 의견을 공감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 

일본의 독서지도사 즉 독서어드바이저나 독서코디네이터 등의 양성 방향이 의미가 있다고 보

여진다 실제 도서관의 러닝코먼스화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독서교육 서비스의 인력은 독. 

서를 격려하고 개인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자기표현과 다양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본의 사례처럼 독서어드바이저 아동도서관원 독서회코디. , , 

네이터는 독서교육의 전문가로서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서관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독서를 격려하는 인력으로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 

미국 보스턴지역 공공도서관의 아동 독서교육 서비스에서 사서와 독서지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임형연 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4) . 

그러므로 일본의 독서관련 지도자 양성 사례는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독서활동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독서교육 서비스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도서관은 이러한 독서지도사 양성을 통해 독서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도서관 러닝

코먼스를 구축해가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도서관들도 도서관에서의 러닝이라는 콘. 

텐츠를 더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코먼스라는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 

와야 할 이유 머물러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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