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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서 에 한 문 인 지식과 공간구성에 한 기획, 디자인  건축에 한 기본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해, 자기설계 공 기반의 도서 공간기획 공을 개발하고 이에 한 교육목표, 인재상, 공역량 등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련 문헌분석, 문가 의견수렴, 그리고 수요자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공간기획 공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공간기획인재, 디자인 사고인재, 창의 실무인재로 악되었다. 둘째, 
인재상별 공역량은 도서 환경 분석 능력, 공간콘셉트도출 능력, 이용자 요구 분석능력, 이해 계 조정 능력, 공간구성능력, 
공간디자인 이해 능력, 실무 용 능력으로 총 7개의 역량을 도출하 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도서 공간기획 공의 
교육목표, 인재상, 인재상에 부합한 공역량을 실 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하며, 도서 공간기획 공이 자기설계
기반의 공으로 학생들이 실패하지 않고 응할 수 있도록 이에 한 운  방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foster human resources equipped with expertise in libraries and spatial 

organiz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the 
self-designed library space planning major was developed and the education goal, human resources award, 
and major capabilities were presented. To this end, the relevant literature analysis, expert opinion collection, 
and consumer survey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son-in-person awards 
required for library space planning were identified as space planning personnel, design thinking personnel, 
and creative working people. Second, the person-specific majors were derived with the ability to analyze 
the library environment, ability to express spatial concepts, ability to analyze user needs, ability to coordinate 
interests, ability to understand spatial design, ability to understand spatial design, and ability to apply 
practical applications. Based on the plan,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that can fulfill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future library space planning major, human resources award, and human resources status, 
and operation plans should be designed so that the library space planning major can adapt students without 
fail due to its own design-base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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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은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필요한 자

원이 불충분하던 과거에 비해 공부방식이나 

달양식도 유연해지는 등 교육의 질과 수 면에

서 새로운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학의 새로

운 도 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직업세계에 

맞게 비시키고  지역사회를 해 기여하도

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지헌 외 2006). 

이에 따라 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한 

논의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학의 교육과정 체제의 문제 을 지 하면서 

학교육의 방향성을 논하고자 하는 입장이 존재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 구성과 학생

심 교육이라는 큰 축으로 나 어 이해할 수 있

다. 먼  학 교육과정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

라의 학교육은 공교육과 교양교육, 학문후

속세  양성과 직업교육 등의 패러다임 하에서 

구성·운 되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공교

육은 각 학문 운 단 에 따라 편성되어 왔다

고 할 수 있다. 분과학문의 특성이 요하게 반

되며, 해당 분과학문 내에서의 교과목 간 연

계가 강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사

회  요구에 따라 직업역량을 키우기 한 강

좌를 고려하면서 세부 인 공과목으로 구성

되고 있지만, 타학문 분야와의 통합성은 고려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신정철 외 2011). 학

과 심의 교육과정 구성 체제는 학문  문성

을 강화하고 학문  발 을 도모한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으나, 역으로 공의 분화와 교과

목 구분의 심화로 인하여 문성 강화와 함께 

추구되어야 할 공학문의 통합성과 응집성(이

성호 1984)이 간과될 수 있다는  역시 놓치

지 말아야 할 이슈라 할 수 있다. 

학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다른 축인 학

생 심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주도학습

(self-directed learning theory)’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는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신의항(2009)에 따

르면, 자기주도학습은 각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련된 결정과 책임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다양

한 유형의 활동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헌정보학과에도 많은 변화가 일

어나고 있다. 단순한 도서 출, 이용자 서비스 

등을 넘어서 문 이고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

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도서 이 타 공공

서비스와 함께 복합화되면서 도서 의 효율

인 공간 구성에 한 이용자의 요구가 늘어나고, 

설립한지 연수가 오래 경과되어 노후화된 도서

의 내부 부분  구조 변경과 새로운 도서  

서비스의 도입으로 새로운 공간의 수요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재 도서  사서

는 도서  공간  건축, 가구 등에 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에서 공간과 련된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 인 도서  업무와 이용자 서비

스에 한 문  지식과 도서  공간의 구성

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건축 문가와 

디자이 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융복

합  도서 공간기획 문가의 필요성이 두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발 에 기여하

는 도서 에 한 문 인 지식과 공간구성에 

한 기획, 디자인  건축에 한 기본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해, 자기설계 공 기반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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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간기획 공을 개발하고 이에 한 교육목

표, 인재상, 공역량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자기설계 공의 개념

자기설계 공은 국내에서는 학생설계 공, 자

기설계융합 공 등으로도 불리며, 문으로는 

Student-Designed Major, Self-Designed Major, 

Independent Major, Independent Concentration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이는 학생이 

기존 공에 더하여 스스로 미래지향 이고 

심이 있는 공을 개발하고, 스스로 공 로그

램을 설계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김지

(2009)은 학생설계 공에 해 기존 학과의 

공 제한 속에서는 달성될 수 없는 고유하고 독

특한 학문  심과 성, 미래의 계획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와 교수들의 지도와 지원 속에서 

스스로 공 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이수함

으로써, 기 하는 바람직한 교육  경험을 성

취하는 학사과정 공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 학에서 정의한 개념을 살펴보면, 2011

년 제작된 서울 학교 자유 공학부 학생설계

공 안내서에서는 ‘학생설계 공이란 2개 이상

의 학과(학문)의 융합을 토 로 한 학제  교과

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학생설계 공

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을 이수하는 것’라고 

기술하고 있다. 2015년 서강 학교에는 ‘학생설

계 공은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는 서강 학교

의 교육이념을 엿볼 수 있는 공으로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취합하여 자신만의 공

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개하고 있다. 

앙 학교는 ‘자기설계 공은 학생이 주 공 이

외의 공교육과정 편성을 직  설계하여 이수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공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합하도록 설계한 공

과목과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외에서의 정의로는 학생설계 공을 활발하게 

운 하고 있는 코넬 학교(Cornell University), 

워싱턴 학교(Washington University), 라운

학교(Brown University)의 개념을 살펴보았

다. 코넬 학교는 독립 공(Independent Major)

을 운 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 

더 많은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

들 자신의 학제간 공을 설계하고 기존 공

에서 발견될 수 없는 주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로 정의하 다. 워싱턴 학교는 자기설

계 공을 개인연구 공(Individualized Studies 

Major)으로 지칭하며 개별 학생이 설계한 특별

한 학제  공이자 학생 자신을 해 학습하는, 

지 으로 호기심이 있고, 반성 이며 자발 인 

학생을 한 제도로 정의하 다. 라운 학교

는 문으로는 Independent Concentration라 

불리는 로그램을 1960년 부터 운 하고 있

다. Independent Concentration은 학생이 설계

하고, 학생에게 권한이 있는 개인화된 로그

램으로 표 인 공에서 제안하지 않는 분야

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한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명칭  정의와 련해서는 학 

마다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기설계 공(self-designed 

major), 독립 공(independence studies),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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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내용

안지연(2016) 학생설계 공
∙학생이 기존의 학과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공 로그램을 설계하여 이수하는 것

김지 (2009) 학생설계 공

∙미래의 계획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와 교수들의 지도와 지원 속에서 스스로 공 로

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이수함으로써, 기 하는 바람직한 교육  경험을 성취하는 
학사과정 공형태

서울 학교 학생설계 공
∙2개 이상의 학과(학문)의 융합을 토 로 학제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학생설계 공 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을 이수하는 것

서강 학교 학생설계 공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인정을 받은 후 공을 이수하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과정

앙 학교 자기설계 공 ∙학생이 주 공 이외의 공교육과정 편성을 직  설계하여 이수하는 제도

성공회 학교 자기설계 공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합하도록 설계한 공과목과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것

코넬 학교 Independent Major
∙자신의 연구 분야에 더 많은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학제간 

공을 설계하고 기존 공에서 발견될 수 없는 주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함

워싱턴 학교
Individualized 
Studies Major

∙개별 학생이 설계한 특별한 학제간 공

라운 학교
Independent 

Concentration

∙학생으로부터 설계되고 권한이 임된 개인화된 로그램으로 특정 주제, 연구 

질문을 심으로 조직된, 그들 자신만의 새로운 학제간 공을 창조

<표 1> 자기설계 공 련 개념정리

공(special divisional major) 등 학 마다 각

기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들의 경우에는 학생설계 혹은 자기설계 공

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

학교, 서강 학교, 고려 학교 등은 학생설계

공을, 이화여자 학교, 앙 학교, 성균 학

교, 남 학교 등에서는 자기설계 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표 은 약간씩 다르기

는 하지만 공통 으로 내포하는 의미는 학생이 

주도 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을 직  설계한

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설계 공

(self-designed maj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

2.2 도서  공간의 지속 인 변화와 련 

문가의 필요성

도서 의 공간은 정보기술의 발 과 이용자

의 다양한 요구, 도서 의 기능과 역할에 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시설, 공간과 건물로 발 하고 있다(곽승진, 노

희, 신재민 2017). 도서 이 일반시민에게 개

방된 이후에는 도서 의 기능과 역할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 열람 서비스 등의 도서 의 기본

인 기능에서 첨단 기술과 뉴미디어를 수용

하는 복합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 다양

한 계층의 이용자에 한 독서와 취업  창업 

교육과 문화, 술, 기술과 커뮤니티 기능을 

추구하는 복합문화기 으로도 변화되는 추세

이다.

건축에서 복합이라는 용어의 사  의미는 

고유 로그램을 가진 각각의 시설이 2개 이상, 

동일 건물 는 동일 지 내에 건설되는 것을 

말한다(고재민, 임호균 2012). 오늘날 공공도

서 은 IT기술의 발달로 첨단 미디어를 수용하

고 디지털자원이 확장되어 다양화되면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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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요구 한 증가하 다. 이러한 첨단 미

디어와 디지털 정보자원, 이용자의 다양한 요

구를 공공도서 이 수용하면서 더욱 복합화 되

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도서 을 복합문화공

간 혹은 미디어테크의 범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장우석, 손 호 2011).

한편, 정보와 문화기  이용자들은 그 상

이 도서 이나 기록 , 박물 , 미술 에 계

없이 하나의 단일 근 과 인터페이스로 정보

를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표

인 정보기 들이 도서, 기록, 박물, 미술품 등을 

고품질로 디지털화하고 정보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노력 등을 경주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의 요구가  더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복잡한 요구에 응하여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일부 도서 은 극장과 휴게공간 등을 포

함한 정보도서 과 미디어테크(Mediatheque) 

등의 모습을 거쳐 문화 반에 걸친 다양하고 

복잡한 로그램을 수용하는 복합문화시설의 

모습으로 진화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복합문

화시설이 정보 장과 보  주에서 근과 활

용의 방향으로 운 의 을 이동함에 따라 새

로운 매체에 한 근과 활용을 극 화하기 

한 로그램과 공간상의 변화가 주요한 사항으

로 두되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도서  공간 

변화에 미치는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한 도서  공간 변화 사례를 살펴보면, 도

서 들은 기존의 딱딱하고 정 인 공간을 다양

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

간으로 변화시키고, 시민들이 도서 을 친근하

게 여기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 구체 인 공간 구성변화 사례를 살펴보

면 <표 3>과 같다. 

이와 같이 도서  공간의 지속 인 변화는 

련 문가의 등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구분 공간구성 변화요인 공간구성 변화양상

열람공간

∙목록검색방법  기기의 변화

∙서가제도의 변화

∙열람행태의 변화

∙ 자미디어의 발달

∙꾸 한 장서의 증가

∙목록공간의 변화

∙열람공간의 규모화

∙열람공간의 개방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확

∙수장력을 높이는 기술의 도입

교육/집회공간 ∙사회교육 로그램의 증가 ∙참고 사기능의 강화

리/업무공간

∙자료의 앙집 형 디지털화

∙작업시스템의 변화

∙새로운 자료의 요구

∙ 산실의 설치

∙사무공간의 확

∙자료보 실의 설치  확

공용공간

∙방문자수와 계층의 다양화

∙LAN설비의 구축

∙정보 근성 향상

∙도서  로비  홀의 확

∙수평, 수직설비공간요구

∙ 자검색 의 설치

출처: 조우리. 2017. 도서  기능변화에 따른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에 한 연구 내용 재편집

<표 2> 도서  공간 변화에 미치는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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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원도서

∙책장, 의자 등 도서 의 모든 가구가 종이로 만들어져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한 공공 술 문도

서 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상 속의 물건을 직  만들어 보며 궁 증을 

해결하는 체험 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음

가람도서
∙다양한 음악 도서와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국내 최 의 음악 도서 에 클래식 용 공연장까지 

갖추고 있어 음악을 책으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  듣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언니네도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 작은 소리조차도 내기 어려운 일반 도서 에 반기를 들고, 책의 

문장을 소리 내면서 따라 읽기도하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도 하는 ‘책 놀이터’를 지향하는 

도서

마루 도서
∙아름다운 녹지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뒤 다양한 체험 로그램을 마련해 배움이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놀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

<표 3> 도서  공간변화 사례

2.3 선행연구

본 연구는 자기설계 공기반의 도서 공간

기획 공을 개발하고 이를 한 인재상  

공역량을 설정하는 연구로, 이에 자기설계 공 

련 연구와 도서  공간변화 련 연구를 조

사․분석하 다.

먼  자기설계 공과 련 연구는 최근 2~3

년 사이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안동 (2015)은 미국 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기설계 공의 기원과 특징, 장단 을 4

개의 종합 학(워싱턴 주립 학, 코넬 학, 매

사추세츠 주립 학, 뉴욕 학) 과 2개의 단과

학 (바사 학, 베이츠 학)을 심으로 분

석하 으며, 후속 연구로 미국의 자기설계 공 

사례를 심으로 우리나라 자기설계 공의 기

원과 황을 악하여, 재 우리나라 학에

서 시행 기의 단계인 자기설계 공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 다(안동  2016). 한 안지

연(2016)은 학생 스스로 공명, 공의 목표, 

교육과정, 최종성과물 등을 설계하여 이수하는 

학생설계 공(Student-Designed major)의 의

미와 가치를 알고 기존 교육과정에 주는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하 다. 박수정 등(2017)은 

학에서 학생설계 공으로 교육컨설  공을 

개발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통해 학생설계

공 개발  운  략을 도출하고자 하 다. 

한편, 국내 공공도서 은 2000년을 후로 사

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디지털정보 명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와 더불어 공공도서

에 한 심과 도서  설립의 양이 격하게 증

가하 고, 이와 함께 도서  공간과 련한 연구

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곽철완(2005)은 공공

도서 의 이용목 , 도서  내 활동, 연령 등의 

요인이 도서  신축 는 리모델링 시 기능별 

공간 비율 결정과 공간 배치에 련이 있음을 

주장하 고, 고흥권(2013)은 2000년을 기 으

로 공공도서 의 변화에 주목하고 도서  건립 

 리모델링 시에 기 이 될 수 있는 스페이스 

로그램 모형을 제안하 다. 김우 (2002)은 

정보양식의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를 심으로 

한 공공도서 의 공간이 변화하 음을 설명하

으며, 김회정과 이정수(2009)는 공공도서

이 디지털자료실을 수용함에 따른 실질 인 공

간변화의 경향에 해 분석하고 향후 공간구성

의 방향성에 해 논하 다. 김정희(2007)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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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공공도서 이 복

합화 되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하 음을 주

장하 고, 고재민 외(2015)는 2000년  이후 공

공도서 의 소요시설별 면  비율의 차이를 분

석하여 공공도서 의 건립 시 우선 으로 고려

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 다. 한 곽승진, 노

희, 신재민(2017)은 복합문화기 으로서 도서

의 공간 구성 연구로 첨단 기술의 발 과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서 의 복합공간의 

개념 변화를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 도서 의 복합공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공공도서

의 기능과 사회  역할이 변화함에 따른 도서

의 공간 구성의 변화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설계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도서 공간기획 공의 인재

상  공역량을 도출하기 하여 ․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도서 공간기획 공에 향

을 미치는 요소에 해 악하 다. 이를 기반

으로 도서 공간기획 공의 인재상  공역

량을 일차 으로 도출하여 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에 해 학생과 산업체(도

서   유 기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도서

공간기획 공의 인재상  공역량을 최종 

선정하 으며, 그 구체 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단계 연구내용 세부 연구

￬ ￬
1단계 

이론  국내외 
환경분석

이론  연구
∙ 내외 환경분석
∙도서   도서  공간 련 트랜드 분석
∙ 련 선행 연구 조사․분석

￬ ￬
2단계
인재상,
공역량
도출

인재상 도출 ∙ ․내외 환경분석 결과와 학생  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3개의 인재상 도출

공역량 도출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문헌정보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등 디자인 련학과, 경 학과 

등의 공역량을 참고하여 7개의 공역량 도출

￬ ￬
3단계
문가 
자문

문가 회의 ∙ 련 문가 12명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함

￬
면담결과 분석 ∙면담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 추가  수정

￬ ￬
4단계
설문지 
개발

 설문지 개발
∙도서 공간기획 공을 한 목표, 필요성, 인재상/ 공역량/교과목 도출의 합성 등을 

조사하기 한 설문지 개발

￬
비 조사 ∙ 문가들과 일부 학생 상의 비 조사 후 설문지 수정

￬ ￬
5단계
학생 

산업체 상 
의견조사

설문조사 ∙학생과 산업체(도서   유 기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분석

∙도서 공간기획 공을 한 목표, 필요성, 인재상/ 공역량/교과목 도출의 합성 등에 
해 분석

￬ ￬
6단계

연구목표 달성
인재상  공역
량 개발 완료

∙교육목표, 공명, 인재상, 공역량 등 최종 선정

<그림 1>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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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외 환경분석

․내외 환경변화 분석은 새롭게 개발하는 

공이 미래시 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 할 수 있

는 공인지, 미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측하기 해 필요하다. 이에 첫

째, 도서 공간기획 공과 련한 주요 환경변

화 요인의 분석을 하여 PEST(정치 , 경제

, 사회 , 기술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이

를 해 2018년 문화체육 부 10  과제, 제2

차도서 종합발 계획 등 련한 정책  보고

서, 연구논문, 뉴스기사 등을 조사․분석하 다. 

한 도서   사회 환경의 변화, 해외 주요 정

책 동향, 통령 산하 도서 정보정책 원회 종

합계획, 도서  기반 확충 황 등에 해 총제

으로 분석하 다. 둘째, k 학 문헌정보학과

의 교과과정을 조사․분석하여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3.2 도서 공간기획 공의 인재상  공역량 

도출

본 연구는 도서 공간기획 공을 개발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하나의 공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이 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교육목

표의 수립과 이 공 교육을 통해 키우고자하는 

인재상이 설정되어야 하며, 인재상이 갖추어야 

할 역량 한 도출되어야 한다. 도서 공간기획

공은 국내에서 최 로 개발되는 공으로서 

기존의 NCS에 없는 역량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된 

․내외 환경분석 결과와 학생  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16개의 인재상을 도출하 으며, 이

를 그룹화하여 3개의 인재상을 비 선정하 다. 

공역량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문

헌정보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등 디자인 련학과, 

경 학과 등의 공역량을 참고하여 도서 공간

기획 공 인재상에 부합되는 7개의 공역량을 

비 선정하 다. 이에 해 3차에 걸친 연구진

회의가 있었으며, 학부생, 학원생, 교수 등이 

논의를 거쳐 수정과정을 거쳤다. 

3.3 문가 의견 수렴

도서 공간기획 공의 인재상, 공역량 등

의 설정과 련하여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해 자문 원 12명을 상으로 오 라인 면담

을 실시하 다. 자문 원 구성은 문헌정보학과 

교수, 실내디자인  건축학과 교수, 공공도서

  문도서 의 장  사무 , 도서  건

축․설계․시스템 련 산업체 등이며, 도서  

공간 련 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시각에서 의

견을 수렴하 다(<표 4> 참조).

3.4 설문조사

도서 공간기획 공의 교육목표  인재상, 

공역량 설정과 련하여 학생과 산업체(도서

  유 기 )의 의견을 수렴하기 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16

일부터 12월 30일까지 15일 간 진행하 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수행하 으며, 학부

생의 경우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상으로 설문

지를 배포하여 회신하 다. 산업체의 경우, 국

가도서   공공도서 , 문도서  등의 사

서와 도서  련 업체, 건축  디자인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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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속 직 문분야

1 K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헌정보학

2 K 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도서 공간기획

3 K 학교 실내디자인 공 교수 가구디자인

4 주시청 도서 정책과 장 공공도서 정책

5 이진아기념도서 장 공공도서 운

6 호서 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서 건축

7 스페이스연 건축설계서무소 소장 도서 설계

8 주식회사 라이 텍 이사 도서 시스템

9 제철기 의도서 장 공공도서  운

10 헌법재 소도서 사무 문도서  운

11 주식회사 포힘 실장 도서 공간디자인

12 지식콘텐츠연구소(도서 공간기획사 자격증자) 선임연구원 문헌정보학

<표 4> 자문 원 명단

구분 문항 수

일반사항 성별, 신분, 도서  련 업무 경험 유무, 연령 4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성 필요한 이유 1

명칭  교육목표
합한 공명

2
교육목표의 합도

향후 취업 련

향후 취업 망

3향후 취업분야

향후 문헌정보학과의 확  발 에 기여도

인재상 인재상의 합도 1

인재상별 공역량 합도

공간기획인재상의 공역량 합도

3디지인 사고인재상의 공역량 합도

창의 실무인재상의 공역량 합도

교과목의 합도 인재상별 공역량별 교과목 합도 1

그 외 기타의견 1

총 문항 수 16

<표 5> 학생과 도서   산업체 상 설문 문항

업체 등에 직  화하여 설문에 응답해  것

을 요청하 다.

설문 문항은 크게 일반사항,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성, 명칭  교육목표, 향후 취업 가

능성, 인재상, 인재상별 공역량 합도, 교과

목의 합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 으며, 자

세한 항목은 <표 5>와 같다.

4. 도서 공간기획 공의 인재상  
공역량 도출

4.1 ․내외 환경 분석

체계 이고 포 인 ․내외 환경분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PEST기법을 사용하 으



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제1호 2019

며, 정치 , 경제 , 사회 , 기술  요인 분석

으로부터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성  타

당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첫째, 도서   도서  공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요인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문

화체육 부 10  과제, 제2차도서 종합발

계획에 따른 도서  확 , 생활 SOC 정책 등에 

한 요인들이 나타났다. 먼 , 2018년 문화체

육 부 10  과제 의 하나로 지역 서  활

성화와 도서  내 우리 동네 창작소를 시범으로 

조성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정책 리핑 2018).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공도서 을 메이커스페

이스로 활용하는데 매우 극 인 추세이며, 

유아~ 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일반인 등 이

용자 층을 구분하여 다양한 로그램 제공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8). 한 제2차도서 종

합발 계획에 따라 도서  확 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공공도서

 68곳이 신설되어, 총 1,106개로 증가하 으

며, 공공도서  지원사업에 편성한 산은 지

난해보다 2.2% 증가한 1조 413억원으로 국비 

2,696억원, 지방비 7,714억원, 민간 3억원을 투

입하여 산의 76%는 도서  기반 확충과 운  

내실화에 사용되고 있다(울산매일 2018).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역 착형 생활 사회

간 자본(SOC) 확충 방안’을 확정하면서 국민

의 삶과 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삶의 질

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균형발 , 서비스 산업 

발 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고자 체육시설․도

서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한국

일보 2018). 이에 공공도서 은 리모델링을, 작

은도서 은 시․군․구마다 1개 씩 건립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 세부 으로 노후된 공

공도서  107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화형 

작은 도서 을 243개 폭 늘리며, 이를 통해 

폐쇄 이고 노후화된 도서 이 북카페 같은 개

방형 휴식공간으로 변모하고 지역수요에 맞게 

특성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각 시․도

별로도 나타났는데 서울시의 경우, ‘도서  발

 5개년(2018~2022)종합계획’에서 2022년까

지 시립공공도서  5개  건립, 공공도서  25

개  건립지원, 공공도서  40개  공간개선 지

원 등의 계획을 발표하 다.

둘째, 경제  요인은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도서  역할 확 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차원 는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  국

가  차원으로 국토부는 2019년 ‘도시재생 뉴

딜’ 100곳 내외를 선정하 으며, 이를 통해 국

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을 두고자 한다. 지역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라 마을 단 에는 마을주차장, 도서 , 어린

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

하는 소규모 다기능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 하

고, 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심 지

역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시설, 공

공도서 , 시  등을 포함하는 거 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 할 계획이다(뉴데일리 2018). 이

러한 정책은 지역별로도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

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문화 공연

장, 장, 쉼터, 화장실 등 문화 편의시설 확충사

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느루쉼터는 작은

도서  역할과, 만남의 장과 골목 사랑방 역

할을 하고 있다(시사매거진 2018). 인천 역시 

구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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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원형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신설해 어린

이집과 작은도서 , 육아나눔터 등을 조성해 보

육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시사  2018). 

한 2019년 포항 흥해는 특별재생사업을 시행하

여, 마더센터,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공

도서 , 공공임 주택이 유기 으로 융합, 주거․

육아․창업․문화 등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여 

1~3세 가 어울릴 수 있는 도시재생 거 시설 

조성 계획이다( 경일보 2018).

셋째, 사회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 발

에 따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  공간변

화와 이용자 심의 도서  공간 개선 등이 나

타났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울  앙도서

은 지식정보와 문화 콘텐츠가 함께하는 복합 문

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서  이

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

’ 사업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 정왕어린이도

서 은 독서 련 로그램 진행뿐 만 아니라 

인형극, 마술,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로그램 

꾸 히 운 하며 어린이를 한 유일한 지역복

합문화공간으로써 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증평군립도

서 은 ‘제3회 아고라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도서  주변을 활용한 문화 술체험 로그램 

운 을 통해 지역 복합문화 술 공간으로 탈바

꿈하고자 작가 청 북 콘서트, 아고라 음악회, 

동화축제, 평생학습 교육문화 한마당 체험부스 

운   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 심

의 도서  공간 개선으로 국립 앙도서 은 장

애인 이용자들의 도서  자료 근성을 보다 

높이기 해 ‘장애인정보 리터’를 운 하고 있

다. 장애인정보 리터는 독서확 기, 골도무선

헤드셋, 특수키보드와 마우스 등 자료 열람을 

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면낭독, 화면해설, 문서작성 지원, 수화 면 

낭독 등이 가능한 1:1 개별맞춤 서비스 등을 제

공한다. 한강 노을공원에서는 공공야외서가인 

‘쉬어가는 노을책방’은 시민들이 여나 반납 

차 없이 24시간 무료로 서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높이에 맞춘 스탠드형의 부스 한 

설치되어 있어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운 하고 있다.

넷째, 기술  요인으로, 가트 의 10  략

기술 키워드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체육 부에서는 4차 

산업 명에 비하여 과학․ 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우리 동네 창작소’(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9개 지자체

에 도서 출과 반납이 가능한 시설인 ‘U-도서

’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 경기도교육청

서 실시한 ‘2018년 사서직 공무원 직무연수’에

서도 제4차 산업 명 시 에 필요한 미래 교육

도서  서비스,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학생참여

심의 도서  공간 변화와 교육기능 강화 등 

미래 도서 의 방향에 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도서 은 공유공작소 운 을 통해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나 시제품, 견본품 등

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공유공작

소에 구비된 3D 린터와 이  삭기를 이

용해 인공지능수학, 드론, 3D 린터, 로 , 코

딩. 가상 실, 이  커터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에 한 기 인 이론 학습  실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와 같이 도서   도서  공간과 련한 

정책이 추진되고, 도시재생사업의 확 , SOC 

정책의 시행,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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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변화 등에 한 요구는 격히 높아지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문헌정

보학과 내에서는 공간 련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k 학교 내 뿐 만 아니라 

국 어느 학교에서도 도서  공간과 련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k 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비교과 로그

램의 하나로, 도서 공간기획사 자격증 로그

램을 운 하고 있다. 도서 공간기획사란, 도서

 이용자들이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의 건립과 리모델링 계획 리 업무를 문

으로 담당하며, 도서  공간의 구성계획과 부분

별 공간, 도서 의 색채, 사인시스템, 가구의 배

치에 한 체계 인 기획 업무를 책임 리할 

수 있는 문가를 말한다(도서 공간기획사 홈

페이지). 도서 공간기획사 자격증의 목 은 도

서  이용자들이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

서 의 건립과 리모델링 계획 리 업무를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보유하 는가

를 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서들이 도서

의 공간 구성 계획에 한 문가 수 의 뛰

어난 기획 능력을 가지고, 도서 내의 각 부분

별 공간과 도서 의 색채, 사인시스템, 가구 배

치에 한 체계 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자 한다(도서 공간기획사 홈페이지). 

4.2 도서 공간기획 공의 비 인재상  

공역량 도출

4.2.1 도서 공간기획 공의 비 인재상 

도출

․내외 환경분석 결과와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인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기존 문헌정

보학과의 인재상과 구분되는 도서 공간기획

공의 인재상에 한 의견을 조사하여 총 16개의 

인재상이 도출하 다. 그  공통 인 내용으로 

그룹핑 작업을 통해 공간기획과 련된 13개의 

항목을 묶어서 “공간기획 인재”로 정리하 고, 

디자인 감각과 사고와 련된 2개의 항목을 “디

자인  사고 인재”로 정리하 으며, 실무 능력

과 련된 1개의 항목은 “창의  실무 인재”로 

정리하 다(<표 7> 참조).

즉, 도서 공간기획 공의 비 인재상을 1

차 으로 공간기획인재, 디자인 사고인재, 창

의 실무인재로 도출하 다.

4.2.2 도서 공간기획 공의 비 공역량 

도출

도서 공간기획 공의 공역량 도출을 

단계 교육과정

기 문헌정보학개론, 아동  청소년 자료, 정보미디어의 역사, 독서지도론

기반
자료조직(분류), 정보조사제공론, 도서 경 론, 디지털콘텐츠, 서지학개론, 자료조직(목록), 정보통신테크놀

로지, 종별도서 운 론, 장서개발론

심화

정보검색론, 메타데이터, 도서 시스템자동화, 문사서와주제별정보원, 학교도서 매체운 론, 디지털도서 , 

색인 록조직론, 데이터베이스운 론, 주제 문사서종합설계, 바이오헬스데이터베이스, 문헌정보학캡스톤디

자인, 인턴쉽, 정보리터러시, 기록 리학개론, 비도서자료의이해, 지식정보취약계층도서 서비스, 데이터시각화

<표 6> K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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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도출을 한 의견 조사 결과 (그룹핑) 1차  인재상 도출

도서  공간기획으로 이용자와 공감하는 인재

▶ 공간기획인재

도서  이용자의 공간 인 측면의 요구를 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재

도서  공간의 문제 을 수시로 악하여 공간을 차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발  

인재

도서  이용자의 공간  요구를 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  인재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  인재

도서  실내외 공간의 문제를 분석하여 안을 수립하고 표 할 수 있는 인재

도서  이용자의 공간 인 측면의 요구를 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재

이용자의 요구를 악  분석하여 이를 공간에 반 하는 방형 소통의 인재

시 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도서 을 기획할 수 있는 진취  인재

지역문화를 주도하고 계승, 발 시킬 자주  인재

도서  이용자의 공간 인 측면의 요구를 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재

도서  공간기획으로 이용자와 공감하는 인재

건축가, 디자이 와 업하여 최상의 도서  공간 기획을 이끌기 한 워크를 겸비한 

인재

도서 의 공간  환경을 악하여 쾌 한 도서환경을 만드는 인재
▶ 디자인 사고인재

실무에 있어 다양한 분야와 업하여 의사소통을 이어나가는 인재

창의 인 도서 설계를 통해 시각 인 도서 의 미를 추구하는 창의  인재 ▶ 창의  실무 인재

<표 7> 도서 공간기획 공의 비 인재상 도출 과정

해 문헌정보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등 디자인

련학과, 경 학과 등에 한 공역량을 참고

하여 도서 공간기획 공의 각 인재상에 부합

되는 공역량 후보를 도출하 다. 

도출한 공역량 후보는 도서  공간 기획에 

경험이 있는 실내건축 문가와 도서  실무 담

당자의 자문을 반 하여 최종 으로 ‘공간기획

인재’의 공역량은 ‘도서 환경 분석 능력’, ‘공

간콘셉트도출 능력’, ‘이용자 요구 분석능력’, ‘이

해 계 조정 능력’으로 선정하 고, ‘디자인  

사고 인재’의 공역량은 ‘공간구성능력’, ‘공간

디자인 이해 능력’으로, ‘창의  실무 인재’의 

공역량은 ‘실무 용 능력’으로 선정하 다(<표 

8> 참조).

인재상 공역량

공간기획인재

도서 환경 분석 능력

공간콘셉트도출 능력

이용자 요구 분석능력

이해 계 조정 능력

디자인 사고인재
공간구성능력

공간디자인 이해 능력

창의 실무인재 실무 용 능력

<표 8> 도서 공간기획 공의 비 공역량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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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가  수요자 의견조사  
분석

5.1 문가 의견수렴  반 결과

도서   도서  공간 련 환경분석과 선

행연구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도서 공간기획

공의 교육목표, 인재상, 공역량 등에 해 

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 다.

첫째,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성에 해 

문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응답하 다. 장

에서는 사서의 공간기획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데 사실상 장서사가 재교육의 시간을 갔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학부에서부터 도서 공

간기획과 련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한 시  흐름에 맞추

어 메이커스페이스와 4차 산업 명의 도서 이 

이용자별 도서  서비스를 으로 다루어

야 하며, 술  감각을 길러 건축과 공간을 설

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해 공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 다.

둘째, 교육목표(안)에 해 문가 모두 ‘

합하다’는 의견을 보 다. 세부 인 의견으로, 

도서 의 이용자 서비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서 의 공간변화는 실한 상황이며, 도서  

운 에 있어 공간의 구성과 디자인은 실수요자

인 이용자와 한 계임에도 학 교육과정

에서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

쉬웠다는 의견과 함께 수립된 도서 공간기획

공의 목표가 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 다(<표 9> 참조).

셋째, ‘도서 공간기획 공’과 인재상의 합

성에 해 문가 모두 ‘ 합하다’는 의견과 함

께 도서 의 발 을 이끌어나가는 리자로서 

도서 이라는 공간을 이해하고 이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어야 하며, 도

서  이용자 심의 정보서비스를 하기 해 요

구를 분석하여 공간을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도

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넷째, 공간기획인재가 갖추어야 할 공 역량

에 해 문가 모두 ‘ 합하다’고 하 으며, 도

서  공간은 건축과 련이 있으므로 기본 인 

건축 법령에 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용자의 니

즈를 악하기 해 실외 조경디자인 설계, 도서

 치  부지 설계, 도서  건축과 인테리어

에 련된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련 교과목으

로 서비스디자인방법론, 디자인씽킹, 디자인 소

통, 디자인 심리 등과 같은 디자인, 구성, 계획을 

한 기  학문이 필요하다고 하 다.

디자인 사고인재가 갖추어야 할 공 역량

에 해 문가 모두 ‘ 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색채와 디자인의 습득은 

도서 공간기획 공(가칭)은 도서  이용자들이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의 건립  리모델링 계획 리를 

한 연구와 실무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  환경의 변화에 응하고, 다양한 이해 계자의 요구 사항과 

이용자 심의 도서  서비스 제공을 한 도서  공간의 구성 계획과 기능별 공간의 콘셉트 설정, 도서  가구, 

색채, 사인시스템의 디자인  기본 속성과 개선 등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함양하여, 도서  발 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표 9> 도서 공간기획 공의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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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며 공간에 통일성을 과 동시에 개성

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종별 도서 의 특

성에 맞추어 가구의 선택부터 배치까지 실무에

서는 요한 역량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나타

났다. 

창의 실무인재가 갖추어야 할 공 역량에 

해 문가 모두 ‘ 합하다’는 의견을 보 다. 

실무 용 능력을 기르기 해 인턴쉽 과목은 

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도움을 얻는다는 에

서 필수 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어린이부터 노

년층까지 각 연령층에 한 이해와 지식을 기반

으로 성장  발달의 과정을 알고 심리를 악

하는 것이 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한편, 도서 공간기획사에 한 학생  산업

체의 수요조사를 해 설문지를 개발했으며, 이

에 해서도 문가 검토과정을 거쳤다. 그 결

과, 설문문항의 추가 수정이 이루어 졌으며, 먼

 도서  공간 련 업무의 경험 유무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설문지에 해당 문항을 추가하 다. 응답

자의 신분 문항에는 학생, 학부모, 졸업생, 산업

체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졸업생이면서 산업체

일 수 있는 , 학부모이면서 졸업생일 수 있는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가의 의견

을 반 하여 학생과 도서   산업체로 항목을 

수정하 다. 한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

성 문항에서 공간 요구에 한 이용자에 청소년

이 추가 되어야 의견이 제시되어, 그 상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으로 수정하 으

며,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성 문항에 ‘기술

의 격한 변화에 따른 빈번한 도서  공간 개

선 사업 증 ’ 항목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 하여 ‘부분  공간 개선’이라는 설

명을 덧붙여 수정하 다(<표 10> 참조).

5.2 수요자 의견조사  분석

5.2.1 일반사항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분석한 결과, 

총 154명이 설문에 참가하 으며, 그  남성이 

35명, 여성이 119명(77.27%)으로 과반 수 이

상이 여성 응답자 으며, 신분별로는 학생 103명

(66.88%), 산업체(도서   유 기 ) 51명

(33.12%)이며, 연령별로는 만 20~29세 82명

구분 문가 의견 의견 반  후

문항 추가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에 한 질문 필요 √ 해당 문항 추가

문항 수정

∙응답자 신분 문항의 항목 수정 필요

 - 학생,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로 나뉘어 있음

√ 문가 의견을 반 하여, 학생과 도서   산업

체로 수정함

∙도서 공간기획 공 필요 이유에 한 문항의 항목 

수정 필요

 - 이용자별 공간 요구 항목에 청소년 추가 필요

 - ‘기술의 격한 변화에 따른 빈번한 도서  공간 

개선 사업 증 ’ 항목의 부연 설명 필요 

☞ 다른 항목과 유사해 보임

√ ‘이용자별 도서 서비스를 한 공간 요구의 확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로 수정

√ ‘기술의 격한 변화에 따른 빈번한 도서  공간 

개선 사업 증 (부분  공간 개선)’로 수정

그 외 ∙오타 수정 요청 √ 수정 완료

<표 10> 문가 의견 기반 설문지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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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만 19세 51명(25.97%), 만 30~39세

(9.74%) 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

한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이 있는지에 

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  53명(34.42%)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명(65.58%)

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2.2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성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성에 해 분석

한 결과, 노후화된 도서  리모델링 확 가 4.4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별 도서 서비

스를 한 공간 요구의 확  4.29, 사회 발 으

로 도서  기능변화에 따른 도서  공간의 변화 

4.26, 도서  공간의 복합화와 복합문화공간으

로서의 공간변화 4.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은 노후화된 도서

 리모델링 확 에 4.24로 가장 높게 동의하

으며, 산업체는 이용자별 도서 서비스를 한 

공간 요구의 확 에 4.63으로 가장 높게 동의하

다. 한 모든 항목에서 학생보다 산업체 응답

자들이 공간기획 문가의 필요성에 해 더 높

게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장

에서 근무하면서 시  변화  이용자의 이용패

턴 변화 등으로 도서  공간 변화에 한 요구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에 따라 분

석한 결과, 경험 유무와 상 없이 노후화된 도

서  리모델링 확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직 으로 도서  공  련 업무를 수행

하면서 해당 련 공의 필요성을 더 높게 느

끼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견으로 도서  건립 시 사서가 직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참여한다고 하여도 

련한 지식이 없어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 

사서의 이동 동선  리에 합한 공간 디자

인이 나오지 못하는 재의 상황에 필요한 

공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한 도서

은 이용자별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 하기 

해 공간기획은 필수 이며, 새로운 변화에 부

응해야 한다는 , 신세  이용자의 요구를 수

용하여 도서 의 공간을 기획함으로써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연령에 상 없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의 역할이 요

구되고 있는 시 이라는  등에서 도서 공간

기획 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표 11> 

참조).

5.2.3 도서 공간기획 공의 공명  교육

목표 합도

(1) 공명의 합도

해당 공에 합한 공명에 해 분석한 

결과, 40.26%의 응답자가 도서 공간기획 공

이 가장 합하다고 응답하 으며, 그 외에 도

서 공간디지인 공 12.99%, 도서 공간설계

공 11.69%, 도서 환경기획 동 9.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2) 도서 공간기획 공 교육목표의 합도

도서 공간기획 공 교육목표의 합도에 

해, 평균 4.10로 합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신분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은 3.94, 산업체는 4.41

로 두 집단 모두 높은 합도를 보 으며, 그  

산업체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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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td
신분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

구분 M t p 구분 M t p

1. 신규 도서 의 설립 확 4.04 0.899 
학생 3.80 

-5.142 0.000
4.45 

4.375 0.000
산업체 4.53 아니오 3.82 

2. 노후화된 도서  리모델링 확 4.41 0.701 
학생 4.24 

-5.072 0.000
4.72 

4.682 0.000
산업체 4.75 아니오 4.25 

3. 이용자 경험 심의 도서  공간 개선 

필요
4.24 0.793 

학생 4.07 
-4.019 0.000

4.53 
3.376 0.001

산업체 4.59 아니오 4.09 

4. 사회 발 으로 도서  기능변화에 따른 

도서  공간의 변화
4.26 0.748 

학생 4.12 
-3.499 0.001

4.53 
3.332 0.001

산업체 4.55 아니오 4.12 

5. 도서  공간의 복합화와 복합문화공간

으로서의 공간변화
4.25 0.761 

학생 4.08 
-4.117 0.000

4.59 
4.206 0.000

산업체 4.59 아니오 4.07 

6. 이용자별 도서 서비스를 한 공간 요

구의 확
4.29 0.806 

학생 4.12 
-3.867 0.000

4.57 
3.22 0.002

산업체 4.63 아니오 4.14 

7. 기술의 격한 변화에 따른 빈번한 도서

 공간 개선 사업 증
4.16 0.867 

학생 3.98 
-3.863 0.000

4.53 
3.975 0.000

산업체 4.53 아니오 3.97 

8. 지역사회 변화를 한 도시재생 사업에

서의 도서  역할 확
4.15 0.862 

학생 4.00 
-3.145 0.002

4.51 
3.931 0.000

산업체 4.45 아니오 3.96 

9. 특화된 기능의 도서  확산으로 새롭고 

다양한 개념의 도서  공간 등장 
4.18 0.872 

학생 4.00 
-3.69 0.000

4.51 
3.576 0.000

산업체 4.53 아니오 4.00 

<표 11> 도서 공간기획 공의 필요성

구분 N %

도서 공간기획 공 62 40.26 

도서 디자인 공 8 5.19 

도서 설계건축 공 3 1.95 

도서 공간디자인 공 20 12.99 

도서 공간설계 공 18 11.69 

도서 환경기획 공 15 9.74 

도서 공간융합 공 12 7.79 

도서 환경융합 공 10 6.49 

라이 러리 디자인 공 5 3.25 

기타 1 0.65 

계 154 100.00

<표 12> 공명칭 합도

이 있는 응답자가 4.42,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3.96으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높게 도서

공간기획 공의 교육목표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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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td
신분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

구분 M t p 구분 M t p

교육목표의 합도 4.10 0.684 
학생 3.94 

-3.984 0.000
4.42 

3.975 0.000
산업체 4.41 아니오 3.93 

<표 13> 도서 공간기획 공 교육목표의 합도

5.2.4 도서 공간기획 공 취업 분야

(1) 도서 공간기획 공 졸업 시 취업 망  

향후 문헌정보학과 확  발  기여도

첫째, 도서 공간기획 공 졸업 시 취업 망

이 높아질 것인지에 해 3.55의 동의도가 나타

났으며, 신분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은 3.35, 산업

체는 3.94로 학생보다 산업체가 더 높게 동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에 따라,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93,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3.35로, 경험이 있는 응답

자의 공감 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향후 문헌정보학과 확  발 에 기여할 

것인지에 해, 3.90의 동의도를 나타냈다. 신분

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은 3.72, 산업체는 4.26으

로 학생보다 산업체가 더 높게 동의하 다.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

과,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25, 경험이 없는 응

답자가 3.71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로 경험자의 

동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14> 참조).

(2) 도서 공간기획 공 졸업 시 취업 분야

도서 공간기획 공을 졸업하면 향후 어느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해, 

종별 도서 (공공, 학, 문, 학교 등)이 

6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도서  

련 기업 58.44%, 건축  설계 련 기  39.61%, 

실내 디자인 련 기  26.62%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기타 의견으로 도서  가구(비품) 공 업체, 

디자인 컨설  회사 등에도 취업이 가능 할 것 같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15> 참조).

5.2.5 도서 공간기획 공 인재상  인재상

별 공역량 합도

문헌정보학과 인재상의 합도에 해 분석

한 결과, 3.92로 합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신분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은 3.80, 산업체는 

4.16으로 학생보다 산업체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23, 경험이 없는 

구분 M Std
신분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

구분 M t p 구분 M t p

취업 망 높아질 것인지에 한 여부 3.55 0.950 
학생 3.35 

-3.411 0.001
3.93 

3.734 0.000
산업체 3.94 아니오 3.35 

향후 문헌정보학과 확  발  기여도 3.90 0.818 
학생 3.72 

-3.738 0.000
4.25 

4.024 0.000
산업체 4.26 아니오 3.71 

<표 14> 도서 공간기획 공 졸업 시 취업 망  향후 문헌정보학과 확  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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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종별 도서 100 64.94 

건축  설계 61 39.61 

도서  련 기업 90 58.44 

일반 기업 자료실 24 15.58 

실내디자인 41 26.62 

기타 3 1.95 

계 319 100.00 

<표 15> 도서 공간기획 공 졸업 시 취업 분야( 복체크 문항)

응답자가 3.75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응답

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1) 공간기획인재상의 공역량 합도

공간기획인재상별 공역량 합도에 해 

분석한 결과, 도서 환경 분석 능력과 이용자 

요구 분석 능력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콘셉트도출 능력 4.18, 이해 계 조정 능력 

3.99의 순으로 인재상에 합하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신분별로 분석한 결과, 학생은 이용자 요구 

분석능력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

체는 도서 환경 분석 능력, 공간콘셉트도출 능

력이 4.47로 높게 나타났다.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에 따라 분

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합 동의 수 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경험

이 있는 집단은 도서 환경 분석 능력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는 집단은 이

용자 요구 분석능력이 4.11 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표 16> 참조).

(2) 디자인 사고인재상의 공역량 합도

디자인  사고 인재상에 한 공역량 합

도에 해 분석한 결과, 2개의 공역량 모두 

평균 4.2 이상으로 인재상에 합한 공역량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으로 공간구성능

력의 필요성 4.33, 공간디자인 이해 능력의 필

요성 4.29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분석한 결과, 공간구성능력은 학생 

4.55로 산업체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디

자인 이해 능력은 산업체 4.49로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 도서  공간 련 업무 경

험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2개의 역량 모두 

경험이 있는 집단의 합 동의 수 이 높게 나

타났다(<표 17> 참조).

(3) 창의 실무인재상의 공역량 합도

창의 실무인재상의 공역량 합도에 

해 분석한 결과, 4.15로 해당 인재상에 합한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신분별로 분석한 결과, 

창의  실무 인재의 필요성은 산업체가 4.43으

로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 도서  공

간 련 업무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창

의  실무 인재의 필요성은 경험이 있는 쪽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공간기획

인재상 공역량에 제시된 이용자 요구 분석능

력과 이해 계 조정 능력이 창의  실무 인재 

역량에 합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타났다(<표 

18> 참조).



2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제1호 2019

구분 M Std
신분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

구분 M t p 구분 M t p

도서 환경 분석 능력 4.25 0.763 
학생 4.15 

-2.530 0.012 
4.55 

3.594 0.000 
산업체 4.47 아니오 4.10 

공간콘셉트도출 능력 4.18 0.771 
학생 4.04 

-3.381 0.001 
4.47 

3.503 0.001 
산업체 4.47 아니오 4.03 

이용자 요구 분석능력 4.25 0.770 
학생 4.18 

-1.659 0.099 
4.51 

3.157 0.002 
산업체 4.39 아니오 4.11 

이해 계 조정 능력 3.99 0.824 
학생 3.84 

-3.361 0.001 
4.34 

4.032 0.000 
산업체 4.29 아니오 3.80 

<표 16> 공간기획인재상 공역량 합도

구분 M Std
신분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

구분 M t p 구분 M t p

공간구성능력 4.33 0.635 
학생 4.55 

-2.591 0.010 
4.55 

3.244 0.001 
산업체 4.21 아니오 4.21 

공간디자인 이해 능력 4.29 0.644 
학생 4.18 

-2.836 0.005 
4.49 

2.930 0.004 
산업체 4.49 아니오 4.18 

<표 17> 디지안 사고인재상 공역량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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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td
신분 도서  공간 련 업무 경험 유무

구분 M t p 구분 M t p

창의  실무 인재 4.15 0.730 
학생 4.01 

-3.308 0.001 
4.43 

3.533 0.001 
산업체 4.43 아니오 4.00 

<표 18> 창의 실무인재의 공역량 합도

5.3 인재상  공역량 최종 확정

5.3.1 도서 공간기획 공의 최종 인재상

도서 공간기획 공 인재상을 도출하기 

해, 내외 환경, 도서  환경, 교육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역량 등을 분석하여 3개의 인재상을 

도출하 으며, 문가 자문을 걸쳐 학생, 산업

체(도서   유 기 )의 의견을 수렴하여 3

개의 인재상을 확정하 다.

최종 으로 합의된 인재상별 정의를 보면, 

공간기획인재은 이용자 심의 도서  서비스 

제공을 한 도서  공간의 구성을 기획하는 

인재, 디자인 사고인재은 도서  공간 디지인

의 주요 요인과 기본 속성을 이해하고 문가

들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창의 실무인재

은 창의 인 생각과 실무를 겸비하여,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도서 공간기획 공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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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도서 공간기획 공의 최종 공역량

인재상 도출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도서 공

간기획 공의 공역량으로 도서 환경 분석 능

력, 공간콘셉트도출 능력, 이용자 요구 분석능력, 

이해 계 조정 능력, 공간구성능력, 공간디자인 

이해 능력, 실무 용 능력 등 총 7개의 역량을 

도출하 다. 

도출한 공역량을 인재상별로 나 어 살펴

보면, 공간기획인재는 도서 환경 분석 능력, 

공간콘셉트도출 능력, 이용자 요구 분석능력, 

이해 계 조정 능력을, 디자인 사고인재는 공

간구성능력, 공간디자인 이해 능력을, 창의 실

무인재는 실무 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도

출한 공역량의 정의는 <표 19>와 같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발 에 기여하는 도

서 에 한 문 인 지식과 공간구성에 한 

기획, 디자인  건축에 한 기본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해, 자기설계 공 기반의 도서

공간기획 공을 개발하고 이에 한 교육목

표, 인재상, 공역량 등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련 문헌분석, 문가 의견수렴, 그

리고 수요자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그 결

과, 첫째, 도서 공간기획 공 인재상으로 공간

기획인재, 디자인 사고인재, 창의 실무인재

를 선정하 으며, 도서  문가로서 자료정리 

 서비스 능력 뿐 만 아니라 공간에 한 기획

력과 디자인  사고를 통해 이용자 심의 도

서  공간 구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문인재

인재상 공역량 역량 정의

공간기획인재

도서 환경 분석 능력

지속가능한 도서 의 서비스와 공간에 향을 미치는 재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기술  환경 뿐 아니라 미래의 도서  서비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공간콘셉트도출 능력

도서 이 속한 지역사회의 환경  특성, 련 기 의 사명과 비 , 이용자들

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통해 도서 의 공간 콘셉트를 설정하고 공간구성 

요인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용자 요구 분석능력
다양한 연령층과 신분에 따른 이용자와의 에서 발생하는 Pain Point를 

발견하고 그들의 숨은 욕구를 끌어내어 분석 할 수 있는 능력 

이해 계 조정 능력

도서 의 직 인 이해 계자인 사서, 이용자 뿐 만 아니라 간 인 이해

계자인 건축가, 디자이 , 리자, 지역사회 소속원 등의 계를 조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디자인

사고인재

공간구성능력

공간의 구성 요소들을 도서 의 서비스와 기능에 합하도록 배치하고 

조정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안함과 리의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공간디자인 이해 능력

도서  공간 구성시 문가들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공간에 가장 합한 

환경을 갖추기 해 필요한 디자인 개념과 공간 디자인 요소들에 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창의

실무인재
실무 용 능력

연구와 학습을 통해 습득한 공간기획 능력과 디자인  사고를 실제 도서  

공간에 용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

<표 19> 인재상별 공역량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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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성하고자 하 다. 둘째, 도서 공간기획

공의 공역량은 도서 환경 분석 능력, 공간

콘셉트도출 능력, 이용자 요구 분석능력, 이해

계 조정 능력, 공간구성능력, 공간디자인 이

해 능력, 실무 용 능력 등 총 7개의 역량을 

도출하 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 수행

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서 개발된 도서 공간기획 공의 교육목

표, 인재상, 인재상에 부합한 공역량을 실

할 수 있는 교과목  교육과정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 문헌정보학과 교육과

정 내에 도서  공간과 련한 교과목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을 뿐 더러, 도서 공간기획

공은 문헌정보학과, 실내디자인, 건축학 등의 

공이 융합된 공으로 이와 련한 교육과정

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 자기설계

공의 과목 이수는 교내의 련 학과의 교과목 

뿐만 아니라, 학 교류 학의 교과목으로도 이

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별 교과목명도 다를

뿐더러, 같은 교과목이라도 해도 강의내용과 이

론/실습 등의 수업방식이 상이하여, 이에 한 

반 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 공간기획 공을 자기설계기반으

로 개발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패하지 않고 

응할 수 있도록 자기설계 공의 운 방안이 필

요하다. 타 학의 제도에서는 여러 공에 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공 설계에 실패하거

나, 해당 공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응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안하기 하여 성균 학교 

‘자기설계융합 공 복수 공’의 경우 교육 련 

문가의 컨설 과 학생들 간의 상호 피드백을 

학기마다 2회씩 워크 을 진행하여 해결하고 있

으며, 한 공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이처럼 향후 ‘도서 공간기획 공’의 도입 이후

에도 지속 인 보안과 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속 인 홍보를 통

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을 만들어가는 학의 

극 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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