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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한국의 학도서 에서 리에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에종사서 교육훈련 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문헌연구와 해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교육훈련 황과 교육내용 사례를 

기  데이터로 하여 모형안을 개발하 고, 문가 인터뷰와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개발된 모형안의 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완성하 다. 연구결과 학도서 의 리에종사서에게 필요한 핵심능력을 제시하 고,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각 업무 능력별로 모듈을 구성하여 학습활동을 한 기본과제․심화과제․참고자료  

워크시트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of a liaison training program for academic librarians 

in Korea. The liaison training program model has been developed based up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urveys about liaison training practices in foreign countries Expert interviews and 

case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monstrated its feasibility and applicability. This study found 

that this model identifies core competencies of academic liaison librarians and it helped developing 

guidelines by the level of each task: basic and advanced exercises, references, and worksheets.

키워드: 학도서 , 리에종서비스, 리에종사서, 주제사서, 사서 재교육

academic libraries, liaison service, liaison librarian, subject librarian, librarian training

*
**
***

이 논문은 이화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을 요약한 것임.

이화여자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mtblancpshee@gmail.com) (제1 자)

이화여자 학교 사회과학 학 문헌정보학 공 교수(dyjeong@ewha.ac.kr) (공동 자)

논문 수일자: 2012년 10월 25일   최 심사일자: 201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1월 2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311-339,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311]



31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 2012

1. 서 론

1.1 연구 목

한국의 학도서 은 정보서비스 분야에 있

어 새로운 환 을 맞고 있다. 다양한 의 

확보, 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독, 

도서  장서량의 증가는 정보에 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

들어 내었다. 방 한 자료 더미 속에서 자신의 

요구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더 

어려워진 이용자들은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요

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요구 수 은 

개인의 상황별로 더욱 세분화, 문화되었으며, 

다양하게 개되었다. 따라서 사서와 이용자 사

이의 긴 한 커뮤니 이션을 통한 상호 이해가 

정보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기술  발 에 따른 자정보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이들이 정보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게 되었고 도서 을 찾는 이용자의 수

는 차 감소하 다. 이로 인하여 여러 학에

서 리에종서비스(liaison service)를 도입하기 

시작하 다. 사서가 이용자 그룹을 분담하고 커

뮤니 이션을 통해 그들과 한 계를 형성

하여 해당 그룹의 정보요구를 수집함으로써 이

용자에게 합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보

다 극 인 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내 학도서 에서는 2000년 반부터 리

에종서비스에 심을 가져왔고, 2008년에 도서

정보정책 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도서 발

종합계획, 2009-2013   학도서 의 리에

종서비스 확 에 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 

심이 증 되었다. 그런데 재 부분의 학은 

리에종사서를 신규로 채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서 인력으로 리에종서비스를 시작해야만 하

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실 인 교육 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리에종서비스의 활성화를 하여 국

내 학도서  환경 내에서 리에종사서를 양성

할 수 있는 실제 인 교육훈련 로그램의 모형

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 을 두었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해 수행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에종사서의 특징을 악하고 분석하

기 해 문헌연구를 수행하 다. 문헌을 통해 리

에종사서의 개념과 업무를 살펴보고, 업무기술

서와 사서채용공고를 통해 필수 자질을 확인하

으며 그 내용을 종합하여 리에종사서의 핵심 

능력을 정리하 다. 

둘째, 해외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은 

Attebury와 Holder(2008)의 설문을 참고하여 

작성하 고, 리에종사서의 업무  교육 진행 방

법과 교육 내용 등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 구성의 성을 확인하기 하여 국내 

사  문가 조사(expert pilot test)를 수행하

는데, 2009년 4월 재 국내에서 리에종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는 10개 학에 배포하여 8개

의 응답을 회수하 다. 완성된 설문은 문으로 

변환하여 온라인 설문 도구인 SurveyMonkey

에 등록하 고,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27

일까지 리에종서비스 업무 련 LISTSERV인 

LIBREF-L, ILI-L, COLLDV-L, COLLIB-L

을 통해 배포하여 총 103개의 유효한 설문을 수

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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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형안을 설계하고 개발하 다. 해외 

설문과 국내 사  문가 조사 결과를 설계의 

기 자료로 하여 교육 내용과 교육 진행방식을 

구성하 다. 체계 인 교육 로그램 설계를 

하여 본 교육에 합한 교육 모형을 선별하 고, 

설계 기 을 명시하 다. 

넷째, 국내 문가 인터뷰를 수행하 다. 모

형안의 개발이 외국 문헌과 외국 사례를 심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된 모형안이 국내 

학도서  상황에 합한 지의 용 가능성을 

검하기 하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

가는 학도서 의 리에종서비스 리자  사

서 4명, 리에종 실무사서 3명, 그리고 리에종서

비스에 심을 가진 문헌정보학과 교수 2명 등 

총 9명을 선정하 다. 

다섯째, 실제 도서  장에서 사례 분석을 

하 다. 4년제 학도서   리에종서비스 도

입이 결정된 기 을 선정하여 2009년 12월 24

일부터 2010년 2월 23일까지 10주간 진행하

고 참여자 면담, 교육진행 찰, 회의록, 설문, 

그룹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의 진행

과정, 참여자의 변화, 로그램 만족도 등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여섯째, 국내 문가 인터뷰와 사례 분석 결

과를 반 하여 최종 모형을 완성하고 활용방안

을 제시하 다. 그런데 본 연구의 로그램 개

발과 용  결과에 한 타당성 검토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러 설문조사 시 과 연구 완료 시

 간에 간격이 발생하 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내용이 사서의 자질과 교육방법에 한 것으로

서 데이터의 속성이 해당 기간 내에 격히 변

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를 재에도 용

가능하리라고 단하 다. 

2. 이론  배경

2.1 리에종사서의 개념

리에종이란 ‘묶음’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ligatio

에서 유래한 랑스어로서 엣센스 불한사 에

서 의하면 결합, 연결, 연속, 연락의 의미를 나

타낸다. 리에종은 어권에서도 리 사용되고 

있는데,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에서는 ‘한 조직의 서로 다

른 그룹 는 단  간의 커뮤니 이션 사례나 

수단’이라고 하 고, Oxford English Dictionary

에서는 ‘친 한 계’ 는 ‘두 가지 단 , 부속

기 , 동맹국 간의 한 계와 력’으로 설

명하고 있다. 즉 리에종이란 사람 는 그룹 간

의 계를 연결시켜 주고 커뮤니 이션을 수행

하는 활동을 말하며, 리에종사서는 이를 도서

에 목시킨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사서란 도서 의 기능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서 과 사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사서는 사회에 한 이해를 바

탕으로 도서  사를 통하여 축 된 지식과 정

보를 사회와 연결하는 커뮤니 이션 채 이 되

며, 도서 이 사회  기 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최종 인 책임을 갖는다(정동열 2011, 

130). 그동안 사서는 개인별로 기능  업무를 수

행하고 이를 도서  체 이용자에게 서비스하

는 기능  문가 다. 그런데 사회 변화 속에서 

이제는 총체  사서(holistic librarianship)에 

한 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총체  사서란 특

정 분야 혹은 주제에 해서뿐만 아니라, 도서

의 모든 업무와 차에 해서도 잘 알도록 기

되는 문가 사서를 의미한다(노옥순 199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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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서는 특정 그룹이용자에게 총체 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따

라서 이용자들은 담당사서에게 문의하면 모든 

도서  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따라 학도서 에서는 이

용자 그룹을 단 별로 나 어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학과별 혹은 주제별로 담당사서를 배치

하는 노력을 꾀하 다. 이러한 사서들을 리에종

사서(liaison librarian), 도서  리에종(library 

liaison), 주제서지가(subject bibliographer), 주

제사서(subject librarian), 주제 문가(subject 

specialist) 등으로 불 다(Tennant et al. 2006). 

국내에서는 총체  사서의 여러 유형 에서 주

제 지식의 요성을 강조한 주제 문사서에 크

게 심을 두어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왔다(구

자  1979; 한상완 1986; 이용재 1998, 2005; 

강미혜 2005; 정재  2009).

최근 국내 학도서 에서는 총체  사서의 

역할에 한 요구가 증 되면서 주제 문사서

와 함께 주제 담사서, 주제담당사서, 학과 담

사서, 학과 문사서, 리에종담당사서 등 여러 명

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리에종사서

의 업무와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심원식(2009)

이 언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용어들은 상당히 

복되며, 특정 용어는 개별 도서 에서의 주제

사서 운 형태를 반 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주제사서 운 형태  그 용어사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는 주제 문사서로서 주

제 지식에 이 맞추어져있었다면, 이제는 학

과와의 계, 력, 커뮤니 이션이 더욱 강조

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의 형태가 변화되고 이용자의 행동이 달

라짐에 따라 민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커뮤니 이션이 더욱 요성하게 부각되었다. 도

서 이 교수진의 요구를 이해하며, 교수진이 도서

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 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학술

과정에서 교수진과 도서 의 트 십을 양성하

기 해 체계 이며 구조 인 방법이 요구되었

다(Schloman, Lilly, and Hu 1989). 이에 따라 

도서 에서 학과  이용자와의  계를 강

조하게 되면서 교수 리에종사서(faculty liaison 

librarian), 학술 리에종사서(academic liaison li- 

brarian)와 같은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리에종사서는 도서 과 이용자 그룹 사이에

서 서로의 요구와 정보를 상호 연결해주는 사서

를 말한다. 이들은 도서 의 표로서 도서  

체 업무 활동을 숙지하여 담당 이용자 그룹에 

필요한 도서  자료  서비스를 홍보하며, 다

시 그들의 심 분야와 학술활동을 이해하고 요

구사항을 수집하여 도서 에 달함으로써 도

서 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새

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상의 활동을 해 리에종사서는 이용자 

이해, 커뮤니 이션, 홍보  마  활동을 

극 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

으로 도서 과 이용자 그룹 모두의 역량을 향상

시켜 교수․학습  연구 증진을 한 학술  

트 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리에

종사서의 개념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재 학도서 에서 총체  사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명칭은 다르지만 이들의 역할은 서로 

복되고 있으며, 최근 그 서비스의 은 주제 

지식 심에서 커뮤니 이션 심으로 변화되

고 있다. 이제 총체  사서의 서비스를 더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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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에종사서의 개념

 방향으로 진행하기 하여 그 명칭을 종합

으로 아울러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체  사서를  시 에 합하

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 그룹 분담, 도서

의 표  역할, 이용자와의 커뮤니 이션을 

포 하는 리에종사서의 개념이라고 보고, 이들

을 통칭하기 하여 리에종사서라는 용어를 채

택하 다.

2.2 리에종사서의 핵심 능력

리에종사서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는 1) 이

용자그룹과의 연락, 2) 도서  정책과 로그램

에 한 정보 달, 3) 교과과정 변경사항에 

한 정보 수집, 4) 자료선정과 장서개발, 5) 도서

 이용 교육, 6) 최신정보주지, 7) 참고 사  

서지 서비스 제공, 8) 이용자를 한 도서  문

제해결상담자(ombudsman)로서 서비스 제공, 

9) 정리 부서에 이용자의 입장 달하기 등의 활

동으로 나 어볼 수 있다(Schloman, Lilly and 

Hu 1989). 리에종 업무에 해서는 여러 연구

(Wu et al. 1994; Macaluso and Petruzzelli 

2005; Stoddart et al. 2006)에서 소개하고 있

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도서  홍보, 이용자

의 요구 달, 학과와 이용자 정보 수집, 장서개

발, 이용교육, 참고 사, 웹서비스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성패는 사서의 자질에 따라 좌우된

다. Rodwell과 Fairbairn(2008)은 리에종사서

를 채용하거나 능력개발 시에 고려해야 하는 내

용으로 자신감, 커뮤니 이션과 젠테이션 

스킬, 기 처 능력, 융통성과 편안함, 이용자

와의 네트워킹 기술, 유  계 는 신뢰 리 

기술, 상․설득․ 향을 미치는 능력, 배우고 

실행하는 노력, 로젝트 리 기술, 홍보와 마

 기술, 높은 수 의 테크니컬 지식 등을 꼽

았다. Jeffries(2000)는 리에종사서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교수의 요구사항 악, 교수의 활

동에 심 갖기, 교수의 연구 변화 특성 이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원  도구를 

배우려는 태도, 교수진 회의 참석, 학 원회 

지원, 캠퍼스 활동 참여, 학생 요구에 심, 정보

원과 서비스 홍보, 업무내용이나 문성을 교수

진  캠퍼스 트 와 공유하기, 교수진과의 

력, 교내의 다른 부서와 력, 창의 이고 즐

겁게 일하기 등을 열거하 다.

한편 국내의 사서들은 리에종서비스에 필요

한 사서의 자질을 주제 분야 학 와 문헌정보

학 석사학  이상 는 주제 분야 석사학  이

상, 도서 에서의 실무경험, 이용교육  주제

상담을 한 뛰어난 교수법이나 커뮤니 이션 

능력, 해당 주제 분야 정보원에 한 지식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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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능력, 기타 언어능력  IT 능력, 극 인 서

비스 자세 등으로 꼽았다(노 희 외 2008). 심

원식(2009)은 주제사서의 역할  서비스 이해, 

평가와 개선, IT 신기술, 주제 문성 개발, 운

사례 벤치마킹, 기획  실행, 이용자교육, 인 

커뮤니 이션, 참고 사에서의 상호작용, 홍보

와 마 략, DB 검색기법  략, 정보 사, 

참고정보원 개발  활용 등을 주제 담사서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 선정하 다. 

이상의 문헌을 종합하면 리에종사서에게 필

요한 자질은 주제 문지식, 참고 사, 커뮤니

이션 기술, 이용교육 능력, 인간 계 형성 능력, 

학습능력, 홍보 기술, 정보 기술, 기획  리 

기술, 극  업무 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실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해 사서의 필수자질과 자격 요건을 명시한 업

무기술서(position description)를 조사하 다. 

ARL 자료(2007)에서 5건, ALA JobLIST1)

에서 2건을 수집하여 리에종사서의 자질을 종

합해 본 결과, 업무기술서 나타난 리에종사서의 

자질은 문헌정보학 석사학 , 주제 배경, 업무 

경험, 인간 계  커뮤니 이션 기술, 장서개

발  주제정보원 지식, 도서  이용교육, 정보 

기술, 력 이면서도 독립 인 업무태도, 역동

 업무능력, 서비스 자세 등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문헌과 업무기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리에종사서의 핵심능력을 주제 분야 

이해, 장서개발  정보원 이해, 정보서비스, 도

서  이용교육 능력, 정보기술  도구 제작, 커

뮤니 이션 기술, 리더십, 서비스 자세, 홍보 기

술, 연구방법론의 이해, 이용자  학과 연구 등

으로 추출하 다. 그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리에종사서의 핵심 능력

 1) <http://joblist.ala.org/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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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훈련 로그램 사례

2.3.1 해외 사례

해외 학에서는 비공식  교육 로그램을 

기 로 하고 장의 실무 훈련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성문화된 교육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Davis 

and Cook 1996; Macaluso and Petruzzelli 2005; 

Mack, Meier and Schmit 2010). 도서  장

에서는 이러한 교육 방식이 정규 학 과정보다 

더욱 필수 인 학습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신임  재직 리에종사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Attbury and Finnell 2009).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 해 홈페이지  사서와의 이메일 커

뮤니 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

다.

(1) 스컨신 학교(University of Wisconsin)

스컨신 학교는 리에종 포럼(Liaison Fo- 

rum)을 매월 1회 진행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에 공개하고 있다.2) 리에종 포럼은 리에종사서 

체를 한 것이지만 장서개발  선정, 홍보, 

교육, 참고 사, 학술 커뮤니 이션 등에 심 

있는 내의 모든 사서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캠퍼스 역에 걸쳐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고, 

계획하는 모임이다. 2005년부터 시작되어 재

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주제는 주로 학문분야에 

한 이해와 커뮤니 이션 방법에 한 내용으

로 구성된다. 

(2) 펜실바니아주립 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이 학에서는 교육을 해 리에종사서 교육 

로그램 수행 기  가이드라인과 지시사항, 도

서  업무  훈련(in-service training), 서비스 

데스크 수행 기 , 품질 서비스 서약서, 서비스 

데스크 교육 원회에서 작성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자료는 CAT 개요, 고객 

서비스 개요, 도서  개요,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스크립트, 개인 정보 보호 훈련 시나리오, 워크

로 시작하기, 워크 로 순환 기본 사항 등을 

포함한다.3) 한 이들을 한 행동수행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Mack, Meier 

and Schmit 2010). 

(3) 시애틀 시티 학교(City University of 

Seattle)4)

시애틀 시티 학교는 신임 사서를 한 훈련

으로 일반 인 아우트라인을 갖추어 놓고 있다. 

아우트라인은 도서  조직, 인력, 시설 등 반에 

한 안내를 포함하며 참고서비스와 도서  시

스템에 해 소개한다. 참고서비스 부분은 이용

자교육 담당자가 진행하는데 참고서비스 훈련을 

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진행하며, 력형 참

고 사 시스템인 QuestionPoint의 활용법에 

해 안내하고, 각종 DB에 한 설명을 하며, 작

권 정책  차에 해 소개한다. 한 정보활용

교육에 해 철 하게 비할 수 있도록 정보활

용교육의 의미와 요성, 교수진의 역할을 자료

에 명시하고 있고, 정보활용교육의 결과를 통해 

 2) <http://staff.library.wisc.edu/liaison/>.

 3) <http://www.libraries.psu.edu/psul/rcr/training.html>.

 4) <http://www.cityu.edu/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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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내야 하는 능력과 성과를 명시하 다. 한 

ACRL의 정보활용능력 기 에 따라 시티 학교

에 합한 루 릭을 선정하여 , , 고

의 이용자 수 별로 제시하고 있다. 2주마다 리

에종사서 체 회의를 가지며, 분기별로 이용자

교육에 한 토론 모임을 한다(Salman 2011). 

2.3.2 국내 사례

국내의 리에종 교육훈련 사례를 악하기 

하여 2011년 11월 재 한국에서 리에종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는 20개 학을 상으로 수조

사를 해보았다. 정리된 내용은 <표 1>과 같다.

국내 학에서는 외부 문교육기 의 교육

로그램 참가, 외부 세미나 참가, 외부 문가 

청 등 외부 문가에 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

다. 외부 문교육은 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 학술서비스과정이나 국립 앙도서 의 주제

문사서과정이었다. 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으

로는 자체 스터디 는 워크  운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도서  반에 한 오리엔테이션이나 

개인별 맞춤 학습이나 멘토 역할을 통해 훈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외 사례와 같은 체계화된 교

육 자료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리에종 테크닉을 제공하는 학술논문이 많이 

있지만 특정한 학의 리에종서비스를 한 완

벽하고 포 인 가이드는 없으므로 각 학마

다 자 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Stoddart et al. 

2006). 이를 해서 자 의 상황을 가장 잘 악

하고 있는 내 사서들이 서로 력하고 논의해

야 한다. 특히 리에종서비스는 국내에 새로 도입

되는 것이므로 주제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정기

으로 학술모임을 갖고 함께 서비스 방법을 모

색하며 연구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  내에서 선배사서

가 후배사서들을 독려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체 인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이루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해야 

하며, 교육받은 사서들이 다시 후임 사서들을 교

육하는 선순환 인 재교육, 계속교육의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정동열 2002; 이용재 2005).  

No. 교육 방식 기 수* 비고

1 외부 문교육기  교육 로그램 참가 14 국립 앙도서 , KERIS 등

2 외부 세미나 참가 12 -

3 자체 스터디(워크 , 학습동아리 등) 12 정기 , 비정기

4 외부 문가 는 강사 청 10 타 학 사서 는 DB업체 강사

5 개인별 교육  학습 6 -

6 일반  도서  오리엔테이션 4 -

7 사서자격 취득 2 비 공자를 채용한 경우

8 공분야 상  학 과정 3 -

9 교내 세미나/특강 참가 2 -

10 기타 3
공 교과목 강의 수강, 공 학회/세미나 참가, 

선진도서  주제사서와 교류  간담회 등

계 68

*복수응답 포함

<표 1> 한국 리에종사서 교육훈련 방식
2011년 11월 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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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안 설계  개발

3.1 설계의 기  자료

교육 로그램 모형안 설계를 한 기 자료

를 수집하기 하여 해외 설문조사를 하 다. 해

외 설문은 외국의 실제 교육훈련 로그램에 

한 방법과 내용을 조사하는 데 목 이 있다. 해

외 설문에 앞서, 국내 사  문가 조사를 수행

하 는데 이는 설문 내용의 성에 해 국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한 것이다. 

3.1.1 해외 설문조사 결과 

설문은 총 22문항  교육 진행에 한 것이 

7문항, 교육 내용에 한 것이 10문항이었으며, 

나머지는 리에종사서에 한 참고  내용과 인

구통계학 인 내용이었다.

교육 진행 방법은 주로 일반 인 오리엔테이

션을 수행하며, 신입은 업무 담당 후 3개월 정

도 멘토나 튜터를 통해 개인별 학습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 자료는 가이드라인이나 웹

사이트 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

행은 강의가 아니라 소그룹 회의 워크  방식으

로, 정기 는 비정기 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교육 내용을 조사하기 하여 리에종사서의 

업무와 자질에 따라 교육 분야를 10개 역으로 

나 고 각 분야별로 교육훈련을 한 방법을 제

시하여 선택하도록 하 다. 그런데 설문 응답 총 

103건  29건은 교육 내용의 10개 문항에 해 

모두 ‘None’을 채택하 다. 이들은 리에종사서

의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서를 별도로 채

용하기 때문에 여타의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

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이것은 한국의 사서 

채용 상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체 응답  29건을 

제외한 74건을 상으로 분석하 다. 각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므로 응답 빈도의 합계는 문

항별로 각기 다르다. 교육 내용에 한 설문 결

과는 <표 2>와 같다. 

구분 문항 내용 빈도 백분율

학과/주제 분석  이해

학과/주제 교과과정 조사 42 29.4%

주제 련 분류번호 조사 21 14.7%

주제 분야 핵심 학회 조사 19 13.3%

주제 분야 핵심 의 목차 구독하기 16 11.2%

주제 분야 핵심 키워드 조사 15 10.5%

기본 교과서 키워드 조사 3 2.1%

None 27 18.9%

합계 143 100.0%

이용자/학과 연구

학과 교과과정 분석(학부/ 학원/기타 과정) 39 39.8%

교수진의 연구/강의 활동이해 23 23.5%

교수진 로 일 작성법 11 11.2%

None 25 25.5%

합계 98 100.0%

<표 2> 해외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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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내용 빈도 백분율

장서개발

참고자료, 웹정보원 49 31.2%

주제/학과 단행본 이해 46 29.3%

주제/학과 정기간행물 이해 43 27.4%

None 19 12.1%

합계 157 100.0%

도서  이용교육

도서  이용자교육 사례 연구  실습 33 34.0%

강의 기술 20 20.6%

워포인트 자료 제작법 15 15.5%

None 29 29.9%

합계 97 100.0%

정보서비스

주제/특수 DB 검색 43 30.9%

일반  DB 검색 43 30.9%

일반  참고질문 사례연구  실습 17 12.2%

심화 참고질문 사례연구  실습 16 11.5%

None 20 14.4%

합계 139 100.0%

학과홍보

도서  마 28 30.8%

홍보 자료 제작법 19 20.9%

마  방법 7 7.7%

None 37 40.7%

합계 91 100.0%

정보기술  도구

로슈어 제작법 15 15.3%

RSS, Alert 이용법 15 15.3%

블로그 리  운  방법 14 14.3%

Proxy 서버 이해 12 12.2%

None 42 42.9%

합계 98 100.0%

커뮤니 이션 기술

커뮤니 이션 방법 12 14.1%

인터뷰 기술 11 12.9%

기  커뮤니 이션 이론 6 7.1%

설문지 작성법 4 4.7%

None 52 61.2%

합계 85 100.0%

리더십

셀 리더십 15 17.0%

시간 리 11 12.5%

기획 능력 10 11.4%

None 52 59.1%

합계 88 100.0%

연구방법론의 이해

주제/학과의 핵심  분석 21 22.1%

교수진의 연구행  이해 10 10.5%

연구윤리 9 9.5%

논문작성법 8 8.4%

None 47 49.5%

합계 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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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을 특징을 살펴보면 학과/주제 분

석  이해, 이용자교육이나 장서개발, 정보서

비스 부문에 해서는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

고 있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선택한 

내용을 모형의 과제에 우선 으로 채택하 다. 

3.1.2 국내 사  문가 조사 결과 

국내 사  문가 조사는 본래 작성된 해외 

설문 구성을 사 에 검토하기 하여 진행한 것

이다. 그런데 설문 구성과 문항의 오류를 검토하

는 기능과 함께 국내 리에종 교육 운  황과 

리에종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수집

하는 역할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따라 모형안 

개발의 기 자료로 해외 설문뿐만 아니라 국내 

사 문가 조사 결과까지도 활용하게 됨으로써 

국내 실을 반 한 모형안을 완성하게 되었다. 

해외 설문 결과와 다른 은 다음과 같은 내

용이었다. 국내에서는 리에종서비스 도입이 시

작되는 시 이므로 사서 개인을 한 교육 보다

는 새로 구성된 리에종서비스 이 체가 훈련

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리에종서비스 에

서 학습할 내용과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분이었다. 국

내에서는 학과/주제 분석  이해에 있어서 주

제 분야의 문용어 악에 특히 심을 두고 

있었고, 이용자/학과 이해에 있어서 교수 로

일 작성을 요하게 선택하 다. 한 리에종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사서 개인이 아니라 하

나의 으로 구성하여 수행되므로 개인  리더

십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

리고 논문작성을 경험한 사서가 많지 않기 때문

에 연구자 이해를 한 논문작성법에 한 교육 

요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상세 내용은 

<표 3>과 같다.

구분 세부 내용

교육진행

∙ 직 사서 심의 리에종서비스  구성
∙주제배경이 없는 것에 한 불안함을 느낌
∙선임사서가 노하우를 수하는 경우가 많음
∙도서 의 서비스 황 이해 - 담당자 특강 활용
∙DB 회사 직원의 방문 강의 
∙국립 앙도서  는 KERIS의 교육 로그램 참가
∙자체 인 교육은 로그램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운
∙교육자료는 주로 PPT 활용
∙경험 많은 주제사서나 선임사서가 교육 로그램 기획
∙강의는 교육 로그램 기획자 는 외부강사 청

교육내용

∙주제 분야 키워드 이해 요 개론서 키워드 분석과 주제 용어 이해
∙교수 로 일 작성 요
∙단행본보다  요
∙ 워포인트 제작법을 이용자교육의 기본 기술로 인식
∙참고서비스 경험이 없는 사서에게 별도로 참고질문 사례 분석을 훈련해야 할 필요성
∙홍보자료 제작법을 가장 요
∙ 락시 이해 
∙면담기술에 해 요
∙리더십의 필요성 낮음 
∙연구방법 이해는 주제별 핵심  악, 논문작성법, 연구윤리의 이해, 교수 연구행태 이해의 순으로 요시
∙논문작성법에 한 요구가 높음

<표 3> 국내 사  문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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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문조사  국내 사 문가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

다. 첫째, 리에종사서의 교육 형태는 해외와 국

내 모두 경험 많은 선임사서의 노하우를 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서구에서는 

멘토링이나 튜터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교육을 

실시하 으며, 국내에서는 리에종사서의 도입

에서부터 소그룹으로 시작하 으므로 으로 

구성하여 교육하 다. 셋째, 리에종사서 교육 

내용은 해외설문조사의 결과와 국내 문가들

의 조사 결과 부분 일치하고 있다. 넷째, 국내

에서 학과와 주제 이해 분야를 주요하게 간주

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사서들은 연구방법 이

해나 논문작성법 부분이 취약하다. 여섯째, 

워포인트, 홍보자료, 블로그 제작 등이 리에종

사서의 업무를 해 필요한 작업인데, 해외에

서는 해당 업무 담당사서가 별도로 있어 그들

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서 

인력이 부족하므로 리에종사서가 이를 직  수

행해야 한다. 

3.2 설계 기  

설계의 기 자료  국내외 교육훈련 사례 결

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계 기 을 세웠다. 첫

째, 본 로그램은 소그룹 학습 모형이어야 하

며, 학습자는 개인별로 서로 다른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는 개인별 학

습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

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 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장에서 바로 용 가능한 교

육 로그램이어야 한다. 

이상을 고려하여 본 로그램에 합한 교육 

모형은 소그룹 학습 모형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GI) 모형과 자율  동학습 모

형(Co-op Co-op)을 선택하 고, 이 에서 성

인에게 합한 력  문제해결(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PS) 교수이론을 용하

다. 이 방법은 력하여 학습하기 해 학생들

을 비시키고, 그룹 기능을 개발하고, 그룹을 

형성하고, 력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한 

종합으로 과정을 종료하고, 평가하고, 마무리 활

동을 하는 것이며, 과제를 성공 으로 완성하기 

해 여러 가지 방법이 혼합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의 복잡한 체제인 총체  과제를 학습하는

데 효과 인 모형이다(Reigeluth 1999). 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제시하는 활동 지침 9단

계에 근거하여 본 로그램의 개발 지침을 작성

하 다. 이에 따라 모형안의 구성을 학습 진행 

방법, 학습 내용 모듈, 최종 평가의 세 부분으로 

나 었다. 

설계 기  세 번째 사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본 로그램은 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 용 가능

성을 높이기 해서는 구체 인 안내와 시가 

필요하다(Tracy and Richey 2007). 이에 따

라 모형안의 세부 내용 설계 시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 다. 첫째, 학습목 과 학습과

정  역할 수행에 한 이해를 돕고자 체 

학습 참여자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진다. 

둘째, 각 학습 과정 모듈은 상세한 가이드라인

의 형태로 작성한다. 셋째, 각 모듈 가이드라인

에는 비사항, 기본과제, 심화과제, 참고자료

를 제시한다. 넷째, 학습 진행의 수월성을 높이

기 하여 다양한 시를 포함한 워크시트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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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형안 개발

3.3.1 교육 진행

교육진행은 해외 리에종사서 멘토링 기간이 

략 3개월 이내임을 감안하여 오리엔테이션 1

회, 학습 내용 모듈 10회, 최종 평가 1회로 구성

하여 총 12회차로 설정하 다. 로그램 진행을 

하여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리에종  구성과 

 리더 선정, 정기회의 일정 등이다. 구성된 리

에종 의 학습을 주도해 나가기 해서는 리

더가 필요하다. 정기 인 회의 일정은 추진력 있

게 진행하기 해서 주 1회 회의방식으로 제시

하 다.

3.3.2 교육내용

교육 내용은 매 차시를 모듈 단 로 작성하

다. 모듈별 과제 부분은 설계의 기 자료에서 

정리된 내용을 반 하 다. 

(1) 모듈Ⅰ: 학과 주제 이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주제 배경 학 나 주제 

분야의 경험이 은 한국에서 가장 요하게 간

주되는 부분이다. 해외의 사서들도 주제 분야의 

이해를 돕기 하여 주요 수업 악하기, 수업

용 교재 악하기, 학과에서 배출된 학 논문 

주제 섭렵, 해당분야의 회 악하기 등을 수

행한다(Stoddart et al. 2006). 모듈Ⅰ 학습과

제로는 <교과과정 조사>, <개론서 목차 조사>, 

<DDC 조사>를 선정하 다. 모듈에는 교육 목

표, 기본과제, 참고자료 등을 제시했고, 워크시

트는 학습과정을 돕기 한 자료로 제공하 으

며, 이상의 내용은 모듈Ⅰ부터 모듈Ⅹ까지 작성

하 다. 그 시는 <표 4>  <표 5>와 같다. 

(2) 모듈Ⅱ: 이용자/학과 이해

리에종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교과과정, 

학부생 필독자료, 학원생 논문 주제, 교수진 

연구 심에 해 친숙해져야 하므로 학과 련

[모듈Ⅰ] 학과 주제 이해

구분 내용

교육목표 학과에서 다루는 핵심 인 주제를 악하고 이해하여 주제 분야에 한 기  지식을 습득한다.

주요내용 1. 교과과정 조사   2. 개론서 목차   3. DDC 조사

활동내용

Ⅰ-① 교과과정 조사 

기본과제
- 학부  학원의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교과목과 그 개요를 수집, 정리하여 worksheet Ⅰ-①에 

작성한다.

참고자료 - 학요람이나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Ⅰ-② 개론서 목차 조사

기본과제 - 가장 하고 신뢰성 있는 개론서를 선정하여 목차를 읽어보고 worksheet Ⅰ-②에 기재한다.

참고자료 - RIS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단행본 목차를 데이터를 활용한다.

Ⅰ-③ DDC 조사

기본과제 - 학부 교과과정에 나타난 과목별로 해당 DDC번호를 조사하여 worksheet Ⅰ-③을 작성한다.

심화과제 - 조사한 DDC 번호를 가지고 서가를 라우징 한다. 

<표 4> 로그램 모형안 모듈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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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평생교육학과 작성자: 박수희 작성일: 2009년 12월 4일

구분 과목명 과목 개요

학부

학년

1학기 2학기

이수

구분
과목명( 역)

시간

/학

심화

정도

이수

구분
과목명( 역)

시간

/학

심화

정도

3 선

평생교육교수학습이론 3/3 심화

선

평생교육의창의성계발 3/3 심화

여성교육론 3/3 심화 평생교육실습 3/3 심화

평생교육경 론 3/3 심화 리더십이론과실제 3/3 심화

사이버교수학습체제개발 3/3 심화 e러닝개발 활용 3/3 심화

지역사회교육론 3/3 심화 기업교육의요구분석 3/3 심화

학원

석사  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에 한 종합 인 이해와 운 체제를 악하고 평생교육에 한 자신의 

을 정립한다.

인간자원개발론
인간자원개발의 이론을 이해하고 인간자원개발의 구성요소를 장에서 활성화시

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박사

<표 5> 교과과정 조사 워크시트 작성 시

정보수집과 교수 개인을 한 정보수집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Wu et al. 1994). 한 학

과의 학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 학부생, 일반 학원  특수

학원과 기타 자격증 제도 등을 조사하여 학과

의 인  구성 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듈Ⅱ에서는 ‘교수 로 일 작성’, ‘교

수 업  평가 규정 조사’, ‘학과 학 과정 조사’ 

등의 과제를 제시하 다.

(3) 모듈Ⅲ: 장서 개발

리에종사서는 교수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조언하고, 도서 장서의 강

과 약   산과 분배문제에 해 교수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장서개발과정의 모든 단계에 교

수진을 참여시켜야 한다(Wu et al. 1994). 이를 

해 사서들 스스로 장서에 해 악하고 있어

야 하며 수서 차  산에 해 이해하여야 

한다. 모듈Ⅲ 장서개발 부문에 기본과제는 ‘주

요 단행본 조사’, ‘주요  조사’, ‘수서 차의 

이해’의 세 가지로 설정하 다.

(4) 모듈Ⅳ: 이용자교육 

이용자교육은 정보서비스의 핵심이며 리에

종사서가 가장 기본 으로 숙지해야할 업무능

력이다. 교육을 통하여 이용자와 사서가 만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문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단

시간 내에 신뢰가 형성되고 친 감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과제는 기존 이용자교육 담

당자의 강의 시연을 참 하는 사례연구, 강의법

에 한 자료를 학습하는 강의법 이해, 그리고 

실제로 PT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며 체크리

스트로 상호간에 평가를 해주는 교육 실습의 세 

가지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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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듈Ⅴ: 정보서비스

모듈Ⅴ 정보서비스는 일반  주제 DB 검색

법을 하나로 합하고 정보서비스 과정의 이해와 

정보서비스 연습을 추가하여 정보서비스 연습 

부분을 더욱 강화하 다. 국내 문가들은 정보

서비스가 이용자 질문에 응답하는 실제 인 방

법에 한 것으로서 매우 요하므로 사례 분석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정보서비스의 과제는 각 주제 분야의 학술정보

를 악하는 ‘DB이용법 조사’, 정보서비스의 제

공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과정의 

이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연습’으

로 구성하 다. 

(6) 모듈Ⅵ: 연구방법 이해 

리에종사서는 교수들과 심도 깊은 상담, 문

헌리뷰 수행, 연구지원 훈련, 이용 가능한 기  

찾기, 다른 도서 의 자료 소재 찾기 등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교수의 제자들이 연구

에 해 질문할 때 도울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Stoddart et al. 2006). 특히 논문 작성 경험이 

없는 국내 사서들의 경우 학술논문의 이해와 함

께 실제 연구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 

악이 필요하다. 연구방법의 이해에서는 ‘논문

작성 체제의 이해’, ‘논문 출간 과정의 이해’, ‘인

용과 표 ’을 기본 과제로 개발하 다. 이것은 

그동안 사서의 교육 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

던 역이지만 교수들의 연구 로젝트의 력

자로서, 학생들의 학 논문 컨설턴트로서 리에

종 담당사서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7) 모듈Ⅶ: 정보 기술 

문 인 도서  서비스를 해서는 정보 기

술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 리에종사서는 

통  도서  서비스에 해 잘 아는 사람으로

서 신기술에 해서도 잘 알고 최신 트 드도 

악하여 도서   컴퓨터 서비스에 해 모든 

학과에 통일성 있고 지속 인 정보를 제공해  

수 있어야 한다. 교수진은 컴퓨터 련 문제에 

해서도 리에종사서에게 문의하기 때문이다

(Hendrix 2000). 모듈Ⅶ에서는 ‘정보 달 기술 

이해’, ‘블로그/웹페이지 운  이해’, ‘학과 블로

그/웹페이지 메뉴결정’의 세 가지를 기본 과제

로 선정하 다.

(8) 모듈Ⅷ: 홍보  마

리에종 업무의 핵심  하나는 이용자가 도서

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에 해 잘 

알도록 하는 홍보활동이다. 따라서 리에종사서

들은 기본 인 마  이해와 략  홍보 방법, 

홍보자료 제작법 등을 숙지해야한다. 따라서 

‘도서  마  이해’, ‘마  방법’, ‘홍보 로

슈어 제작’을 기본 과제로 수록하 다. 

(9) 모듈Ⅸ: 커뮤니 이션 기술

리에종사서는 교수진과 도서  간의 화의 

매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Stoddart et al. 

2006). 그러나 이용자와의 실제 면담은 항상 가

장 어려운 일  하나이다. 리에종 서비스를 운

할 때 교수방문에 한 직원들의 심리  부담

감이 크며, 따라서 교수 방문에 따른 심리  부

담감을 이고 서비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노동조 외 2008). 따라서 

교수와의 면담과 커뮤니 이션을 더욱 원활하

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커뮤니 이션 

방법 이해’, ‘설문지 작성’, ‘교수 방문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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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제로 선정하 다.

(10) 모듈Ⅹ: 기획  리더십

교수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요구사항은 

서비스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이를 해 리에종 담당

사서가 스스로 비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

록 하는 셀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시간 리 스  작성이 필요하다. 

이를 해 ‘기획력’, ‘시간 리’, ‘셀 리더십’의 

세 가지를 기본 과제로 선정하 다. 

4. 모형안 용 

모형안의 용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리

에종서비스 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특정 

기  사서들에게 실제 교육훈련을 함으로써 사

례 분석을 수행하 다. 

4.1 문가 검토

문가는 교수와 실무자를 포함하여 총 9명

이었다. 이  4명은 면 면 인터뷰를 하 고, 

5명은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유선 는 이

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문가들은 배경지식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의 논문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 고, 교수의 연

구지원을 한 학습 부분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학과주제 이해와 이

용자 이해, 이용자교육과 정보서비스, 정보기술

과 정보서비스, 그리고 홍보 마 과 커뮤니

이션 기술은 서로 통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는 의견도 있었다. 한 기 에 따라서는 재

의 10회차 교육 모형뿐 아니라 7회차 모형, 5회

차 모형 등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

다. 로그램 체 아우트라인은 이론과 실제

가 포함되어 있어 하지만, 지 의 기 과정

뿐만 아니라 더 개발된 심화과정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한 이용자교육

이나 정보서비스 등은 시간 배분을 더욱 심화하

는 것이 좋겠다고 하 다.

 학습으로 진행하는 것에 해 정 인 의

견이었으며, 이 로그램에서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요하므로 리더를 한 자료를 충분히 제

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 고,  리더가 리할 

최  인원을 2-4명 정도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

다. 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일에 

한 번씩 10주 이내에 이 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고, 매회 교육

진행을 할 때마다 교육 참가자에 한 평가나 

피드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 다.

4.2 사례 분석

사례 분석에 참여한 학은 리에종서비스 도

입을 비 인 2010년 4월 재 장서 120만권, 

사서 총 23명 규모의 서울 소재 4년제 학이다. 

사례 분석 참여자는 장  1명과 원 4명 등 

총 5명이었다. 교육은 모듈별로 주 1회 진행하

고 연구자는 10회 교육 진행  총 4회 간 참

석하 고, 그 외에는 회의록을 통하여 진행 상

황을 이해하 다. 로그램에 한 면 한 검토

를 해 10주간의 교육을 모두 마친 후 참여자 

원과 면 면 그룹인터뷰를 수행하 다. 참여

자들은 실제 경험을 토 로 각 모듈에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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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는 로그램 진행에 한 안을 제시하

다. 문가 검토  사례 분석을 통해 모형안을 

용한 결과 <표 6>과 같은 내용을 얻을 수 있

었다. 

이상의 용 결과를 최종 모형에 반 하 다. 

본 모형안은 설계 기 자료로써 국내 사  문

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 으므로 이미 국내 실

을 반 되었다. 따라서 모형안 용 시에 모듈

의 큰 임이나 기본 과제에 한 큰 변화가 

요청되지는 않았다. 문가 검토  사례 분석

에서 제안된 내용은 모듈 는 과제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교육 내용의 범 를 확  는 축소 

변경, 순서 조정을 제안하는 수 이었고, 해당 

모듈의 과제를 풍부하게 하기 한 내 실무자 

특강 는 외부 문가 특강, 그리고 세부 교육 

내용에 한 추가 의견이 있었다. 각 사항은 최

종 모형에 최 한 반 하 고, 기본과제에 포함

시키기 어려운 세부 사항은 심화과제로 제시하

여 개인의 수 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다. 

모형안 용 후 변경된 사항은 <표 7>과 같다.

구분 문가 검토 결과 사례 분석 결과

교육진행

∙리더 역할이 요하니 리더의 역할을 상세히 서술하라.

∙리더를 해 사례  보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라.

∙  최  인원을 2-4명 정도로 제시하라.

∙리에종서비스 련 논문을 배경지식으로 제공하라.

∙7회차 모형, 5회차 모형 등으로 만들면 좋겠다.

∙교육진행자 역할 부담이 컸다.

∙사 비가 필요한 내용은 미리 알려주라. 

∙여럿이 같이 했기 때문에 마칠 수 있었다.

∙과제 작성/발표는 좋지만 부담이 크다.

∙난이도별로 학습시간 배분을 달리하라. 

교육내용

∙교과과정 조사와 함께 강의계획서도 조사하라.

∙개론서 통독, 개론 강의 수강 등도 추가하라.

∙DDC 외에 KDC, LCC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반 하라.

∙주제 이해를 해 참고도서 라우징도 필요하다.

∙교수 로 일은 조사 인원수를 명시하라.

∙교수 로 일에 진행/ 계획 인 연구도 조사하라.

∙연구실별 소속 석․박사과정 학생 황도 조사하라.

∙국내외 강의계획서도 참고하여 단행본을 조사하라.

∙주요 단행본 조사는 기본장서목록으로 제목을 변경하라.

∙연구논문의 이해에서 포 인 제목으로 변경하라.

∙논문 투고, 심사, 출 과정  연구방법론도 포함하라.

∙연구윤리는 더 포 인 내용을 담아야한다.

∙각 학과에서 권장하는 참고문헌 스타일을 조사하라. 

∙정보서비스 과정의 이해는 선임사서의 특강으로 하라.

∙정보서비스 연습은 미리 질문 시를 제공하라.

∙이용교육 담당사서나 DB업체를 청하여 참 하라. 

∙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 기법을 활용하라.

∙교육 에 리허설을 하고 다른 직원 코멘트를 받아라.

∙DB는 조사뿐 아니라 실제 연습도 해보아야 한다. 

∙RSS와 Proxy는 신기술 이해로 수정하라.

∙블로그/웹페이지 메뉴 결정은 기획이라고 변경하라.

∙교수 면담 시 선임사서가 동반하여 2인 1조로 하라.

∙기획력은 업무 계획이나 서비스 계획서로 바꿔라. 

∙기획력은 기획력 향상 교육 로그램을 학습하라.

∙DB이용법 조사에 해서 시간을 늘려라.

∙정보서비스 연습이나 과정의 이해는 외부강

사를 빙하라.

∙주제 교육 방법에 한 내용을 추가하라.

∙주제 자료 특성에 한 악  서지작성 

방법을 추가하라.

∙학습순서에 있어 DB이용법 이후에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라.

∙이용자교육 실습 시 체크리스트에 정 인 

것을 넣어라.

∙연구방법의 이해는 논문작성을 경험하지 못

한 사람들에게는 어렵다.

∙설문지 작성은 개별 작업이 아니라 공동 작

업으로 하라.

∙모듈7~10을 진행하기 에 제공할 서비스

에 해 결정하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담당 학과별로 이용자, 장서 등의 규모에 

편차가 있는데 이 을 고려하라.

∙외부 강사의 특강을 추가하라.

<표 6> 모형안 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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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 결과

교육진행

∙교육 진행  오리엔테이션 부분 강화

∙교육 자료에 리더의 역할  요건 서술

∙ 원은 5명 이내로 설정

∙모듈별 사  비사항 설명 추가

∙난이도, 차시 등 모형 활용방안 제시 

∙이용자교육, 홍보자료, 교수 면담 등  과제 실시 이 에 논의 시간 추가

교육내용

∙모듈명 변경: 학과/주제이해 ￫ 주제이해, 이용자/학과 이해 ￫ 이용자 이해, DDC 조사 ￫ 분류 번호 

조사 등

∙내용 범  변경: 교수 로 일에 수집 내용 추가, 주요 단행본 조사 ￫ 기본장서목록, 기획력 ￫ 서비스 

계획서, 연구방법 이해 ￫ 학술연구의 이해 등

∙순서 조정: 연구방법 이해 ￫ 정보서비스  이용자 교육 이 으로 순서 변경, 이용자교육 ￫ 정보서비스 

이후로 순서 변경

∙ 내 사서특강 추가: 수서, 정보서비스, 정보기술

∙심화과제로 추가: 강의계획서 조사, 개론 수업 청강, 주제 서가 라우징, 학 내 연구 지원 정책 

조사, 단행본 선정방법, 자료 선정 도구 이해, 주제별 핵심 서지 조사, 기획력 향상 온라인 강좌, 학과별 

참고문헌 스타일 조사 등

<표 7> 모형안 용 후 변경 내용

5. 최종 모형  활용

5.1 최종 모형 구성

리에종사서 교육훈련 로그램 모형의 최종

안은 사  비사항, 교육 진행 방법, 교육 내용 

모듈, 평가로 구성된다. 모형의 상세 내용은 가

이드라인으로 제시하 다. 

5.1.1 로그램 학습 목표 

본 로그램의 최종목표는 개별 사서가 담당 

주제 분야의 리에종서비스 계획표를 작성하여 

실제 서비스 진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즉 본 학습을 마치면 특정 학과( 는 주

제)를 담당한 리에종사서가 해당 분야 리에종 

서비스를 수행하기 한 기본 인 자질을 갖출 

수 있다. 

5.1.2 사  비 사항

본 로그램의 진행을 해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비되어 있어야한다. 

첫째, 도서  내에서 소규모 그룹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리에종서비스 을 구성한다. 

의 구성원은 문들의 권고 사항에 따라 리더 

1명과 리에종사서 3-4명을 포함하여 총 5명 내

외로 제한한다. 그 구성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리에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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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 참여자 개인별로 담당 학과 는 

주제를 선정한다. 본 교육 로그램은 사서 개

인이 담당 분야 련 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제 결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의 구성원은 과제 작성에 극 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리에종사서의 독립

이며 력 인 업무 태도와 극 인 학습 태

도에 한 요성은 여러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

다. 리에종사서는 개인별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해야하므로 각 사서의 업무 태도는 매우 

요하다. 

넷째, 리에종서비스의 필요성을 의 구성원 

 도서   직원이 숙지해야 한다. 리에종사

서는 도서  체 업무를 총체 으로 다루게 되

므로 동료 직원이 리에종서비스를 이해하고 

극 조해 주어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섯째,  리더의 역할에 한 요성을 이

오리엔테이션

구분 내용

교육목표
본 학습을 마치면 특정 학과( 는 주제)를 담당한 리에종사서가 해당 분야에 한 리에종 서비스를 수행하기

한 기본 인 자질을 갖출 수 있다. 

교육방법

학습(Team learning): 본 로그램은 학습 조직 을 구성하여 개별 인 학습활동을 하는 동시에 

상호간에 발표와 조언을 통하여 서로의 지식과 업무능력을 공유함으로써 원 간의 학습능력을 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진행

학습은 매주 1회 2시간 회의를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리더는 다음 회차에서 진행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과제를 worksheet에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Worksheet는 매주  리더에게 제출하고, 회의 에 

발표하도록 한다.

비사항

리에종 서비스 

 구성

- 리에종 서비스 담당 사서 선정

- 리에종 서비스의 필요성 인식(리에종서비스 련 참고자료 활용)

- 원 모두가 본 교육훈련 로그램의 목 을 분명히 이해해야 함

- 과제 작성에 극 인 참여 필요

 리더 선정

- 리더의 업무: 본 로그램 진행: 과제 설명, 과제 검, 발표 독려, 리에종에 합류하지 

않은 다른 부서  사서에게 도움 요청

- 경력 5년 이상

- 참고서비스/ 정보활용교육 업무 담당

- 리더십 소지

리에종 회의 
- 매주 1회 2시간 회의 필수

- 회의 비를 해 주1일 시간 할애 필요

정보공유 공간 - 홈페이지, 까페 등 자료  의견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마련

용어설명

비사항 다음 학습을 해  리더가 미리 비해 두어야할 내용이다.

기본과제 각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심화과제 기 과제 이상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를 해 제시하 다. 

참고자료 활동에 필요한 문서, 책, 웹사이트 등을 제시한다.

Worksheet 활동을 기록하는 학습지이다. 반드시 차기 회의 때 제출한다.

첨부자료 - 개인 평가서(교육후)

<표 8> 학습진행 오리엔테이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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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여야 한다. 리에종 의 리더는 원들이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교육 진행을 담당해야 하며, 리에종 회의 내용을 

부서 상 자  도서  체에 알려 모든 사서

가 리에종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리더는 도서  반의 업무 내용을 악

하는 사람으로서 도서  근무 경력이 5년 이상

이며,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서 

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3 교육 진행 방법 

리에종사서는 주도 이며 극 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사서 자신과 리에종서

비스 이해 당사자 모두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

휘해야한다. 교육 방법은  학습 활동으로 

진행하며 개인은 개별 으로 학습하되, 개인

을 그룹으로 모아서 학습자 상호간에 발표와 

조언을 통하여 서로의 지식과 업무능력을 공

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리에종 교육 진행 방법

5.1.4 교육 내용 모듈

교육 내용은 총 10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각 모듈에는 기본 과제를 3가지씩 수록하 으

며 이 기본과제를 작성하는 것이 학습의 주요 

내용이다. 기본과제․참고자료․심화과제 등

을 제시하 고, 의 리더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모듈에서 비해야할 사항을 안내하 다. 

각 모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제 이해

주제 이해에는 교과과정 조사, 주제 분야 개

론서 목차 조사, 도서  분류번호 조사 등을 주

요활동으로 수록하 다.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주제의 흐름 이해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

며 자료 선정 시에 참고하기 한 것이다. 

(2) 이용자 이해

학 과정 조사, 교수 로 일 작성, 교수 

업  평가 규정 조사 등을 주요 학습활동으로 

포함하 다. 교수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

인 상의 극  서비스에 활용하기 한 것

이다. 

(3) 장서개발

장서개발의 주요활동은 주요 단행본 조사, 주

요  조사, 수서 특강으로 구성하 다. 이는 

해당 주제 이해의 기반이 되는 재 장서 구성

의 황을 악하고 수서 업무의 처리 차를 

이해하기 한 것이다.

(4) 학술연구의 이해 

주요 활동은 학 논문의 이해, 학술논문의 이

해, 연구윤리의 이해로 나 었다. 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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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연구를 돕기 한 것으로서 석사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서들에게는 미

리 비해야하는 내용이다. 

(5) 정보서비스 

주제별 DB 연구, 정보서비스 특강, 정보서비

스 연습 등으로 주요 활동을 구분하여 과제를 

제시하 다. 이용자의 참고질문에 응답하기 

한 비사항으로서 기  수 에서 고  수 까

지 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배정을 한다

면 더욱 효과 일 것이다. 

(6) 이용자교육

이용자교육 사례 연구, 강의법 이해, 이용자

교육 실습을 주요활동 내용으로 하 다. 이용자

와의 계에 있어서 리에종사서에게 가장 요

한 서비스이므로 더욱 철 한 비가 필요하다. 

(7) 정보기술

정보기술 부분의 주요활동은 정보 달 신기

술 이해, 블로그/웹페이지 운  이해, 학과 블로

그/웹페이지 기획 등을 선정하 다.

(8) 홍보  마

도서 마  이해, 마  방법, 홍보 로

슈어 작성 등을 주요 활동으로 결정하 다.

(9) 커뮤니 이션 기술

커뮤니 이션 방법 이해, 설문지 작성, 교수 

방문  면담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선정하 다. 

본 모듈은 리에종  공동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고 사서들이 개인별로 교수 면담을 진행해야 하

는 요한 부분이다. 

(10) 서비스 계획  리더십

이 모듈의 주요 목 은 교수 면담을 통해 수

집된 요구사항과 기존에 비된 여러 가지 자료

들을 통합하여 향후 단계별로 제공할 서비스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것이

다. 따라서 단계별 서비스 계획서 작성, 셀 리

더십과 자기계발, 서비스 일정표 리를 주요 

활동으로 수록하 다. 

이상의 교육내용 모듈을 종합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5.1.5 평가

본 교육 로그램에서 평가는 경쟁 인 개인

별 성과 측정이 아니라 개인에게 용된 교육의 

효과 측정이 목 이다. 따라서 개인의 학습효과

와 체 리에종 의 교육 로그램 용 효과를 

단할 수 있도록 하 다. 개인별 자가진단표

(부록 참조)는 학습 과 후에 각각 자신의 능

력과 업무 향상도를 평가하기 해 사용할 수 

있다. 개인에 한 평가에는 매 워크  회차별

로 피드백이 필요하다. 과제로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리더 는 참여자 간의 피드백을 

통해 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기  평가는 각 

기 에서 교육 기에 설정한 목표를 기 로 하

여 달성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

별 평가도구 는 평가지표를 근거로 효과를 측

정해야할 것이다. 

간평가는 학습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이

 진행 과정을 평가하여 향후 제공할 서비스를 

논의하는 시간이다. 본 교육  블로그/웹페이

지, 로슈어, 교수면담 설문지 등을 제작하기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사 에 결정

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진행을 원활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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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모듈명 교육 목표 핵심 내용 기본 과제

Ⅰ
주제 

이해

학과에서 다루는 핵심 인 주제를 

악하고 이해하여 주제 분야에 한 기

 지식을 습득한다.

교과과정 조사

개론서 목차 조사

분류번호 조사

- 학부  학원의 교과목과 개요 작성

- 신뢰성 있는 개론서를 선정하여 목차 

 록 작성

- 학부 교과과정 과목별 분류번호 조사

Ⅱ
이용자 

이해

교수의 연구 심 분야와 연구실 , 요

구사항을 악하여 교수의 당면 문제

를 이해하고 학과에서 운 하는 학

과정을 조사하여 학과 운 체제를 

악한다.

학 과정 조사

교수 로 일 작성

교수 업  평가 규정 조사

- 교육과정, 학원, 자격증제도 등 조사

- 교수의 학력, 경력, 심 연구분야, 국내

외 가입학회, 논문 실 , 서 등 조사

- 교수의 강의, 연구, 사 등 업 평가 

규정 조사

Ⅲ
장서

개발

학과별 주요 단행본, 을 악하고, 

이들을 선정하여 수집하는 수서 차

를 이해함으로써 학과별 장서개발 업

무 수행에 필요한 기  지식을 갖춘다.

기본 장서목록 작성

주요  조사

수서 특강

- 주요 단행본  참고도서 목록 조사

- 학과 련 구독 , 한국연구재단 

등재 , SCI   조사

- 단행본,  수서담당자의 특강

Ⅳ

학술

연구의 

이해

학 논문과 학술논문의 연구 차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윤리에 한 문

제의식을 함양하여 연구자를 지원하

는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학 논문의 이해

학술논문의 이해

연구윤리의 이해

- 학 논문 제출  심사과정 악  

학과 배출 석․박사논문 목록 수집 

- 논문작성법참고자료 읽고 정리

- 연구윤리 참고자료 읽고 정리

Ⅴ 
정보

서비스

일반 DB와 주제별 DB의 이용법을 조

사하여 숙지하고, 참고사서를 통해 정

보서비스 과정을 익히고 그에 한 실

 연습을 수행하여 이용자의 질의응

답에 비할 수 있다.

주제별 DB 연구

정보서비스 특강

정보서비스 연습

- 일반 DB, 주제 문DB 조사

- 참고사서의 참고서비스 과정 특강 

- 참고질문 시 해결 

Ⅵ 
이용자

교육

이용자교육 사례를 참 하여 PT자료

를 공동 제작하며, 강의법에 해 이해

하고, 실제 이용자교육을 진행하는 실

습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가 이용자교

육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용자교육 사례 연구

강의법 이해

이용자교육 실습

- 이용교육 담당자의 강의 시연 참석, 

기존 교육PPT를 참고하여 PT자료 

작성

- 강의법 련 참고자료 읽고 정리

- 강의 시연  상호 체크리스트 평가

Ⅶ 
정보 

기술

이용자 상담 시 문의가 잦은 정보기술

에 해 알아보고, 이용자와의 상호소

통을 한 블로그/웹페이지 운 을 이

해하여 제작을 비할 수 있다.

정보 달 신기술 이해

블로그/웹페이지 운  이해

학과 블로그/웹페이지 기획

- 시스템 문가의 신기술 특강

- 블로그 련 참고자료 읽고 정리

- 타기  블로그 참고하여 학과 블로그 

기획

Ⅷ 

홍보 

 

마

도서  마 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

해하고 홍보를 한 로슈어를 제작

하여 리에종서비스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서  마  이해

마  방법 

홍보 로슈어 제작

- 도서 마  련 참고자료 읽고 정리

- 마  사례 참고하여 아이디어 모색

- 홍보 로슈어 사례 참고하여 메뉴선정

Ⅸ 

커뮤니

이션 

기술

커뮤니 이션 방법을 이해하고 면담

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제로 교수와

의 면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커뮤니 이션 방법 이해

설문지 작성 

교수 방문  면담

- 교수와의 커뮤니 이션 자료 읽고 정리

- 교수 면담 설문 시 참고하여 자 에 

맞게 수정

- 2인1조 방문  면담 실시

Ⅹ

서비스 

계획  

리더십

개인이 스스로 비하고, 계획하고, 진

행해야 하는 리에종사서가 셀 리더

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

와 실습을 제공한다.

단계별 서비스 계획서 작성

서비스 일정표 리

셀 리더십과 자기계발

- 서비스 진행 단계 계획서 작성

- 서비스 진행 일정  시간표 작성

- 셀  리더십 참고 자료 읽고 정리

<표 9> 모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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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리에종 교육훈련 로그램 모형

기 해 이  단계를 검토하기 해 간 평가

가 필요한 것이다. 최종평가는 개인별 평가와 

 체 평가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교육 과정을 

돌아보고 서비스 진행에 부족한 부분을 검하

는 과정이다. 최종 평가를 통하여 실제 서비스 

수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완하여 리에종서

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교육훈련 로그램 체의 사  

비사항, 교육진행 방법, 교육 모듈, 평가의 단계

를 거쳐 한국 상황에 합한 리에종 교육훈련 

로그램 모형을 완성하 다. 이를 종합 으로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리에종 교육훈련 로그램 모형은 리에종사

서를 선정하여 학과를 분담하고 공유와 력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상호 멘토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체는 총 10개의 모듈이며 이를 단계별로 진행하

되, 6차시 모듈을 마친 뒤에 간 검과 주요 서

비스를 결정하는 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정

보 달과 계획의 과정을 통해 비된 홍보 자료

를 활용하여 교수와의 면담을 수행하여 해당 학

과의 서비스 추진 계획서를 작성한 뒤 평가 회

의를 통해 체 로그램을 완성한다. 이 로

그램을 마치면 교육과정을 통해 비된 리에종

사서가 담당 분야의 서비스 계획서를 작성하여 

리에종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다.

5.2 활용 방안

5.2.1 기본형

기본형은 사  비를 하는 오리엔테이션, 10

회차의 모듈 학습, 간 평가  최종 평가를 포

함하여 총 13주차로 진행된다. 

5.2.2 확  진행형

장서개발과 정보서비스, 이용자교육 부분은 

내용이 심도 깊고 구체 이어 학습 내용이 상당

한 분량이다. 따라서 이 모듈의 학습 기간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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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내용을 심화하여 확  진행할 수 있다.

5.2.3 선택 학습형

기 마다 상황에 따라서 혹은 선임 사서의 

단에 따라서 일부 모듈 는 과제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각 도서 의 필

요성에 따라 내용과 기간을 조 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2.4 사서 재교육 문기 에서의 활용

이 로그램은 학도서 의 기  내 학습에 

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리에종사서에게 

필요한 학습 활동과 교육 자료로 구성되어있으

므로 사서 교육 문기 에서도 교육 내용  

방법을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해외 도서 에서 활발하게 시행 

인 리에종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하여 국

내 상황에 합한 리에종 담당사서 교육훈련 

로그램 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개발을 하여 

리에종 담당사서의 업무를 정의하고 이를 수행

하기 한 사서의 핵심 능력을 추출하 고, 핵

심 능력을 심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해외 설문

조사  국내 사  문가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결과를 기  자료로 하여 모형안을 설계하

고, 설계된 모형안의 용가능성을 살펴보기 

해 국내 문가 조사  기  사례 분석을 수

행하 다. 모형의 설계  개발을 해 조사  

분석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에종사서의 핵심능력으로는 주제 분

야 이해, 장서개발  정보원 이해, 정보서비스, 

도서  이용교육 능력, 정보기술  도구 제작, 

커뮤니 이션 기술, 리더십, 서비스 자세, 홍보 

기술, 연구방법론의 이해, 이용자  학과 연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둘째, 설문을 

통해 조사된 리에종사서의 교육 내용은 해외와 

국내에 차이가 있었다. 해외에서는 리에종사서

의 핵심 능력을 갖춘 사서를 채용하므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은 정보서비스와 교육, 커뮤니 이

션 등에 집 되는 양상을 보 다. 반면, 국내에

서는 주제배경을 보완하기 한 주제 지식 부분

과 논문 작성 경험을 체하는 연구방법  논

문작성 이해 부분이 강조되었다. 셋째, 리에종

사서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국내외 차이가 나타

났다, 해외에서는 리에종 이 이미 형성되어 있

으므로 신임 사서는 멘토링을 통해 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반면, 국내에서는 리에종서비스를 

각 도서 에서 처음 도입하는 상황이므로 소규

모 리에종 을 구성하여  단계부터 교육

을 진행하고 있었다. 넷째, 해외  국내 설문결

과 모두 리에종 교육훈련을 내 그룹별 교육으

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 다. 국내에서는 기

에는 외부 문가에 의존하 었지만, 자 의 이

용자 그룹 이해  자  서비스 이해가 리에종

서비스의 주요 건임을 경험한 기 에서는 사

서 간 정보공유  력을 통한 그룹 학습을 주

요한 교육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을 가지고 개발된 모형안은 교

육목표와 사 비사항이 포함된 오리엔테이션 

부분, 10개의 모듈 가이드라인, 그리고 각 모듈

의 학습을 돕는 워크시트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모형안을 문가  기 을 통해 검토하고 용

해 본 결과 모듈  과제명 변경, 내용 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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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순서 조정, 학습 자료 추가 등이 제안되었

고, 학습 분량이나 평가의 조정에 한 제시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반 하여 완성한 리에종

사서 교육훈련 로그램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육 로그램의 목표는 특정 이용

자 그룹을 담당한 리에종사서가 해당 분야 리에

종 서비스를 수행하기 한 기본 인 자질을 갖

추어 리에종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둘째, 모형안 교육 자료는 오리엔테이션, 

10개 모듈 가이드라인, 워크시트로 구성되며, 학

습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반부 교육진행, 

간평가, 후반부 교육진행, 최종평가의 순으로 진

행된다. 셋째, 학습방법은 학습으로서 5인 정

도의 을 구성하고 리더를 선발하여 개인별 과

제 학습  발표를 통한 상호 멘토링으로 진행

된다. 넷째, 교육 반부에서는 주제이해, 이용

자이해, 장서개발, 학술연구의 이해, 정보서비스, 

이용자교육의 순서로 진행되는 학습과정을 거

쳐 서비스를 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숙지한다. 

다섯째, 간평가는 앞서의 학습내용을 검하

고 향후 제공할 서비스를 논의하는 단계이다. 여

섯째, 교육 후반부에서는 정보기술, 홍보  마

, 커뮤니 이션 기술, 서비스 계획  리더

십을 학습하여 각 이용자 그룹에 합한 서비스 

달 방법을 개발한다. 일곱째, 최종평가는 

체 교육 과정에 한 개인 평가   평가를 수

행하여 실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총체

으로 검하는 단계이다. 이상의 체 과정을 

완료하면 과정 에 비된 자료와 서비스 계획

서를 바탕으로 리에종서비스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실무자의 경험과 국내 문가

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내 환경에 용할 수 있

는 실제 인 리에종사서 교육훈련 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향후 사서의 능력, 업무 

경험, 주제 배경 등에 따른 개인의 수 별 교육

이나 기 의 경험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른 

기 별 심화 교육 로그램으로 확 하여 개발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리에종사서 교육 로그램이 개발

되는 데 있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나아가 사서 재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때 

도서  장에 용 가능한 실제 인 사례의 

하나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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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례 분석 참여자 자가진단표

NO 질문
부정  <--------> 정

1 2 3 4 5 6 7 8 9 10

1 나는 담당학과 교과과정을 알고 있다.

2 나는 학과 개론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 지 안다.

3 나는 담당학과의 핵심 주제와 련한 도서  분류 번호를 알고 있다.

4 나는 학과 교수의 경력, 학력 등 이력을 알고 있다.

5 나는 담당학과에서 운 하는 학부, 석사, 박사학  과정을 악하고 있다.

6 나는 교내 교수들의 업 평가 규정을 알고 있다.

7 나는 담당학과의 주요 단행본을 악하고 있다. 

8 나는 담당학과의 주요 을 알고 있다.

9 나는 도서 의 단행본과  수서 차를 알고 있다.

10 나는 이용자교육용 PT를 만들 수 있다.

11 나는 강의 는 교수법을 이해하고 있다.

12 나는 이용자교육을 할 수 있다.

13 나는 담당학과 학술DB 이용법을 악하고 있다.

14 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알고 있다.

15 나는 , , 고 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16 나는 논문작성 체제를 알고 있다.

17 나는 논문의 출간과정을 이해한다.

18 나는 표 과 인용에 해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19 나는 RSS, Proxy 등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20 나는 블로그/웹페이지의 운 방법을 안다.

21 나는 학과 블로그/웹페이지를 기획할 수 있다.

22 나는 도서  마 의 요성을 안다.

23 나는 다양한 도서  마  방법을 알고 있다.

24 나는 홍보 로슈어를 제작할 수 있다.

25 나는 커뮤니 이션의 방법을 악하고 있다.

26 나는 교수면담을 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다.

27 나는 교수를 방문하여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면담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28 나는 학과 서비스 계획서와 일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29 나는 셀 리더십과 자기계발에 심을 가지고 있다.

30 나는 자신의 기획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