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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초 록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기술이 도서관에 도입되면서 도서관의 업무와 서비스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문헌정
보학과 도서관학을 교육하는 대학에서는 정보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교과과정에 수용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수집하여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과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교과목
의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교과 제목 키워드와 과목설명 키워드를 추출하여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유사하게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웹’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관’은 한국에서만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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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database or network technology was brought into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fields, the functions and services of libraries have  drastically changed. To cope with the changes 
of fields, library schools have been improving curricula. This study collected curricul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US and  Korea and selected classe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t also investigated the title 
keywords and keywords of class description statistically. As a result, ‘system, ‘database’, ’network’, 
‘programing’, ‘web’ are major topic keywords for both countries, but ‘library’shows high frequency pn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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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기술은 “정보의 수집, 축적, 처리, 배포 및 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하드웨어나 소
프트웨어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의한 기술의 목적, 기술을 통해 할 수 있는 선택에 
적용된 가치관, 사람이 기술을 통제하는가,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문명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
는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Zorkocsy 1991, 

p12) 도서관에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정보를 수집, 축적, 처리 서비스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정
보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도서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필름은 도서
관 장서관리와 자료보존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었고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은 도서관 모든 업
무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였다. 미국의 경우 도서관에서 1960년대부터 컴퓨터로 정보와 업무
를 처리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국내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인 변
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엄영애 2002). 인터넷은 도서관의 경계를 허물고 
사서들에게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도서관 전체 운영면에서도 
정보기술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네트워크와 다양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서비스
가 다변화되면서 도서관의 서비스와 업무에 필요한 정보기술은 점차 확장되고 정보전문직인 사서
를 배출하는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정보기술의 수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에 정보기술에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다루고 있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국과 미국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이하 문헌정보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정보를 수집하여 과목제목과 과목설명을 보고 정보기술에 관련된 
교과목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교과목 정보는 과목제목과 과목설명으로 나누어 각각 키워드를 추출
한 후 주제성이 없거나 불용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제거한 후 주제어를 산출하여 각각의 국가에
서 정보기술에 관련하여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문
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개설된 정보기술관련 교과목과 교과목 설명에서 나타난 키워드로 분석하
여 실제 강의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문헌정보학과에서 정보기술에 관련되어 개설된 
주요 교과목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교과와 한국교과를 조사분석하여 정
보기술과 관련하여 과목이 개설되는 해외 동향과 국내 동향의 중복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향후 
국내 정보기술관련 교과를 개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체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특정 영역의 교
과과정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엄영애의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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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과과정에서는 1960년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이 장서개발과 도서관 자료였으
며 1980년대와 2000년대는 자료조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영애 
2009). 이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50년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주요 변화
를 조사한 연구이어서 2010년대의 교과과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유사
한 연구로 20년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
는 총 개설과목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부제로 전환하면서 학부기초과목 수는 증가하였고 
핵심과목 수는 감소하였으며, 다시 학과제로 전환하면서 학부기초과목 수는 감소하고 핵심과
목 수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이 연구에서
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주제 영역을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주제영
역별 과목명칭 변화추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중 정보기술과 가장 연관있는 정보학 영역
에서 나타난 과목명칭 변화추이는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되었던 도서관 자동화 과목
이 2004년부터 디지털도서관으로 변경되어 개설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론 과목이 지속적으로 수가 증가되어 왔으며 인터넷 정보처리 관련 과목이 2004년부터 신설
되어 과목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는 과목명을 기준으로 교과 내용을 분석하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국과 미국의 강의계획서에 나타나있는 키워드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최
상기, 안인자, 노영희, 김주섭 2013). 이 연구에서는 11개 학교에 개설된 정보조직론, 정보서
비스론, 정보검색론, 도서관 경영론 4개 과목의 강의 계획서 키워드를 분석한 것으로 동일 
교과목에서 다루는 수업내용의 학교간 차이를 비교하는 목적에는 적합하였으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전체 주제 영역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밖에 각 세부주제별로 문헌
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을 수행한 연구로는 도서관 경영(김영석 2014), 정보서비스(남
영준 2011)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미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의 주제영역을 분석
한 연구도 있었다(최상희 하유진 2019)

해외에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최근 사례로 주로 특정 주제영역별로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 있었다. 2017년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개설된 
33개의 학교 교과과정을 분석한 연구로 어린이이용자 전문 사서를 위한 교과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이용자 사서에게 요구되는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충분히 양성해줄 수 있는 교과내용이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Worthington 2017). 조사결과 어린이 이용자 사서에게 필요한 내용은 
93개 교과목에서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조직 분야 중 편목과 분류에 대한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직무요구사항과 
비교 분석한 사례(Sibiya & Shongwe 2018) 및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과정을 조사한 연
구(Markowski, McCartin, & Evers 2018)도 수행되었으며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육하는 보
건정보 정보전문가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도 있었다(Ma, Stahl, & Knotts 201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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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을 연구한 국내연구로는 2002년 엄영애의 연
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989년에 조사된 교과목과 2002년에 조사된 교과목을 비교하
면서 국내 도서관에 정보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에 정보기술이 문헌정보학과 교육
과정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보기술에 관련된 교과목의 수가 
1989년에 비하여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25%에 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영애 2002). 또한 문헌정보학과에서 가장 많이 개설되고 있는 
과목들은 정보검색과 도서관자동화,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정보시스템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인터넷을 포함한 교과목은 전체 22개 학과 중 14개 학과에서 개설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2000년대 초반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정보검색론 또는 색
인 및 초록과 같은 정보기술보다는 정보학 이론에 해당하는 과목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 정
보기술보다는 정보학 관련 수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요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한승희 2011) 이 연구
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전공자의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으
로 Davis(1989)가 제안한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간 정보기술 수용요인인 사회적 특
성을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 변수에서는 차이를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고 전공교육과정을 수료
한 수준 차이를 기준으로 한 비교에서는 고학년 집단이 저학년 집단보다 비전공자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과목 및 교육과정의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수
행되고 있지는 못하며 특히 정보기술 교과목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 이후 나타나고 있
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에 관련하여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을 분석
함으로써 최신 정보기술 관련 교과과정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내용분석

1. 조사분석대상 교과목 현황 

정보기술관련 교과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정보학과의 웹사이트와 교과
편람, 과목소개 페이지, 학교요람 등을 조사하여 교과목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문헌
정보학과가 독립적으로 개설되어 있고 과목명과 설명이 공개되어 있는 국내 38개 문헌정보
학과와 미국 37개 문헌정보학과 등 총 75개 문헌정보학과에서 수집되었다. 2017년 개설한 
교과목 정보에 해당하며 수집된 총 교과목수는 3,691개이다. 국내에서는 1,205개 과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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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에서는 2,486개의 과목정보가 수집되었다. 1개 학과 평균 교과목 수는 미국 문헌정
보학과는 67개이며 국내 문헌정보학과는 32개이다.  

정보기술에 관련된 교과목은 전체 교과목의 제목과 교과 설명을 보고 문헌정보학과 전공 
3인이 정보기술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평가한 후 2인 이상 정보기술 교과목이라고 선정한 
과목을 정보기술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정보기술 과목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과목의 내용 2/3 

이상이 정보기술인 것으로 과목의 일부 세션에서 정보기술을 다루고  있는 과목은 제외하였
다. 예를 들어 이용자서비스 과목에서 가상참고봉사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을 교과 내
용으로 다루고 있어도 이 경우는 정보기술 내용이 전체 교과내용은 2/3 이하이며 정보기술을 
도구적 수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 교과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정보기술 관
련 과목으로 선정하면서 2002년 정보기술교과목 분석연구에서(엄영애 2002) 정보기술 교과
목으로 분류한 정보검색과목과 색인 및 초록 과목은 정보학 이론 수업으로 판단하여 이 연구
에서는 정보기술 교과목으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정보학의 이해와 같은 정보학 이론 수업도 정
보기술 교과로 선정하지 않았다. 미국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중에는 Web development I, 

Web Development Ⅱ와 같이 동일 주제가 분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한 과목으로 
처리하였다. 

미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은 총 599개로 학과 평균 16개에 해당하였다. 국내 문
헌정보학과의 경우 정보기술 과목은 총 151개로 학과 평균 4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미국 문헌정보학과의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명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교과목명은 ‘Information technology’와 ‘Information architecture’가 11개로 빈도수가 가
장 높았다. ‘Information architecture’의 경우 교과목 설명을 분석한 결과 웹사이트 설계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자 3인 중 2인 이상이 정보기술 교과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수업은 ‘Database management(8)’로 ‘Database management’가 
데이터베이스 수업명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문헌정보학과에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정보기술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과목
으로 총 26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두 번째로 많이 개설된 정보기술 과목은 디지털도서관
에 대한 과목으로 16개에 해당하였으며 과목 설명에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거나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기술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목이다. 

2. 미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관련 교과목 분석  

가. 교과목 키워드 분석

교과목명은 교과의 주제를 함축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교과목명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를 살
펴보면서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의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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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으로 선정된 교과목 총 599개에서 제목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총 949개의 키워드가 
2.530번 출현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 중 ‘factor’나 ‘issue’같은 주제성이 없는 일반 키워드
와 불용어를 제거하고 제목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제목키워드 경우는 제목명에 두 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서 제목키워드 출
현빈도가 교과목 출현 빈도와 일치하여 제목키워드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정보기술관련 총 과
목수 대비 출현비율을 산출하였다(표 1 참조). 

출현빈도 순으로 상위 25위까지 해당하는 키워드를 산출하여 제목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파악한 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제목키워드는 총 107번 출현한 ‘system’이었으며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총 599개중 17.8%에 해당하는 과목명으로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위 제목키워드 출현빈도
(정보기술 관련 총 과목수 대비 출현비율)

1 system 107(17.8%)

2 design 93(15.5%)

3 management 59(9.84%)

4 web 53(8.84%)

5 database 49(8.18%)

6 development 40(6.67%)

7 network 39(6.51%)

8 application 36(6.01%)

9 programing 29(4.84%)

10 interaction 25(4.17%)

11 library 21(3.50%)

11 security 21(3.50%)

13 social 20(3.33%)

14 communication 19(3.17%)

14 human 19(3.17%)

16 architecture 18(3.00%)

17 process 18(3.00%)

18 software 16(2.67%)

19 data 15(2.50%)

19 language 15(2.50%)

19 media 15(2.50%)

19 data 15(2.50%)

19 language 15(2.50%)

19 media 15(2.50%)

22 mobile 14(2.33%)

22 user 14(2.33%)

23 internet 13(2.17%)

24 digital 11(1.83%)

24 evaluation 11(1.83%)

24 service 11(1.83%)

<표 1> 미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제목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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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design(93)’이었으며 전체 교과목 중 15.5%의 교과목명에 출현하였으며
‘management(59, 9.84%)’가 차순으로 나타나 정보기술 교과목 명으로 설계와 운영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보기술 교과목의 방향성이 설계와 운영으로 되어 있
는 교과가 주목할 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위에 해당하는 제목키워드
는 ‘web(53, 8.84%)’이며 5위는 ‘database(49,8.18%)’, 7위는 ‘network(39,6.51%)’로 
특정 정보기술 관련 요소에 해당하는 주제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application(36, 6.01%)’, ‘programing(29, 4.84%)’, ‘language(15, 2.50%)’ 등의 
키워드도 제목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프트웨어 개발측면에서도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ibrary’가 교과목 제목에 출현하는 횟수는 전체 순위 중 11위
(21, 3.50%)에 해당하여 정보기술 교과목의 핵심 주제 요소로는 중요도가 크지는 않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출현빈도는 낮지만 정보기술 교과목의 제목으로 나타난 주목할 만한 키워
드는 ‘security’(21, 3.50%), ‘social’(20, 3.33%) 등 인데 ‘security’는 총 21개 과목에
서, ‘social’은 총 20개 과목에서 제목으로 나타났다. ‘social’은 ‘social media’나 
‘communication’ 개념으로 정보기술에 접합하여 과목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 ‘security’는 개인정보나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25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제목키워드로 ‘game’이 있는데 ‘game’은 5개 교과
목 제목에 출현하여 문헌정보학과의 정보기술 교과목 내용으로 수용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ame’은 ‘programing’이나 ‘development’ 등 주로 개발에 관련된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과목설명 키워드 분석

교과목명은 교과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교과의 핵심주제를 표현하는데 적합하
지만 실제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목설명을 
수집하여 과목설명 키워드를 추출한 후 비교하였다.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총 2,801개의 키워
드가 3,381번 출현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제목키워드와 동일하게 주제성이 없는 일반 키워드와 
불용어를 제거하고 과목설명 키워드로 정련하였다. 출현빈도 순으로 상위 25위까지 해당하는 
키워드를 산출한 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과목설명 키워드는 ‘system’으로 총 428번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는 ‘design(416)’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management(251)’인 
것으로 나타나 제목키워드와 동일한 순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세 키워드는 미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정보기술관련 교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키워드로서 정보기
술 교과목의 주제가 시스템과 관련된 설계와 운영측면에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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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과목설명 키워드 출현빈도
1 system 428

2 design 416

3 management 251

4 application 203

5 database 178

6 web 169

7 network 162

8 programing 155

9 AR 142

10 security 117

11 model 110

12 social 106

13 user 102

14 software 100

15 implement 97

16 language 82

17 interaction 78

18 library 69

19 digital 67

20 architecture 63

20 service 63

22 human 62

23 knowledge 61

23 structure 61

25 mobile 60

<표 2> 미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과목설명 키워드

제목키워드 출현빈도와 비교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는 4위로 나타난 ‘application’인데 이 
키워드는 제목키워드에서는 36번 출현하여 8위에 해당하였으나 과목설명 키워드에서는 총 
251번 출현하면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application’은 교과를 포괄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과목 내용에서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9위로 
출현한 ‘AR(증강현실)’은 제목키워드에서는 상위 25위 안에 들지 못하였던 키워드였는데 과
목설명 키워드에서는 총 142번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어 과목 내용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목키워드의 경우 제목에 동일 키워드가 출현할 확률이 거의 없어 제목키워드 출현빈도가 
해당 과목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과목설명 키워드의 경우 동일 과목설명에 키워드가 
중복되어 출현하기 때문에 출현빈도가 과목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목설명 키워드가 
출현한 교과목 수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과목설명 키워드별로 출현한 과목수를 산출하여 <표 
3> 미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과목설명 키워드 과목 수 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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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과목설명 키워드 교과목 수
(정보기술 관련 총 과목수 대비 출현비율)

1 design 254(42.4%)

2 system 222(37.0%)

3 application 151(25.2%)

4 management 150(25.0%)

5 AR 104(17.3%)

6 web 102(17.0%)

7 program 99(16.5%)

8 network 93(15.5%)

9 implement 90(15.0%)

10 tool 85(14.1%)

11 model 82(13.6%)

12 database 78(13.0%)

13 software 74(12.3%)

14 communcation 65(10.8%)

15 language 60(10.0%)

16 interaction 55(9.18%)

16 social 55(9.18%)

18 library 54(9.01%)

18 structure 54(9.01%)

20 architecture  52(8.68%)

20 knowledge 52(8.68%)

22 security 51(8.51%)

23 human 50(8.34%)

24 application 49(8.18%)

24 digital 49(8.18%)

<표 3> 미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과목설명 키워드 과목 수 

가장 많은 과목에 출현한 과목설명 키워드는 ‘design’(254, 42.4%)으로 정보기술 관련 전
체 과목 중 총 42%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목키워드 출현빈도와 
과목설명 키워드 출현빈도에서는 모두 ‘system’이 최상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과목수로 
과목설명을 살펴본 결과 ‘design’이 최상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기술관련 과목 상당
수의 내용이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2위는 ‘system’으
로 제목키워드나 과목설명 키워드 출현빈도보다는 순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해당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목설명 키워드 출현빈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application’과 
‘AR’에 대한 중요도는 과목수로 분석한 결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목설명 키워드 출현빈
도에서는 4위로 나타났던 ‘application’이 3위로 나타났으며 9위였던 ‘AR’은 5위로 나타나 
기존에 정보기술관련 교과목의 주요 주제였던 ‘web’이나 ‘database’보다 출현한 과목수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미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정보기술 교과목의 주요 과목 주제
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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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관련 교과목 분석

가. 교과목 키워드 분석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정보기술관련 교과목 151개 제목에서 키워드를 추출한 결
과 총 375종의 키워드가 721번 출현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미국 문헌정보학과 제목키워드 
처리와 동일하게 주제성이 없는 일반 키워드와 불용어를 제거하고 제목키워드로 정련하였다.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개설된 과목수가 151개에 해당하다 보니 출현빈도 순으로 상위 
24위까지 해당하는 키워드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표 4 참조). 25위까지 조사할 경우 빈도 
1에 해당하는 모든 키워드가 포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출현빈도 2 이상인 키워드 최종 

순위인 24위로 한정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는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제목에서 나타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제목키워드는 ‘도서관’, ‘디지털’, ‘시스템’ 
세 키워드로 총 31번 교과목 제목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정보기술 교과목 수와 
비교하였을 때 약 2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출현빈도가 높은 제목키

순위 제목키워드 출현빈도
(총 정보기술 관련 과목수 대비 출현비율)

1 도서관 31(20.5%)

1 디지털 31(20.5%)

1 시스템 31(20.5%)

4 데이터베이스 26(17.2%)

5 웹 9(5.96%)

6 네트워크 8(5.29%)

6 프로그래밍 8(5.29%)

8 설계 7(4.63%)

9 정보시스템 6(3.97%)

9 인터페이스 6(3.97%)

11 구축 5(3.31%)

12 도서 4(2.64%)

12 디자인 4(2.64%)

12 서비스 4(2.64%)

12 인터넷 4(2.64%)

12 전자 4(2.64%)

17 검색, 빅데이터, 전산화, 전자출판,  콘텐츠 3(1.98%)

17 빅데이터 3(1.98%)

17 전산화 3(1.98%)

17 전자출판 3(1.98%)

17 콘텐츠 3(1.98%)

22 검색엔진 2(1.32%)

23 시멘틱웹 2(1.32%)

24 자동화 2(1.32%)

<표 4> 한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제목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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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는 ‘데이터베이스’로 총 26개 과목에서 제목 명으로 나타나 전체 교과목 중 17.2%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2위에 해당하는 네 키워드가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위인 
웹(5.96%)와 크게 차이가 나타나 한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키워드가 ‘도서관’, 
‘디지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현빈도가 낮지만 주목
해볼만한 키워드로는 ‘빅데이터’와 ‘시멘틱웹’이 있어 최근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정보기술에 초
점을 맞추어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자출판’과 ‘콘텐츠’도 교과목
에 출현하고 있어 디지털 정보생산에 관련된 교과목도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과목설명 키워드 분석

한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된 정보기술관련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조사하고자 과목
설명을 수집하여 과목설명 키워드를 추출한 후 비교하였다. 과목설명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총 
1,165개의 키워드가 2,922번 출현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출현빈도 순으로 상위 25위까지 해당
하는 키워드를 산출한 결과 표 5에서 나타났듯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과목설명 키워드는 ‘도서관’

순위 과목설명 키워드 출현빈도
1 도서관 105

2 시스템 85

3 디지털 65

4 데이터베이스 63

5 데이터 53

6 구축 42

7 설계 36

7 웹 36

9 디지털도서관 27

10 네트워크 26

11 프로그래밍 25

12 서비스 24

13 검색 23

14 언어 20

15 전자화 19

16 디자인 16

17 컨텐츠 16

18 정보시스템 15

18 지식 15

18 출판 15

21 인터페이스 14

22 구조 13

22 자료 13

22 전산화 13

25 소프트웨어 12

25 텍스트 12

<표 5> 한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과목설명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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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105번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된 정보기술 교과목
의 내용이 도서관에 연관된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제목키워드 분석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85)’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디지털(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키워드들은 
제목키워드에서 최상위에 나타난 키워드들로서 정보기술관련 과목의 주요 주제어에 해당한다. 

제목키워드 출현빈도와 비교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는 5위로 나타난 ‘데이터’인데 이 키워
드는 교과목 제목키워드에서는 2번 이상 출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목설명에서는 
53번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에서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관련 교과목 분석과 동일하게 한국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제목키워
드의 경우 제목키워드 출현빈도가 해당 과목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과목설명 키워드의 
경우 동일 과목설명에 키워드가 중복되어 출현하기 때문에 과목설명 키워드가 출현한 교과목 수
를 조사하기 위하여 과목설명 키워드별로 출현한 과목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순위 과목설명 키워드 교과목 수 출현빈도
(정보기술 관련 총 과목수 대비 출현비율) 

1 도서관 34(22.5%)

2 설계 30(19.8%)

2 웹 30(19.8%)

4 시스템 28(18.5%)

5 개념 28(18.5%)

6 기술 26(17.2%)

7 구축 23(15.2%)

8 데이터베이스 22(14.5%)

9 데이터 20(13.2%)

10 프로그래밍 15(9.93%)

11 서비스 15(9.93%)

12 웹 14(9.27%)

13 디지털 13(8.60%)

14 구조 12(7.94%)

15 소프트웨어 10(6.62%)

16 네트워크 10(6.62%)

17 인터페이스 9(5.96%) 

18 인터넷 8(5.29%)

18 전산화 8(5.29%)

20 XML 7(4.63%)

20 조직 7(4.63%)

20 통신 7(4.63%)

23 구현 4(2.64%)

23 대출 4(2.64%)

23 수서 4(2.64%)

23 전자출판 4(2.64%)

<표 6> 한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과목설명 키워드 과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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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과목에 출현한 과목설명 키워드는 ‘도서관’(34)으로 정보기술 관련 전체 과목 
중 총 22.5%에 해당하는 과목의 설명에서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목키워드 출현빈도
와 과목설명 키워드 출현빈도에서는 ‘시스템’과 ‘디지털’이 상위로 조사되었지만 과목수로 분
석한 결과 ‘설계’, ‘웹’이 2위로 분석되었다. 이는 출현빈도가 높았던 ‘시스템’과 ‘디지털’은 특
정 교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한 것이지만 과목수가 높은 ‘설계’나 ‘웹’이 다양한 과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빅데이터’와 같은 키워드는 제목키워드 출현빈도와 과
목설명으로 과목수가 동일하여 특정과목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한국·미국 문헌정보학과 정보기술관련 교과목 비교분석

한국 및 미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목과 과목설명에서 출현한 키워드를 국가별로 순위변동 사항을 그림 1과 같이 비교분석하
였다. 

<그림 1> 한국과 미국 문헌정보학과 제목 키워드 비교 

* 실선은 동일 개념 단어, 점선은 유사 개념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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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정보기술 관련 교과
목명에 ‘도서관’이 가장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비중을 크
게 차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도 국내 교과목에서는 1위에 해당하고 있으나 미국 
교과목 제목에서는 많이 출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anagement’나 
‘application’과 같은 경우는 국내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키워드로서 
교과목 주제로 적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웹’, ‘프로그래밍’은 유사하게 높은 순위로 나타나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술 교과목에서 공통
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제키워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한국과 미국 문헌정보학과 과목설명 키워드 비교

한국과 미국 과목설명 키워드 비교에서 나타나는 언어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AR’, 
‘security’, ‘social’, ‘model’, ‘mobile’ 등이 있어 미국 정보기술관련 교과목에서는 ‘AR’이라
든지 ‘security’, ‘mobile’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기술 요소에 대한 내용을 언급되고 있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전산화’, ‘전자화’, ‘출판’, ‘콘텐츠’, ‘검색’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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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국내 정보기술관련 교과목에서는 ‘출판’이나 ‘콘텐츠’, ‘검색’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생산가공이나 검색서비스가 교과목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목키워드 비교와 유사하게 나타난 현상은 한국에서는 ‘도서관’이 가장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비중을 크게 차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과 ‘management’나 ‘application’도 제목키워드와 동일한 현상이 타났고 ‘시스템’이나 ‘데이
터베이스’, ‘웹’, ‘프로그래밍’은 과목설명키워드 비교에서도 제목키워드와 같이 높은 순위로 
나타나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술 교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주제키워드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Ⅴ. 결론 

정보기술이 도서관 업무와 정보산업 동향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문헌정보학과에서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문헌정보학과에서 선진국의 문헌정보학과와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정보
기술에 관련된 과목의 현황을 파악하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제를 파악하여 향후 국내 대학
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정보기술관련 교과를 개설하거나 개편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내 38개 문헌정보학과와 미국 37개 문헌정보학과에서 수집된 총 교과목 3,691 중 750

개 정보기술에 관련된 교과목을 선정하여 제목키워드와 과목설명 키워드를 산출하여 출현빈
도를 기반으로 교과목 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문헌정보학과 제목키워드 분석에 의하면 ‘system’, ‘design’, ‘management’가 상위
에 출현하여 시스템과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library’가 교과목 제목에 출현하는 빈도는 높지 않아 정보기술 교과목의 핵심 주제 요
소로는 중요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현빈도는 낮지만 정보기술 교과목의 제목
으로 나타난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security’로 총 21개 과목의 제목에서 나타나 보안이 문
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는 정보기술 관련 과목의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ame’도 5개 교과목 제목에 출현하여 문헌정보학과의 정보기술 교과목 주제로도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ame’은 ‘programing’이나 ‘development’ 등 주로 개발에 관
련된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문헌정보학과 과목설명 키워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application’과 ‘AR’이다. ‘application’ 제목키워드에서는 36번 출현하여 8위에 해당하였으
나 과목설명 키워드에서는 총 251번 출현하여 4위로 순위가 상승하여 교과목 주제로는 선정
되는 것보다 과목 내용에서 설명되는 성향이 있는 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R’은 과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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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키워드 분석에서만 상위로 출현하여 교과목의 주제는 아니지만 다양한 정보기술 과목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는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 제목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도서
관’, ‘디지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제목 키워드에 비하여 큰 차이로 높게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정보기술관련 교과목이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출현빈도가 낮지만 주목해볼만한 키워드로는 ‘빅데
이터’와 ‘시멘틱웹’이 있어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정보기술도 교과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문헌정보학과 과목설명 키워드 분석에서는 제목키워드 분석과 비교하여 상위로 나타
나는 주요 키워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5위로 나타난 ‘데이터’의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데이터’는 교과목 제목키워드에서는 2번 이상 출현하지 못
하였으나 과목설명에서는 53번 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에
서는 과목을 포괄하는 주제로는 ‘데이터’를 수용하고 있지는 못하나 교과내용으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한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제목과 과목설명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 
유사하게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그래
밍’, ‘웹’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
고 있는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을 표현하는 키워드 비교분석 중 ‘도서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에서는 비중을 크게 차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교과목 
주요 키워드인 ‘디지털‘도 미국 교과목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management’나 ‘application’과 같은 키워드들은 미국 교과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통적으로 출현빈도가 높은 ‘시스템’, ‘데이
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웹’ 등의 키워드는 문헌정보학과에서 보편적으로 교육을 
해야하는 기본 정보기술과목 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만 출현
빈도수가 높은 ‘management’나 ‘application’과 같은 키워드나 출현빈도는 낮지만 미국 교과
설명에서만 출현하고 있는 ‘AR’과 같은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기술은 향후 한국 문헌정보학과
에서 정보기술과목을 확장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 교과목명과 교과 설명을 기준으로 정보기술관련 교과목을 분석하였으나 데이
터를 2018년도로 한정하여 수집하였으므로 정보기술 교과목 동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
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통시적인 고찰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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