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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널리 아는 것보다 특정 분야에 특성화된 전문가를 원하며 그러한 전문가가 높
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목표와 교육방향을 설계하는 대학 및 학과들이 늘
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문헌정보학 교육과정도 대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
니라 현재의 대학 자원과 환경을 바탕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 자원과 환경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각 대학
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아닌 특성화된 교과과정의 운
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학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운 하는 특
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보전문가로서의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자질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
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era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specialists with a specific concentration are more 
appreciated than broad knowledge. Therefore, it is a growing trend that universities and departments 
restructure their vision and plans to foster specialized professionals. While responding to the needs of 
working libraries and adhering to the basic educational goals, the programs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ctor should be flexible to the external changes. In this sense, each university should develop 
customized curriculum based on its related policies, resources,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with an 
emphasis on specialization over standardization. This paper discusses how to build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in line with specific environments that each university is surrounded with, and by doing so, 
raise information professionals with specialize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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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과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발달단계

에 맞추어 계통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의 전체

로서, 교육의 내용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선

정, 조직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대학의 교과

과정은 그 대학의 건학정신과 시설 및 교수진

의 구성이라는 제한조건 아래 편성되므로 전문

교육의 경우 교육내용이 해당분야의 발전에 어

떻게 활용되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어떻게 기

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정진식 1991). 

문헌정보학 교육은 유능하고 자질있는 정보

전문가(전문사서, 전문인, 주제전문사서, 정보

전문사서, 정보처리전문가, 정보검색전문가 등 

포함)를 양성,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연구 및 응

용방법(기술)의 교육, 문헌정보학이론과 실제 

능력의 함양, 사서교사의 양성, 문헌정보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및 인격도야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김성수 1999).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문헌

정보학과가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정

보학의 이론과 실무교육, 정보전문가 양성, 정

보검색(처리)전문가 자질의 함양 및 육성, 정

보매체 등의 전문지식, 인격의 교육, 봉사정신

의 함양, 여타 학과(전공)의 지원, 사서교사 양

성 등이다. 

문헌정보학의 교육목표는 문헌정보학 교육

활동의 근거이며, 교육활동 평가의 기준이다. 

적절하고 성취 가능한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

지 않으면 교육의 목표가 교수 개개인의 임의

적 해석과 실행에 맡겨지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조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

울 것이다. 또한 교육 목표의 기술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중요도와 실현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교육목표의 상위개념인 

교육목적에 의거하여 기술되어야 한다(한국대

학교육협의회 1990).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의 편성은 기본적으로 어렵

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권은 각 대학에 있으므로 아무도 표준 교

육과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둘째, 

각 대학은 그 대학 특유의 배경과 자원을 십분 

활용하는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

다(최성진, 윤병태, 구본  1985). 예컨대, 사

범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학교도서관 관계 교과목을 더 많이 가르치고

(예: 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산업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문헌정보학과에서는 과학기술자

료와 정보조사제공 관계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

르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산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프로그

래밍언어론, 컴퓨터 활용실습 과목 등 전산관

련 과목이 대폭 개설된다면 그것은 매우 비효

율적인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은 대학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고,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부응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학 자원과 환경을 바

탕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 자원과 

환경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아닌 특성화된 교과과

정의 운 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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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학의 처한 환경

과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운 하는 특성

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며 정보전

문가로서의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특성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널리 아

는 것보다 특정 분야에 특성화된 전문가를 원

하며 그러한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목표와 교육방향을 설계하는 대학 및 학과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제대학원을 설립하여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제통상과 국제협

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학들은 다른 전공과 달

리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운 함으로써 다른 나

라 또는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은 국제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사회

에 진출해 왔다. 

또한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이 국가의 지원 

아래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기업 맞춤형 실용인재 양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김문경 2004). 뿐만 아니라 산학연협동 

프로그램에 의해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산업체

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체에서 직접 관련 분야

를 교육하고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는 경우도 있

다(최규호 2005). 

2004년 12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기업․정부의 인력양성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열고 전경련 등과 더불어 인적자원

의 육성 및 활용측면에서 대학-기업-정부 인력

양성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한국적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 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러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및 프로그램

들,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대학생들이 

현장업무와 분리된 교육을 받지 않고 전공의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으

로 요구되는 살아있는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취

업률을 높일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오정학 2000). 

맞춤형 인재양성 또는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를 살펴 

보면, 먼저 이동엽(1995)은 신교육체제를 위

한 교육개혁과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현재

의 대학이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재 전기과에

서 수행하고 있는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

여 2000년대를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이 확보

된 교과과정을 개발하 고, 나아가 전기과와 

인접한 학과와의 통폐합 방안을 모색하고 신교

육체제에 기초를 두고 전문성과 경쟁력이 확보

될 수 있는 통폐합 교과과정의 안을 제시하

다. 또한 강덕구(1995)는 교육시장개방화 시

대에 국내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대학별 전공들의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고 

학과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술대학의 교육 수준 및 교육운

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며, 교수력을 신

장시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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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교

육내용의 차별화 방안으로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임정택(1996)은 한국에서의 인재양성과정

과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 한국의 

교육문제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근래에 

들어와 인재양성의 주요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내 교육의 의의와 발달과정 및 한국에서의 

실태와 개선방향도 간단히 정리하고 있다. 

오정학(2000)은 특성화 연구를 통해 실용러

시아어 인재양성과 이들에 대한 산업체로부터

의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어 인재 양성전략에 있

어 러시아현지대학교와의 편입학 연계 교육 시

행 및 이에 따른 연계교육과정 개발, 러시아현

지대학교와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의 개편, 러시아어 활용능력 고

취 및 관․산․학․연계를 위한 특별 교육과

정 운 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맞춤형 인재양성이나 특성화된 인재양성 프

로그램은 문헌정보학과에 더욱 필요한 프로그

램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 정보기술의 

발달,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등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변화된 지식정보환경에 

적응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문헌정보학의 교

육과정은 끊임없이 변경되어 왔다. 1957년 문

헌정보학이 설치된 이래 교육과정에는 많은 변

화가 있었고, 도서관학과에서 문헌정보학과로 

개명을 하기도 하 으며, 학부제 실시 이후 타

과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대

폭 수정하기도 하 다.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경우는 사서자

격증과 정보처리자격증을 가지는 전문인의 양

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단계 3

방향의 과정’을 설정하여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2방향’이라는 것은 사회 각계 현장의 

문헌정보관리 능력자를 육성하는 제 1방향, 보

다 심오한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보다 높

은 차원의 문헌정보처리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대학원 진학자를 육성하는 제 

2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라는 것은 2급 

정사서로서 사회 일선에 봉사하는 제 1단계, 대

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여 사회의 일선에서 한 

차원 높은 봉사와 실무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

는 제 2단계,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여 제 1

단계와 제 2단계에 상응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학자와 문헌정보처

리 연구관리자를 양성하는 제 3단계이다(김성

수 1998a).

중앙대와 같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명확한 

교육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와 

연관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을 운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정보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계에서 제시

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그

에 적합한 특성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은 유능하고 자질있

는 정보전문가를 양성,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연구 및 응용방법(기술)의 교육, 문헌정보학이

론과 실제 능력의 함양, 사서교사의 양성, 문헌

정보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및 인격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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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성수 1998b).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목

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정보학이 봉사하는 사회의 특성과 요

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환경에 최대

로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기초․이

론적인 학문주제와 진로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

하고, 어학교육의 중요성과 방학을 이용한 현장

실습을 운 하도록 한다(한상완 1996). 셋째, 

문헌정보학 각 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김명옥 1997), 그리고 학생들의 올바른 문헌

정보학의 이해를 위해 전공필수와 선택을 지정

하도록 한다.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학교마다 다르며 학자

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진로에 특화

된 교육, 현장실습의 중요성, 문헌정보학 전공

의 기초․핵심․심화 구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특화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3.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안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전공 심화트랙과 전문성 

심화 및 특성화 트랙으로 구분하고, 또한 ICT 

자격증 등급별 학점인정, 어학능력 등급별 학

점 인정, 인턴쉽 프로그램 및 학점인정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 전공 심화 트랙은 현재 문헌정보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기초․핵심과목

과 심화트랙으로 구분하고 심화트랙은 정보조

직학, 정보학, 정보조사제공학, 도서관․정보센

터 경 학, 서지․기록관리학 트랙으로 나누며 

모든 학생이 전공 기초․핵심과목을 필수적으

로 이수하고 관심분야 및 진로방향에 맞추어 

전공심화트랙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특성

화를 주장하면서 핵심과목의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핵심과목들은 어떤 한 분야가 대

표하는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공통적인 것

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축소하는 과정

에서, 그 후에 전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Garrison 1978; Hayes 1982; Sineath 1992; 

Marco 1994; 엄 애 2003).

또한,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문헌정보학 지

식에 더하여 전문성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특성

화 트랙을 개발하 으며, 여기에는 ICT(Infor- 

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트랙과 교원․공무원․군무원 임용고시 세미

나, 입법고시 세미나, 독서지도 세미나가 포함

될 수 있도록 하 다. 

자격증 등급별 학점인정제도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프로세스, 정보처리기사, 정보

관리기술사 등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의 자격증

을 인정하고 등급에 따라 적절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도록 하 다. 

어학능력 등급별 학점인정제도에서는 토익

이나 토플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한 사람에게 

등급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한달 또는 두달 정도의 인턴을 하도록 하고 기

간에 따라 적절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 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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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심화 및 특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

을 강화시키고자 제안되는 것이며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국제경쟁시대 및 학문의 학제적 

성격이 강화되는 이 시대에 전문화되고 특성화

되지 않으면 개인 경쟁력은 물론이요 국가경쟁

력에 있어서도 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각 대학의 자원 및 교수인력의 전공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교과과정을 기반으

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

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3. 1 전공 교과과정의 트랙별 구분

각 역별 교과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직 교육

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하여 실무중심, 사

례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방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김명옥 1997)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너

무 실무 중심으로 치달았을 때 실용주의 중심

교육이 가져올 폐단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문

헌정보학의 철학적 기반 및 현상과 관련하여 

이론화․체계화를 통해 오히려 현장에서의 문

제점에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 향상을 중시하

면서도 현장전문가 양성이라는 균형적인 교과

운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대학 문헌정보학과

에 개설된 교과목을 기초(핵심)과목, 경 학 전

공, 정보학전공, 정보조직학 전공, 정보조사제공

학 전공, 서지․기록학 전공, 학교도서관 전공

으로 구분1)하고 다전공,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

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기초(핵심)과

목을 권장하도록 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과과정을 개정하여 특정 분야로 특성화된 전

문가 양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기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헌정보학이 속한 

대학의 자원 환경 및 교수의 전공배경을 고려하

여 개발되어 있는 기존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활

용하거나 약간의 보완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대

학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기초․핵심과목 

및 전공별 과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을 기준으로 전공 트랙별 교과 과목 

및 학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전공

별 트랙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을 고려하여 트랙중

심의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학부제 실시 이후 다전공(복수전공) 제도로 

인하여 필수과목(핵심과목)이나 기초과목의 

구분을 폐지해 나가고 있지만, 다전공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핵심과목을 지정하여서 문헌정

보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역의 균형적

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김명옥 

1997; 한상완 1996). 예를 들어 분류학이나 

목록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학점만 채워 

현장에 나가 분류목록부서에서 일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3년 엄 애는 문헌정보학과의 핵심 교과

목 연구에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기초 과

목으로 볼 수 있는 핵심 교과목의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하 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문헌정보

 1) 일반적으로 교과과정의 역은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정보조사제공학, 도서관․정보센터경 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언어 역 등으로 분류된다. <표 1>의 학교도서관 트랙은 도서관․정보센터 경 학에 속하

지만 편의상 그와 같이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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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기초․핵심과목 및 전공심화 트랙별 구분표

교과목 트랙
 교과목명

기초․핵심
과목 트랙

도서관․정
보센터 경
학 트랙

정보학 트랙
정보조직
학 트랙

정보조사
제공학 트랙

서지․기록관
리학 트랙2)

학교도서
관 트랙

문헌정보학개론 O

컴퓨터정보처리 O O

정보미디어역사(도서관사) O

분류학 O O

목록학 O O

서지학개론 O

인터넷 정보처리 O

아동 및 청소년자료 O

프로그래밍 언어 O

정보조사제공론 O O

도서관운 론 O O

정보통신네트워크 O

고서조직론 O

정보검색론 O O

정보자료수집론 O O

인문사회정보원 O

도서관시스템자동화 O O

색인초록조직론 O

관종별도서관운 O

과학기술정보원 O

독서지도론 O

학교도서관매체센터운 O

데이터베이스운 론 O

문헌정보학연습(실습) O O

정보리터러시 O

특수자료론 O O

디지털도서관 O O

정보자원조직론 O

도서관정보시스템운 연습 O

기록관리학 O

분류별 분포 수 12 4 10 3 3 4 5

 2) 기록관리학과 서지학은 분명히 구분되나 K대학에 기록관리학 과목이 한 과목만 있는 관계로 편의상 서지학과 

함께 묶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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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들이 핵심 교과과정으로 인정되는 필수 과

목들을 개설하지 않으므로 1980년대의 필수과

목들을 조사하여, 이들이 현재의 교과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학부제 이후에도 여전히 전통

적인 핵심 교과목인 자료의 수집, 조직, 봉사, 

경 ․관리, 및 정보학 관련 교과목들이 교과

과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문제는 학부제 이후 핵심 교과목에 해

당되는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정보전문가 양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부제로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초․핵심 과목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

장에 근거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기초․핵

심과목을 12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부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수전공제 및 최소인정

학점제에 의해 해당 학과에서 30-36학점만 이

수하더라도 그 학과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

게 되고(김성수 1998a), 특히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학사학위수여자에게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동시에 발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과목의 지

정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다전공 학생,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초․핵심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나머지 과목은 자신의 적성과 앞으로의 

진로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

어 도서관시스템 관련 업체로 가고자 하는 학

생은 정보학 트랙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도서관 사서가 되고자 하면 학교도서관 트

<표 2> 전공트랙별 교과 과목 및 학점

전공트랙 교과 과목명 과목/학점

기초․핵심과목 트랙
문헌정보학개론, 컴퓨터정보처리3), 정보미디어역사, 분류학, 목록학, 정보조
사제공론, 도서관운 론, 정보검색론, 정보자료수집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문헌정보학연습(실습), 디지털도서관

12 과목 
36 학점

도서관․정보센터 
경 학 트랙

도서관운 론*, 정보자료수집론*, 관종별 도서관운 , 문헌정보학연습(실습)
 4 과목
12 학점

정보학 트랙
컴퓨터정보처리*, 인터넷정보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정보통신네트워크, 정
보검색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색인초록조직론, 데이터베이스운 론, 디
지털도서관*, 도서관정보시스템운 연습

10 과목
30 학점

정보 조직학 트랙 분류학*, 목록학*, 정보자원조직론
 3 과목
 9 학점

정보조사제공학 트랙 정보조사제공론*4), 인문사회정보원, 과학기술정보원
 3 과목
 9 학점

서지․기록관리학 트랙 서지학개론, 고서조직론, 특수자료론, 기록관리학
 4 과목
12 학점

학교도서관 트랙
아동및청소년자료, 독서지도론, 학교도서관매체센터운 , 정보리터러시, 특수
자료론

 5 과목
15 학점

 3) 컴퓨터정보처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K대학의 경우 현재 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K대학의 정책을 따르기 위해 편의상 기초․핵심과목으로 분류한 것이다. 

 4) *표시가 있는 과목은 각 전공트랙에도 속하지만, 기초․핵심과목으로도 분류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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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을,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 진출하고

자 하는 경우는 정보조직학 및 도서관․정보센

터 경 학 트랙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3. 2 전문성 심화 및 특성화 트랙

학부제 실시로 1학년 학생은 전공기초 또는 

전공탐색 과목을 주로 수강하게 되며, 문헌정

보학과의 진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이 

많고,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지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 

선택을 하게 되는 2학년부터는 전공과목을 이

수하게 되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 전문성 심화 

및 각 전공자의 특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도를 

받을 수 있다. 

4장에서 설명될 여러 가지 진로에 맞추어 프

로그램 지도를 받게 되는 전문성 심화 및 특성

화 트랙은 아래 <표 3>과 같다. 각각의 트랙은 

방학 중 또는 학기 중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

되도록 하며, 세미나를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

에게는 그에 준하는 학점을 인정하도록 한다. 

위 표에서 트랙 및 세미나는 모두 8급 또는 

9급의 계급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어도 시험

과목으로 있지만 이 과정에는 삽입하지 않고 

<표 6>과 같이 어학능력 부분에서 보강하도록 

하 다. 

교육인적자원부(2002)가 마련한 e-캠퍼스 

비전을 위한 대학정보화활성화종합방안(2002) 

중에는 정보활용능력인증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2007년까지 대학의 핵심구성원 전체에게 일정

수준의 정보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ICT(Information & Communi- 

cation Technologies)는 정보사회에서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며 사서교사나 사서 공

무원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사가 되고

자 하는 학생은 <표 4>와 같이 교직이수를 할 

뿐만 아니라 교원임용고시 세미나를 이수하도

록 지도한다. 또한 국립․공공도서관으로 진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무원임용고시 세미나를, 

국회도서관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법고

시 세미나를 듣게 하는 등 각각의 학생에게 맞

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ICT 트랙의 경우 국공립기관에서 채용시 가

<표 3> 전문성 심화 및 특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트랙 발굴

전문성 심화 및 특화 트랙 또는 세미나 인정 학점 진 로

ICT 트랙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5)

∙정보관리기술사

1 
/ 
2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 웹서퍼, 
웹마스터, 정보검색사, 국가정보원, 조사부기자 / 
문헌정보학관련 벤처창업, 서점․인터넷서점 / 
출판관련업

교원임용고시 세미나 1 사서교사

공무원임용고시 세미나 1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입법고시 세미나 1 국회도서관

군무원임용고시 세미나 1 군사정보/기술정보직 군무원

독서지도 세미나 1 독서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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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직이수과목5)

과 목 학점 비고

교육학개론 2

16학점(7과목) 이상 이수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행정 및 교육경 2

교육실습 2

교과교육론 2 문헌정보학과는 교재가 없으므로 필수가 아님*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문헌정보학과는 교재가 없으므로 필수가 아님*6)

산점을 주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ICT 트랙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증을 공인기관에서 취득하는 경우 학

점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단 ICT 트랙 이수 학

점과 자격증 인정학점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정보전문가 뿐만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역에

서 어학능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문헌정보학의 

경우 정보조사제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분류목록

업무 등 도서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학능력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자료수집에서부터 수집

된 자료의 분류 및 목록,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

조사제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전문가의 

어학능력은 타 전공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으로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문헌정보

학의 교육목표에도 어학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고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는 많은 어학과목

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 2004년의 한국문헌정

보학 교과과정(노 희, 최원태 2005)을 보면 

서강독, 일서강독, 고문헌강독 등 어학관련 과목

이 13개교에 29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학부제로 진행중이던 1997년에는 21

<표 5> 자격증 등급별 인정학점 및 가산점 비율

자 격 증 인정학점 국공립기관의 채용시 가산점 비율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1  사무관리분야 2%

워드프로세스 1급 1  사무관리분야 1.5%

정보처리기사 2  정보통신처리분야 3%

정보관리기술사 2  정보통신처리분야 3%

총 계 6 학점

 5) 대학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름

 6)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며 몇몇 학교의 경우 필수로 지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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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에 64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이 이전에

는 훨씬 더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에 

어학관련과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학능력 등

급별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 으며, 등급별 중

복 인정은 하지 않도록 한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K대학의 경우 동

계/하계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할 경우 현재 1학

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 TOEIC이나 TOEFL

의 경우도 등급별로 1학점에서 3학점을 인정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인턴쉽 프로그램은 현재 문헌정보학과

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과목에 해당한다. 

현장실습과목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

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실습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가 많다. 또한 현장실습이 학기중에 수행되기 

때문에 한 달간의 실습기간에는 수강중인 다른 

과목 수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현장실습 과목을 방학기간을 활용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효율성

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인턴쉽 프로그램을 단기 

인턴쉽과 장기 인턴쉽으로 나누고 또한 국내 

인턴쉽과 국외 인턴쉽으로 나누어 진행함으로

써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현장지식을 

넓히고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특히 인턴쉽 프로그램은 취업

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3 교직이수 및 복수전공에 따른 전공과목

학부제 실시 후 다전공(복수전공)을 하는 

것이 쉬워지고 거기에 교직이수까지 하는 경우

가 있어 학생들의 전공이수학점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학부제의 장점으로 타전공자가 

자신의 주전공 학문분야의 지식정보처리를 위

한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을 제 2전공(다전공)으로 선택할 확률이 상당

<표 6> 어학능력 등급별 인정학점

어학능력 인정학점 비 고

TOEIC 500 / TOEFL 700 이상 1
정보조사제공 서비스와 정보자료수집 및 분류목록시 
요구되는 어학능력임

TOEIC 550 / TOEFL 800 이상 2

TOEIC 600 / TOEFL 900 이상 3

동계/하계 어학연수과정 이수 1 겨울․여름방학 동안에 실시

<표 7> 인턴쉽 기관의 특성 및 인턴내용에 따른 인정학점

인턴쉽 프로그램 인정학점 비 고

단기 인턴쉽 
국내(4주) 3

인턴기관 선정
 1. 문헌정보학과에서 권장
 2. 학생 선택시 학과에서 기관 심사

국외(2주) 3

장기 인턴쉽
국내(8주) 6

국외(4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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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아지며,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저

변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성수 

1998b)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 문헌정보학은 

타전공자가 부전공으로 선택하기에는 매우 어

려운 학문에 속한다. 분류목록학, 서지학, 정보

학 과목들은 기초과목부터 차근차근 수강해 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과목으로 분

류된다. 반대로 문헌정보학과는 다른 전공과목

에 비교적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초중고

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과목을 접하 기 때문에 

사회학이나 자연과학, 국문학 등 다른 학문에

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서 오히려 문헌

정보학과가 타 전공을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경

우가 많으며, 부전공제도를 활용하여 문헌정보

학의 불확실한 진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

는 학생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헌정보학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요구된다. K대학의 경우 

다전공자가 학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어 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지도가 매우 긴 하

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아래의 <표 8>은 학생이 교직이수 및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을 할 경우에 이수할 수 있는 

전공과목을 표로 보여 준 것이다. 교직이수, 복

수전공, 부전공 등을 모두 할 수도 있으나 실제

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서 제

외하 다. 

K대학의 경우 개설된 총 전공학점은 90학점

이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학점은 34학

점이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이다. 

교직이수만 하는 학생의 경우 교양학점으로 34

학점, 교직이수 학점으로 16학점을 듣게 되면 

전공 외 수강 총 학점이 50학점으로 수강 가능

한 전공학점은 90학점이다. 교직이수와 복수전

공을 하게 되는 경우 교양 34, 교직 16, 복수전

공 36학점이며, 전공 외 수강 총 학점은 86학

점으로 수강 가능한 전공 학점은 54학점으로 

매우 적다. 부전공을 하고 교직이수를 하게 되

는 경우, 전공 외 수강 총 학점은 74학점이고 

수강 가능한 전공 학점은 66점이다. 대학원 진

학을 하기 위해 또는 깊이 있는 전공지식을 위

해 전공과목만을 수강하게 되는 경우 교양과목

과 전공과목을 모두 합쳐 124학점이기 때문에 

ICT 트랙 등 전공심화 트랙 및 인턴쉽 프로그

램에 의해 전공심화 및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

다. 

<표 8> 교직이수 및 복수전공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 학점

교직이수*
교직이수+
복수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부

전공
전공만

교양 34 학점 34 34 34 34 34 34

교직이수 16학점 16 16 - - 16 -

복수전공 36학점 - 36 36 - - -

부전공 30학점 - - - 24 24 -

전공 외 수강 총 학점 50 86 70 58 74 34

수강 가능한 전공 학점 90 54 70 82 66 90

* 학교에 따라 교직이수 학점을 20학점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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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성 심화 및 진로에 따른 교과
목 선택 지도프로그램

앞 장에서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전문성 심

화 및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

명하여 놓았으며 본 장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들을 활용하여 각 학생의 적성 및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지도 프로그램을 설

명하고자 한다. 

학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유용성과 

직업세계의 비전이 더욱 중요한 척도로 부각되

어 있는 현실은 아마도 우리 학문의 위상제고

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용성과 직업현장과

의 연계성 속에서 현재 K대학 문헌정보학 교

과과정을 향후 진로와 연계하여 선택할 수 있

도록 지도하는 것은 학부제의 도입으로 복수전

공제와 부전공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느 정

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학부제의 도입으로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

가 증가하 으나 문헌정보학의 핵심과목을 놓

치고 학점만을 채우는 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정 교과목에 치우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과목을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

의 핵심으로써 학생들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할 것으로 권장되는 교과목을 

지정하고 있다(표 1, 표 2 참조). 

문헌정보학과의 진로는 지식정보시대로 접

어 들면서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많이 진

출하는 분야들만을 중심으로 지도프로그램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1 대학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 사서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성격과 설립 목적에 따

라 기능이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료의 

수집, 자료의 조직, 자료의 축적, 자료의 제공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

의 도래에 따라 학내외의 정보환경 변화, 정보

매체의 다양화, 인터넷의 대중화, 이용자 요구

의 다변화로 종래의 기본적 기능에 새로운 기

능이 추가되어 대학도서관의 종합적인 경 관

리와 운 기능, 정보자료의 선택․수집․링크 

기능, 자료 정리 및 보존관리기능, 열람 및 대

출 봉사기능, 참고 및 정보봉사기능, 서지도구 

및 검색시스템의 개발과 확보기능, 학습공간․

연구공간․편의시설 제공기능, 지역사회에의 

개방기능 등 전통적인 기능과 현대적 기능으로 

매우 다양하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대학도

서관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은 도서관장, 부관

장, 전문직원, 비전문직원 등이 있으며 이 중 

전문직원은 대학 수준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이

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하는 1급 정사서, 2급 정

사서, 준사서를 포함한다. 

전문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

인 기능은 어떤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 필요한 자료나 서비스를, 요구된 시기 안

에 요구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출

연 연구소, 일반 기업체, 기업체의 연구소, 방송

국, 신문사 등에 속한 자료실을 포함한다. 전문

도서관의 사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요구된다(정필모 2001).

특수도서관이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

거나 군사시설 또는 교도소에서 복무, 근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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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에게 일반인

과 동등한 자료이용 및 정보접근의 환경을 제

공하고, 여가 및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자 설립한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점

자도서관, 병원도서관, 병 도서관, 교도소 도

서관 등을 포함하며 특수 계층의 이용자에 대

한 오랜 경험과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에 일반적으

로 요구되는 능력은 정보자원 수집, 조직, 처리 

능력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적합한 교과과정은 

문헌정보학 지식 전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도서관․정보

센터 경 학, 정보학, 정보조직학, 정보조사제

공학 및 기초․핵심과목 트랙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야 진출 학생들을 위한 전문

분야 진출 특성화 구성도는 <그림 1>과 같고, 

졸업하기까지 이수하여야 할 과목 및 학점은 

<표 9>와 같다. 

즉, 대학도서관 등의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

는 학생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

정보학과 개설 기초․핵심과목을 반드시 이수

하고 경 학/정보학/정보조직학/정보조사제공

학 등의 전공 트랙을 이수하도록 하며, ICT 트

랙도 이수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의 기능에 적

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전공만 하는 경우 전공 66

학점, ICT 3학점, 인턴쉽 6학점, 교양 34학점

으로 총 109학점을 전공과 관련된 과목으로 공

부할 수 있으며, 부전공을 하는 경우 추가로 30

학점을 이수하여 총 139학점을, 복수전공을 하

는 경우 36학점을 추가하여 총 145학점을 이

수하게 된다. 복수 전공과 부전공은 특히 관련 

전문도서관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주제전문사

서로서의 자질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4. 2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와 이

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

학습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

서실)이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 활

<그림 1> 트랙간 융합에 의한 전문분야 진출 특성화 구상도 

대학도서관 | 전문도서관 | 특수도서관

문헌정보학과 개설 기초․핵심과목

ICT 트랙
경영학/정보학/정보조직학

정보조사제공학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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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장, 독서 활동의 장, 휴식과 여가 활동의 장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일반 도서관의 사

서와는 달리 교사로서의 직무, 사서로서의 직

무,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교원으로서 교사와 동일한 대우와 신분을 가진

다.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문헌정보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4년제 문헌

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육

 7) 컴퓨터정보처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K대학의 경우 현재 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정책을 따르기 위해 편의상 기초․핵심과목으로 분류한 것이다. 

 8) *표시가 있는 과목은 각 전공트랙에도 속하지만, 기초․핵심과목으로도 분류된 과목이다. 

 9) 3학점부터 6학점까지 있으나 여기서는 최대 6학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표 9> 대학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트랙의 총 이수과목

전공 트랙 및 세미나 교 과 목 명 과목/학점 비고

기초․핵심과목 트랙
문헌정보학개론, 컴퓨터정보처리7), 정보미디어역사, 분류학, 목록학, 정
보조사제공론, 도서관운 론, 정보검색론, 정보자료수집론, 도서관시스템
자동화, 문헌정보학연습(실습), 디지털도서관

12 과목 
36 학점

경 학 트랙
도서관운 론*, 정보자료수집론*, 관종별 도서관운 , 문헌정보학연습
(실습)

 1 과목
 3 학점

중복
제외

정보학 트랙
컴퓨터정보처리, 인터넷정보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정보통신네트워크, 
정보검색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색인초록조직론, 데이터베이스운
론, 디지털도서관*, 도서관정보시스템운 연습

 6 과목
18 학점

중복
제외

정보 조직학 트랙 분류학*, 목록학*, 정보자원조직론
 1 과목
 3 학점

중복
제외

정보조사제공학 트랙 정보조사제공론*8), 인문사회정보원, 과학기술정보원
 2 과목
 6 학점

중복
제외

ICT 트랙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최대
3 학점
인정

인턴쉽 과정
국내 인턴쉽
국외 인턴쉽

최대
6 학점
 인정

교양 34학점으로 필수 34 학점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30학점
복수전공: 36학점

30 학점
36 학점

전공만 하는 경우
=> 전공 22과목(66학점) + ICT(3학점) + 인턴쉽(6학점)9) + 교양(34학점) = 총 109학점
부전공을 하는 경우
=> 전공 22과목(66학점) + ICT(3학점) + 인턴쉽(6학점) + 부전공(30학점) + 교양(34학점) 
= 총 139학점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전공 22과목(66학점) + ICT(3학점) + 인턴쉽(6학점) + 부전공(36학점) + 교양(34학점) 
= 총 14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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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공하거나 사범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

공하면 된다. 사서교사의 채용은 교원임용고시

를 거치며 지역가산점, 복수전공 및 부전공가

사점, 자격증 가산점 등이 있다. 

학교도서관의 목적과 기능 및 사서교사의 역

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사

서교사로 나아가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

초․핵심과목 트랙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도서관․정보센터 경 학, 정보조직학, 학교도

서관 트랙을 이수하도록 하고 정보학 트랙은 

권장한다. 학교도서관 트랙의 총 이수과목에 

관하여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또한 교원임용고시에서 복수전공 또는 부전

공, 그리고 ICT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는 것을

<표 10> 학교도서관 트랙의 총 이수과목

전공 트랙 및 세미나 교과목명 과목/학점 비고

기초․핵심과목 트랙
문헌정보학개론, 컴퓨터정보처리, 정보미디어역사, 분류학, 목록
학, 정보조사제공론, 도서관운 론, 정보검색론, 정보자료수집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문헌정보학연습(실습), 디지털도서관

12 과목 
36 학점

도서관․정보센터경 학 트랙
도서관운 론*, 정보자료수집론*, 관종별 도서관운 , 문헌정보
학연습(실습)

 1 과목
 3 학점

중복
제외

학교도서관 트랙
아동및청소년자료, 독서지도론, 학교도서관매체센터운 , 정보리
터러시, 특수자료론

 5 과목
15 학점

정보학 트랙
컴퓨터정보처리, 인터넷정보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정보통신네
트워크, 정보검색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색인초록조직론, 데
이터베이스운 론, 디지털도서관*, 도서관정보시스템운 연습

 6 과목
18 학점

중복
제외

ICT 트랙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최대
3 학점
인정

인턴쉽 과정
국내 인턴쉽
국외 인턴쉽

최대
6 학점
 인정

교양 34학점으로 필수 34 학점

교직이수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
, 교육실습,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0 학점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시 30학점
복수전공시 36학점

30 학점/
36 학점

교직이수만 하는 경우
전공 24과목(72학점) + ICT(3학점) + 인턴쉽(6학점) + 교양(34학점) + 교직(16학
점) = 총 131학점
교직이수 + 부전공(정보학 트랙 제외)
전공 18과목(54학점) + ICT(3학점) + 인턴쉽(6학점) + 부전공(30학점) + 교양(34
학점) + 교직(16학점) = 총 143학점
교직이수 + 복수전공(정보학 트랙 제외)
전공 18과목(54학점) + ICT(3학점) + 인턴쉽(6학점) + 복수전공(36학점) + 교양(34
학점) + 교직(16학점) = 총 14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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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도록 권장

하고 ICT 트랙의 자격증을 반드시 갖추도록 

지도하며, 교원임용고시 세미나 트랙을 이수함

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0>에서 보면 사서교사로 진출하고자 하

는 자가 교직이수만 하는 경우 총 131학점, 교

직이수와 부전공을 하는 경우 총 143학점을 이

수하게 되며, 교직이수 및 복수전공을 하는 경

우는 총 149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학점이 부족

한 경우는 다른 과목으로 자율적으로 졸업이수 

학점을 채우도록 지도 한다. 

4. 3 공공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의 기능, 지역사회 주민의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의 기능,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및 정보센터로

서의 기능, 레크레이션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

진다. 

공공도서관 사서는 전통적인 업무뿐만 아니

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와의 긴 한 협조,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지도 

및 각종 프로그램,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등을 

수행하며, 공무원임용고시를 거쳐 채용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

은 전공트랙으로 기초․핵심과목트랙, 도서

관․정보센터 경 학 트랙, 정보학트랙, 정보

조사제공학 트랙을 이수하도록 하며, 특성화 

트랙으로 ICT트랙, 인턴쉽 프로그램, 공무원 

임용고시 세미나, 독서지도세미나를 이수하도

록 지도한다. 

4. 4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사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에 따라서 그 성격과 

기능이 다소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

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국립국회도서관이 

따로 있어서 이 양자가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

고 있으며, 다만 국회도서관은 국회에 대하여 

입법자료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한 가지 더 발

휘한다는 것이다(정필모 2001, p.65).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으로 진출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트랙으로 기초․핵심

과목트랙, 도서관․정보센터 경 학 트랙, 정

보학 트랙, 정보조사제공학 트랙을 이수하도록 

하며, 특성화 트랙으로 ICT 트랙, 인턴쉽 프로

그램, 공무원 임용고시 또는 입법고시 세미나

를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4. 5 기록관리자(Archivist)

기록관리자(기록관리 전문요원, 아키비스트)

란 기록물의 인식, 선정, 보호, 조직, 기술과 기

록물의 이용까지 책임지는 전문가이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교과과

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Pemberton과 Nugent(1995)는 문헌정보학, 

기록학, 레코드 관리학이 서로 공통되는 역

인 정보순환, 정보저장과 검색, 정보표현, 보존, 

보조적/교육적 역할, 윤리 등을 공유하므로 하

나의 통합된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 고, Jimmerson(2001)은 기록전문가 양

성교육은 다학문적인 교육으로 기록관리의 핵

심 지식을 강조해야 하며 실무 경험과 심층적

인 연구를 모두 포괄하는 구조화된 대학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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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40조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

격요건으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한 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

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트랙

으로 기초․핵심과목트랙, 도서관․정보센터 

경 학 트랙, 서지․기록관리학 트랙, 정보조

사제공학 트랙을 이수하도록 하며, 특성화 트

랙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록관리

학 관련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10)의 대

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6 기타 관련분야 진출

정보시대의 도래로 문헌정보학과 졸업자의 

진로분야는 더욱 더 확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관련업체로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업

체, 학술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 정보제공업

체, 인터넷 기반 컨텐츠 제공업체 등이 있다. 

검색엔진업체에서는 인터넷 정보자원을 수집하

고 분류하는 서퍼로서 문헌정보학 졸업자를 선

호하며, 웹 기획자, 웹 디자이너, 정보검색사는 

전산능력을 가진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경쟁력

을 갖는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요

구하는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전

공트랙으로 기초․핵심과목트랙, 정보학 트랙, 

정보조사제공학 트랙을 이수하도록 하며, 특성

화 트랙으로 ICT트랙, 인턴쉽 프로그램을 이

수하도록 지도한다. 

5. 요약 및 결론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은 대학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고,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원과 환경을 바탕으로 개설되

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 자원과 환경은 대학마

다 다르므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아닌 특성화된 교과과정의 운 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학의 처한 환경

과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운 하는 특성

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며 문헌정

보학의 졸업자가 정보전문가로서 보다 전문화

되고 특성화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계에서 제

시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특성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은 유능하고 자질있

는 정보전문가 양성,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연

구 및 응용방법(기술)의 교육, 문헌정보학이론

과 실제 능력의 함양, 사서교사의 양성, 문헌정

10) 경남대학교(사학과), 공주대학교(역사교육과), 명지대학교(기록과학대학원), 목포대학교(사학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서울대학교(인문대학), 원광대학교(사학과), 충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사

학과), 한남대학교(사학과), 경북대학교(문헌정보학과와 사학과 협동과정) 등 11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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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및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교육의 목표는 문헌정보학이 봉사하

는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그 환경에 최대로 부응하는 것, 기초․

이론적인 학문주제와 진로에 특화된 교육을 이

수하고, 어학교육의 중요성과 방학을 이용한 

현장실습을 운 하도록 하는 것, 문헌정보학 

각 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학

생들의 올바른 문헌정보학의 이해를 위해 전공

필수와 선택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학교마다 다르며 학자

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진로에 특화

된 교육, 현장실습의 중요성, 문헌정보학 역

의 필수․선택 구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

을 특화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전

공 심화트랙과 전문성 심화 및 특성화 트랙으

로 구분하고, 또한 ICT 자격증 등급별 학점인

정, 어학능력 등급별 학점 인정, 인턴쉽 프로그

램 및 학점인정 제도를 제안하 다. 

문헌정보학 전공 심화 트랙은 현재 문헌정보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기초․핵심과목

과 심화트랙으로 나누고, 심화트랙은 정보조직

학, 정보학, 정보조사제공학, 도서관․정보센터 

경 학, 서지․기록관리학 트랙으로 나누며, 

모든 학생이 전공 기초․핵심과목을 필수적으

로 이수하고 관심분야 및 진로방향에 맞추어 

전공심화트랙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문헌정보학 지식에 더

하여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 트랙

을 개발하 으며, 여기에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트랙과 

교원․공무원․군무원 임용고시 세미나, 입법

고시 세미나, 독서지도 세미나가 포함될 수 있

도록 하 다. 

자격증 등급별 학점인정제도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프로세스, 정보처리기사, 정보

관리기술사 등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의 자격증

을 인정하고 등급에 따라 적절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도록 하 다. 

어학능력 등급별 학점인정제도에서는 토익

이나 토플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한 사람에게 

등급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한달 또는 두 달 정도의 인턴을 하도록 하고 기

간에 따라 적절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 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전

문성 심화 및 특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

을 강화시키고자 제안되는 것이며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국제경쟁시대 및 학문의 학제적 

성격이 강화되는 이 시대에 전문화되고 특성화

되지 않으면 개인 경쟁력은 물론이요 국가경쟁

력에 있어서도 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각 대학의 자원 및 교수인력의 전공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교과과정을 기반으

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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