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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의 문헌정보학과 석․박사교과과정의 변화를 3년~4년 단 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과 학원 교과과정을 체계 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 교과과정의 흐름을 

읽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인 경쟁력을 갖춘 정보 문가를 양성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첫째, 2017년과 

2020년의 교과목 수의 변동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총 3.70%가 감소하 고, 유일하게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기록 리학(3.33%)

이었다. 서지학(-11.65%), 정보학(-4.89%), 도서 ․정보센터 경 학(-3.62%), 문헌정보학 일반(-3.13%), 정보조사제공학

(-4.1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조직학은 교과목 수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20년에는 정보학이 

25.15%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개설되어 있고, 도서 ․정보센터경 학(21.30%), 정보조사제공학(15.05%), 문헌정보학일반

(12.35%), 정보조직학(11.27%), 서지학(7.95%), 기록 리학(6.94%) 순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mastes and doctoral programme for 15 years from 2005 to 2020, with 

3 to 4 year interval. Based on the results, it provides a fundamental date in order to research the syllabus 

systematically, to understand the curriculum flow and how to implement it to educate globally competitive experts 

in information. Primarily, when compares the variabl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the school subjects in 2017 

and 2020 that assumed from the result, it is decreased by 3.70% and the only field that showed an increased 

rate was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by 3.33%. The result showed a decrease in Bibliography (-11.65%), 

Information science (-4.89%), Business administraion of Libraries․Information centre (-3.62%), General Libraries 

and Informarion sciences (-3.13%), Information Services (-4.10%), and Information organizaion studies manifested 

no change in the number of subjects. Furthermore, Information science is offered the highest at 25.15% in 2020, 

and it showed that was opened in order of Business administraion of Libraries․Information centre (21.30%), 

Information Services (15.05%), General Libraries and Informarion sciences(12.35%), Information organizaion 

studies (11.27%), Bibliography (7.95%), Archives& Records Management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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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는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시간과 장

소에 구애 없이 찾아볼 수 있는 지식정보화 사

회이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시 에서는 무한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통합할 수 있는 첨단 정

보화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정보사

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재 학들이 

학과명을 변경하고  그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학과의 차별화를 한 특성화를 모색하면서

도 학의 교과과정은 그 학 특유의 배경과 

인 자원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학교마다 자율

으로 개설된다. 특히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을 반

하여 끊임없이 변화․개발되어 왔으며, 그 갱

신주기는 2∼3년으로 단축되고 있는 것이 실

이다(김진숙 2006; 노 희 2017). 

그 결과 1957년 이후 문헌정보학과의 교과

목은 많은 변화를 하 고, 1996년 학부제 도입

을 계기로 체제변경에 따른 새로운 교과과정의 

틀 구성과 학부 내의 학과 경쟁력을 갖추기 

해 부분의 학이 교과과정을 개선하 다. 

한 1960년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정

보 문가의 역할에 하여 그 요성을 인식하

기 시작하 고, 재는 정보자원의 리와 탐

색, 시스템 분석, 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형태

로 정보 련 업무 역이 세분화되고 있다. 정

보를 유용하게 리하거나 데이터를 숙련되게 

운용하는 기술만이 문헌정보학을 이수한 정보

문가가 문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깊이 있

는 정보 검색을 제공하기 해 시  흐름에 맞

는 한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박혜경 1994; 노 희 2017).

특히 문헌정보학계에서 2008년은 주제 문

사서체제에 한 도입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

던 해이다. 물론 국내에서 주제 문사서체제에 

한 논의는 1986년 한상완의 논문으로 부터 

출발하여 30여 년에 걸쳐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도입방법론들이 제안되어 왔다. 2008년

에는 국가 로젝트로 주제 문사서체제의 도

입 방안을 논의하 으며, 그 외 기능별 문사

서, 상별 문사서도 양성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문사서 양성을 한 교육과정이  

없는 것이 실이다

문헌정보학계의 변화를 정기 으로 검토하

고 문헌정보학과 석․박사 교과과정의 변화를 

조사․분석해서 그 황을 악하는 것은 문헌

정보학의 미래지향  발 을 모색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국내외 많은 연구

자들은 학문의 발 이나 학계의 인식변화 등이 

있을 때마다 문헌정보학계의 변화내용이나 교

과과정의 발  등에 해 심층 으로 분석하여 

제시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과정 연구는 약 100여 건에 이르고 있고, 

교과과정에 한 발  방향이 매우 다양한 각

도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을 문헌조사결과를 통

해서 밝 지고 있다(노 희 2008; 노 희, 안인

자, 최원태 2009; 2012; 노 희, 나경식 2015; 

노 희 2017). 특히 학원 교육은 단순한 지식

의 달을 넘어 새로운 지식생산  고 인력 

창조를 추구할 수 있으며, 미래를 비하는 

문 인 교육과 문 직업인 양성을 한 올바

른 교과과정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진혜경, 정

연자 2015). 



 국내 문헌정보학과 학원 교과과정에 한 연구  125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헌정보학교과과정(노

희, 2005) 연구를 통해 조사된 석․박사 교

과과정부터 출발하여 2020년까지 약 15년간의 

교과과정의 변화를 3~4년 단 로 분석해서 제

시해보고자 하 다. 이를 통해 교과과정을 체

계 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 인 자료를 제

공하고, 교과과정의 흐름을 읽고, 이를 기반으

로 세계 인 경쟁력을 갖춘 정보 문가를 양성

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고자 하 다. 

2.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변화를 최 로 다룬 

연구는 1993년에 도서 학 교과 과정의 변화에 

해 수행된 연구가 있다(엄 애 1993). 연구

를 통해 1980년 의 도서 학 교과과정과 1990

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비교하 다. 연구

결과, 교과과정 비교를 통해 1985년의 교과과

정과 1993년 교과과정 사이에 도서  진흥법 발

효나, 학과 명칭의 변화는 없었으나, 코어커리

큘럼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개

설되고 있는 상이 계속되고, 선택과목으로 개

설되는 과목들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의 보 과 도서  자동화에 한 변

화의 물결에 따라 선택과목에서 정보학 련 과

목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비교 연구, 교

과과정 개선에 한 연구, 교과과정 운 모형 

 표 교과목 개발에 한 연구 등 문헌정보

학 교과과정에 한 연구가 꾸 히 수행되었다. 

노 희(2005)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특정 분야

에 문화된 문가가 높이 평가되고 있고, 특

성화된 문가를 양성하기 한 교육목표와 교

육방향을 설계하는 학  학과들이 늘고 있

다고 하면서, 학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

하여 특정 분야에 문화된 특성화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 희와 안인자(2009)는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한 변화 분석 연구를 수행하 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약 20년간의 교과과

정을 5~7년 간격으로 살펴보되, 시  흐름

에 따라 교과과정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비교분석하 다. 특히 면 학과제 시행시기

(1991), 학부제 도입시기(1997), 학부제 실시시

기(2004), 학과제 회귀시기(2009)로 구분하여 

학과제 는 학부제가 교과과정에 미친 향

을 분석하 다. 이에 한 후속 연구로 노 희

(2015)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특징  변화

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교

과과정 연구가 심층 으로 진행된 년의 자료로

부터 출발하여 년까지 약 년간의 교과과 1991

년부터 2014년 까지 약 23년 간의 문헌정보학 

변화를 6~7년 단 로 분석하되 문헌정보학 학

문 역 에서 특징 인 변화를 보여주는 분야

를 심층 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집

으로 변화를 보여  분야는 문헌정보학일반 분

야로, 문헌정보학 일반 분야의 과목은 지속

으로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

개요 련과목 장실습과목 출 과 작권 

련과목 진로지도 련과목은 늘어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도서 사 련과목은 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애(2009)는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

정의 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해당 연

구를 통해 과거 50년 동안의 문헌정보학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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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정의 변화를 악하 다. 사서직의 교육은 

다양한 요인들의 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

정 하에 문헌정보학 교육의 배경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1960년 , 1980년 , 그리고 2000년

의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과거의 교과과정은 문헌조사로 이루어졌고 

재의 교과과정은 각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수

집하 다. 연구 결과, 교과목명의 수가 두배 이

상 증가하는 등의 상당한 변화와 더불어 자료

조직을 포함하는 변화가 없는 과목들을 보여주

었으며, 교과과정의 변화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반 하고 사회  요구는 부분 으로 반 된 것

으로 나타났다. 

최상기 등(2011)은 해외 문헌정보학 석사과

정의 교과과정과 교과목 운  사례를 조사 분

석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학의 문

헌정보학 교과과정 특징을 보면, 문헌정보학에

서 통 인 도서 학의 비 에 따라 24개의 

학을 3그룹으로 나  결과, 문헌정보 심

학이 7개, 정보학 심 11개 학, 도서 이나 

정보학에 다른 학문이 결합된 학이 6개로 나

타났다. 

한 최상희와 하유진(2019)은 미국 문헌정

보학 교과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동향을 분

석하 다. 교과과정이 사서의 직무나 과학기술

 측면보다는 학술연구측면에서 개설되고 성

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교과목이 

직무나 과학기술별로 세분화되기 보다는 학술

연구측면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악하

다. 시스템 구축 설계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학 등 정보기술과 연 된 분야의 교과목 수

가 많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국내 문헌정보학 학부

의 교과목들이 사회 환경의 변화, 학정책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 , 학과명 개칭, 사서 자격

구분의 변화, 그리고 학부제와 학과제 등의 

향을 받았는지에 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 문헌

정보학 교과목의 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수행한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내용  방법론

본 연구는 국 문헌정보학과 학원의 석․

박사 과정의 교과목 황을 객 이고 체계

으로 분석하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과

목 변동 황을 악하고자 하 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다음의 연구내용을 수행하 으

며,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조사 시기별 석․

박사 교과과정의 역별 변동이 있는가?

둘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2017년과 비

교하 을 때 2020년 교과목의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역이 있는가?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지난 15년간의 문

헌정보학과 석․박사 교과과정을 조사함으로써 

교과목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 다. 국 문헌

정보학과 학원의 석․박사 교과과정의 15년

간의 역사를 분석하기 해 2004년부터 재까

지 발간되고 있는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집 으로 재분석하 다. 

2020년 학원 교과과정에 한 조사는 2020

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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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과정을 운 하고 있는 28개 4년제 

학을 심으로 수행되었다. 교과과정에 한 

자료 획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과 사무실에 화 문의를 통

해 2020년 교과과정에 한 정보를 온라인 메일

을 활용하여 획득하 다. 둘째, 학과사무실에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하는 경우에 홈페이지

로부터 교과과정에 한 정보를 입수하 다. 셋

째, 두 가지 경우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20년

의 연감을 획득하여 문헌정보학 석․박사 교과

과정과 련된 자료를 획득하 다.

획득된 모든 교과과정은 역별로 분류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보학, 서지학, 기록

리학, 문헌정보학일반 등을 집 으로 분석함

으로써 그 변화내용을 밝 보고자 하 다. 교

과과정의 역별 변화를 분석하기 해 선행연

구자들의 교과과정 역구분 방식을 참조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

직, 정보조사제공, 도서 /정보센터 경 , 정보

학, 서지학, 기록 리학 등으로 구분하 다(노

희 2015; 노 희 2017). 

 4. 국 문헌정보학과 학원  
교과과정 황

4.1 국 문헌정보학과 학원 개설 황

2020년 재 문헌정보학과 학원을 운 하

고 있는 4년제 학 32개교  석사과정이 설치

되어 있는 곳은 28개교이고, 박사과정이 설치

되어 있는 곳은 21개교이다. 한 재 사서교

육 련 교육 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0

개교이고, 숙명여자 학교는 1999년에, 이화여

자 학교는 2000년에 폐지되었으며, 부 학

교  한양 학교는 2007년에, 구가톨릭 는 

2010년, 구 학교는 2011년, 성균 학교는 

2012년에, 청주 학교는 2014년도, 계명 학교

는 2016년도에 폐지되었다. 연세 학교에서는 

1979년에 폐지되었다가 2003년에 다시 설치되었

으며, 동의 학교는 2018년에 폐지할 정이다. 

국 문헌정보학과 황을 요약해 보면 <표 1>과 

같다. 

4년제 문헌정보학과의 소속 학을 보면 인문

(과학) 학/문과 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는 9

개교이고, 사회과학 학에 11개교, 인문사회(과

학) 학에 5개교가 소속되어 있으며, 건국 학

교는 인문사회융합 학, 경일 학교는 휴먼사이

언스 학, 공주 학교는 사범 학, 진 학교

는 공공인재 학, 덕성여자 학교는 로벌융합

학, 한성 학교는 크리에이티 인문 술 학

에 소속되어 있다. 한 부 학교는 별도의 소

속 학 없이 보건복지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20년 국 문헌정보학과 기록 리학

공( 학원) 설치 황을 분석한 결과, 2020

년 재, 4년제 학 32개교  기록 리학 공

( 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0개교로 나타

났다.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0

개교이며, 충남 학교와 부산 학교가 2000년

도에 석사과정을 설치하 고, 경북 학교가 사

학과와의 동과정으로 2005년도, 신라 학교

가 2006년도, 한성 학교가 2007년도에 설치하

다. 명지 학교는 정보 리 학원을 설립하

여 2006년에 기록 리 공, 스포츠기록분석

공 석․박사 과정을, 2010년에 문화자원기록 공 

석사과정을 설치하 다. 남 학교가 학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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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창설연도 소속 학 구성학부
학원설치연도 교육 학원

설치연도석사 박사

건국 학교 1984 인문사회융합 학 공공인재학부 2011 2013

경기 학교 1983 인문 학 1999 2001 1997

경북 학교 1974 사회과학 학 1978 2000

경성 학교 1981 문과 학 2006
2013

2019(폐지)

계명 학교 1980 사회과학 학 1989 2000
1998

2016(폐지)

공주 학교 1983 사범 학 2016 1987

주 학교 1981 인문사회 학 2007

구가톨릭 학교 1976 사회과학 학 1997
2003

2010(폐지)

구 학교 1981 사회과학 학 1997 2010
2001

2011(폐지)

진 학교 1991 공공인재 학
2001

2013(폐지)
1997

덕성여자 학교 1980 로벌융합 학

동덕여자 학교 1982 사회과학 학 1996

동의 학교 1982 인문사회과학 학 2009 2011
2014

2018(폐지)

명지 학교 1980 인문 학 1989 2008 1994

부산 학교 1984 사회과학 학 1989 1993 2000

상명 학교 1980 인문사회과학 학 인문콘텐츠학부 1980 1993 1994

서울여자 학교 1980 사회과학 학 1989

성균 학교 1964 문과 학 1971 1974
1999

2012(폐지)

숙명여자 학교 1976 문과 학 1983 2006 1999(폐지)

신라 학교 1979 인문사회과학 학 1998

연세 학교 1957 문과 학 1957 1980
1979(폐지)

2003(재설치)

이화여자 학교 1959 사회과학 학 1959 1987
1999

2000(폐지)

인천 학교 2010 사회과학 학 2013

남 학교 1980 사회과학 학 1992 1998

북 학교 1980 인문 학 1999 2003 1999

주 학교 1983 사회과학 학 1994

부 학교 1994 보건복지학부 2001
2003

2007(폐지)

앙 학교 1963 사회과학 학 1972 1983 1997

청주 학교 1979 인문 학 1984 2012
1994

2014(폐지)

충남 학교 1979 사회과학 학 1991 2002

한남 학교 1980 문과 학 1997

한성 학교 1981 크리에이티  인문 술 학 크리에이티  인문학부 1998 2006

한양 학교
1980

2007(폐지)

림 학교 1994 인문사회계열 문헌정보과

부산여자 학교 1970 보건복지학부 보건의료문헌정보과

숭의여자 학교 1972 인문사회계열 문헌정보과

창원문성 학 1980 인문사회계 문헌정보과(교육서비스)

<표 1> 2020년 국 문헌정보학과 설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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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학원설치연도

석사 박사

경북 학교(사학과와의 동과정) 2004 2004

구가톨릭 학교 2013

동의 학교 2014 2014

명지 학교
2006(기록 리, 스포츠기록분석 공) 

2010(문화자원기록 공)
2006(기록 리, 스포츠기록분석 공)

부산 학교(학과간 동과정) 2000 2000

신라 학교 2006

남 학교(학과간 동과정) 2010 2010

북 학교 2011 2011

충남 학교 2000 2013

한성 학교 2007

<표 2> 2020년 국 문헌정보학과 기록 리학 공( 학원) 설치 황

동과정으로 2010년도, 북 학교가 2011년도, 

구가톨릭 학교가 2013년, 동의 가 2014년도

에 석사과정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

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7개교로 나타났으

며, 부산 학교가 2000년, 경북 학교가 2005년, 

남 학교가 2010년, 북 학교가 2011년, 충

남 학교가 2013년, 동의 학교가 2014년에 설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국 문헌정보학과 석․박사 교과과정의 

역별 변동 황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의 석․박

사 교과과정 변화 황을 약 3년 간격으로 분석

한 결과, <표 3>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국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석․박사과정의 교과목 

황을 역별로 구분하여 각 역별 개설 황

을 분석하 다. 이는 2000년 면 으로 도입․

시행된 7차 교육과정 이후, 2003년부터 수시․

부분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격 으로 도입되

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수  교육과정은 2~4년

에 한 번씩 부분 인 개정이 이루어져 오고 있

다. 이에 맞춰 평균 3년 간격으로 문헌정보학과 

학원 교과과정 변화 황을 분석하 다. 

<표 3>을 보면 개설과목 비율에 있어 2005년

에 비해 2007년에 체 역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5.35%). 그 에서 과목 수가 가장 많

이 증가한 역은 기록 리학 역(25.00%)이

며, 다음으로 정보조사제공학(7.91%), 서지학

(7.37%), 도서 ․정보센터경 학(5.94%) 순으

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09년의 과목 변동 비율을 비교

해 보았을 때에도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체 역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9.10%). 그 

에서 과목 수가 가장 높이 증가한 역은 서

지학 역(29.41%)이었으며, 문헌정보학일반

(19.35%), 기록 리학(18.00%), 정보조사제공

학(12.00%)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1년의 변동비율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체 으로 6.06%가 증가하 고, 가장 

높은 증가는 기록 리학(20.34%)이었고, 다음

으로 도서 ․정보센터경 학(13.36%), 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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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

조직학

정보조사

제공학

도서 ․

정보센터

경 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

리학
총

2005년도 123 126 139 219 249 95 40 991

2007년도 124 131 150 232 255 102 50 1,044

변동된 과목 수 1 5 11 13 6 7 10 53

변동 비율(%) 0.81 3.97 7.91 5.94 2.41 7.37 25.00 5.35 

2007년도 124 131 150 232 255 102 50 1,044

2009년도 148 135 168 232 265 132 59 1,139

변동된 과목 수 24 4 18 0 10 30 9 95

변동 비율(%) 19.35 3.05 12.00 0.00 3.92 29.41 18.00 9.10 

2009년도 148 135 168 232 265 132 59 1,139

2011년도 137 148 169 263 298 122 71 1,208

변동된 과목 수 -11 13 1 31 33 -10 12 69

변동 비율(%) -7.43 9.63 0.60 13.36 12.45 -7.58 20.34 6.06 

2011년도 137 148 169 263 298 122 71 1208

2014년도 169 154 196 304 336 126 86 1371

변동된 과목 수 32 6 27 41 38 4 15 163

변동 비율(%) 23.36 4.05 15.98 15.59 12.75 3.28 21.13 13.49 

2014년도 169 154 196 304 336 126 86 1371

2017년도 165 146 203 286 343 115 87 1,345

변동된 과목 수 -4 -8 7 -18 7 11 1 -4

변동 비율(%) -2.42 -5.48 3.45 -6.29 2.04 9.56 1.15 -0.29

2017년도 165 146 203 286 343 115 87 1,345

2020년도 160 146 195 276 327 103 90 1,297

변동된 과목 수 -5 0 -8 -10 -16 -12 3 -48

변동 비율(%) -3.13 0 -4.10 -3.62 -4.89 -11.65 3.33 -3.70

<표 3> 국 문헌정보학과 석․박사 교과과정의 역별 변동 황

(12.45%)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일반과 

서지학은 약 7.0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4년의 변동비율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체 으로 13.49%가 증가하 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과목은 문헌정보학일반

(23.36%)이었다. 다음으로 기록 리학(21.13%), 

정보조사제공학(15.98%), 도서 ․정보센터경

학(15.59%), 정보학(12.75%), 정보조직학

(4.05%), 서지학(3.28%)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7년의 변동비율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체 으로 0.29%가 감소하 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과목은 서지학(9.56%)이

었다. 다음으로 정보조사제공학(3.45%), 정보

학(2.04%), 기록 리학(1.15%)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도서 ․정보센터 경 학(-6.29%)과 

정보조직학(-5.48%), 문헌정보학일반(-2.42%)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7

년까지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보조사제

공학과 정보학 부분의 성장은 두드러졌는데, 4

차산업 명의 도래 이후 데이터분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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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등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한 

요성이 증 되면서, 련 과목의 꾸 한 변

화와 개설이 나타난 것으로 악되었다. 

2017년과 2020년의 변동비율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체 으로 3.70%가 감소하 고, 유일하

게 증가율을 보인 과목은 기록 리학(3.33%)

이었다. 서지학(-11.65%), 정보학(-4.89%), 정보

조사제공학(-4.10%), 도서 ․정보센터 경 학

(-3.62%), 문헌정보학 일반(-3.13%) 순으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조직학은 증감 추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과 비교

하 을 때 강남 학교, 진 학교 등 문헌정보

학과의 학원의 폐과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숙명여자 학교의 기록 리학 교과과정의 

확 에 따라 기록 리학 과정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분포 비율을 보면,  연도에서 정보

학이 25% 정도로 가장 높은 분포 비율을 보여주

고 있고, 도서 ․정보센터경 학(약 21~22%), 

정보조사제공학(약 14~15%)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과정에서는 도서 ․정보센터경 학과 정

보조사제공학이 각각 약 18%, 약 16%로 유사

한 비율의 개설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석․

박사과정에서는 두 역 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2020년만 보았을 때에는 정보학이 25.15%

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개설되어 있고, 다음으로 

도서 ․정보센터경 학(21.30%), 정보조사제

공학(15.05%), 문헌정보학일반(12.35%), 정보

조직학(11.27%), 서지학(7.95%), 기록 리학

(6.94%) 순으로 2017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7년과 2020년의 국 문헌정보학과 석․

박사 교과과정의 역별 변화를 구체 으로 분

석하기 해 신규 개설된 과목과 폐강된 과목 

연도 구분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

조직학

정보조사

제공학

도서 ․

정보센터

경 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

리학
총

2005
개설과목 수 123 126 139 219 249 95 40 991

분포비율(%) 12.41 12.71 14.03 22.10 25.13 9.59 4.04 100

2007
개설과목 수 124 131 150 232 255 102 50 1,044

분포비율(%) 11.88 12.55 14.37 22.22 24.43 9.77 4.79 100

2009
개설과목 수 148 135 168 232 265 132 59 1,139

분포비율(%) 12.99 11.85 14.75 20.37 23.27 11.59 5.18 100

2011
개설과목 수 137 148 169 263 298 122 71 1,208

분포비율(%) 11.34 12.25 13.99 21.77 24.67 10.10 5.88 100

2014
개설과목 수 169 154 196 304 336 126 86 1,371

분포비율(%) 12.32 11.23 14.30 22.17 24.52 9.19 6.27 100

2017
개설과목 수 165 146 203 286 343 115 87 1,345

분포비율(%) 12.27 10.86 15.09 21.26 25.50 8.55 6.47 100

2020
개설과목 수 160 146 195 276 327 103 90 1,297

분포비율(%) 12.35 11.27 15.05 21.30 25.15 7.95 6.94 100

<표 4> 국 문헌정보학과 석․박사 교과과정의 역별 분포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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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조사․분석하 다. 첫째, 문헌정보학일

반 분야에서는 연구방법론, 연구지도, 주제세미

나 등 18개의 강의가 폐강되었고, 문헌정보학

세미나, 논문작성법  연구윤리, 석사학 논문

연구 등이 신규 개설되었다. 연구방법론이나 

연구지도 1, 2 등 동일한 과목을 다양한 커리큘

럼으로 운 하고 있었는데, 해당 과목들을 연

구지도, 문헌정보학세미나 등으로 명칭을 변경

하여 무 많은 커리큘럼을 축소하고 과목을 

통합하여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조사제공학 분야는 정보이용자연구, 

참고정보서비스연구, 독서치료연구, 도서 교육

서비스론, 정보 사특수연구 등 18개의 강의가 

폐강되었으나, 학교도서  서비스디자인, 어린이

청소년자료특론, 특수이용자서비스연구, 건강정

보행 연구, 의학정보서비스연구 등 이용자별 특

화  주제별 특화 등 특화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이 증가한 것으로 악되었다. 

셋째, 도서 ․정보센터경 학은 도서 정보

센터경 론 외 다양한 도서  정책, 경  등을 

다룬 교과목이 사라졌으나, 일부 학에서는 도

서 정보정책연구, 장서개발연구, 도서 마

론, 도서 평가론, 통계학 등의 과목을 신설하여 

21개의 과목이 폐강되고 10개의 신규 과목이 개

설되었다. 

넷째, 기록 리학은 기록문서 리, 기록컨텐

츠와문화유산 리, 디지털아카이 방법, 보존기

록의기술과운 , 정부문서 리론, 기록 리 련

법연구 등 6개의 과목이 폐강되었으며, 기록

리 련 법령, 기록 리론, 기록경 시스템, 기

록 경 론, 기록 리학개론, 기록물보존론, 기

록정보서비스론, 기록조직론, 기록 리법연구 등 

9개의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 외에도 기록 련 학원 신설로 인해 증

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기록 리학을 제외하

고 교과목 수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정보

학과 서지학 분야는 특징 인 변화의 교과목 

분야를 통해 교과과정의 변화 황을 비교하

다(<표 5> 참조).

4.3 특징 인 변화의 교과목 분야(2017, 

2020년)

2020년의 특징 인 교과목 변화를 악하기 

해서, 가장 최근 조사 기간인 2017년과 비교를 

진행하 다. 2017년도와 2020년의 변동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체 으로 6.48%가 감소하

고, 유일하게 증가율을 보인 과목은 기록 리

학(3.33%)이었지만, 숙명여자 학교의 기록

리학 교과과정의 확 에 따라 기록 리학 과정

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록 리학을 제외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서지학(-19.42%), 정보학(-7.67%)의 특

징 인 교과목 변화를 살펴보았다. 

4.3.1 정보학 교과목 황

국내 문헌정보학 학원을 보유한 학교의 정보

학 교과목 변화 황을 2017년과 2020년을 

으로 비교한 결과, 28개 학교에서 신규 개설된 

과목은 16개, 폐강된 과목은 32개 과목으로 폐강

된 과목의 체 수가 신규 개설된 과목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신규 개설된 과목을 살펴보면, 정보검색론(특

론), 데이터 큐 이션, 머신러닝  로그래

언어 연구, 데이터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등 빅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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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설학교

과목 수

▶

변동 과목

2017년 2020년 신규 개설 과목 폐강 과목

문헌정보학일반 165 160

도서 문화 로그램 연구, 비교문헌정보학 문
헌정보학세미나, 지식과도서 의역사, 작권
특강, 문헌정보학의 이해, 석사학 논문연구, 논
문작성법 연구윤리1, 창의심화탐구, 문헌정보
학세미나, 문헌정보학입문, 연구윤리 2, 도서
운동 사상 연구 (13)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1, 문헌정보학연구방법
론2, 연구지도Ⅱ, 문헌비평론, 비교도서 학, 문
헌정보학연구방법론특강, 비교도서 학, 비교
작권론, 지 자유론특강, 한국의정법 제도

사, 주제세미나1: 문헌정보학의역사, 주제세미
나2: 문헌정보학의이론, 주제세미나3: 정보이
용자연구, 지 자유와정보정책, 연구지도Ⅰ,Ⅱ,
Ⅲ, 도서 문화사 (18)

정보조직학 146 146

자료목록특수연구, 자료목록학특강, 자료분류
특수연구, 자료분류학특강, 건강정보서비스특
강, 메타데이터특강, 분류법특강, 지식커뮤니
이션, 정보조직세미나, 정보조직입문 (10)

메타데이터특강, 메타데이터의이론과실제, 분
류법, 목록자동화특강, 목록특수연구, 분류학특
강, 분류학특수연구, 고서정리법세미나, 교수․
목록학세미나, 문헌분류법특강 (10)

정보조사제공학 203 195

정보서비스특론, 어린이청소년자료특론, 학교
도서  서비스디자인, 이용자교육특강, 정보서
비스특수연구, 특수이용자서비스연구, 독서지
도론, 교육정보서비스론, 건강정보행 연구, 의
학정보서비스연구 (10)

정보이용자연구, 서지데이터베이스론, 참고정
보서비스연구, 참고정보서비스연구, 주제서지
정보원, 도서 교육서비스론, 독서치료연구, 독
서학세미나,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 로그
램개발세미나, 정보 사특수연구, 정보서비스
특론, 정보이용자특수연구, 정보활용론, 특수
사론, 과학기술문헌, 정보요구와정보추구행태
론, 정보조사제공론 (18)

도서 ․
정보센터경 학

286 276

도서 정보정책연구, 장서개발연구, 도서 마
론, 도서 평가론, 통계학, 도서 ․정보센

터 경 기획론, 문도서 운 론, 자 코드
리론, 정보정책론, 장서개발론, 연속간행물

리 세미나 (11)

도서 가구 환경계획, 도서 공간론, 도서
색채 사인계획, 도서 정보정책, 학교도서
세미나, 도서 정책세미나, 도서 정보센터경
론, 도서 평가론, 미디어센터운 연구, 정보

자원의표 과조직, 학교도서 경 연구, 학교
도서 서비스개발론, 문헌정보센터경 론, 정
보자원 리론, 도서 정보 력체제론, 도서
평가, 학교도서 미디어센터론, 학술 문도
서 경 특강, 정보시스템경 기획론, 문헌정
보표 화연구, 장서 리론 (21)

정보학 343 327

정보검색특론, 정보시스템연구, 데이터베이스
와정보검색세미나, 도서 과정보기술세미나, 
도서 과지식 리세미나, 디지털콘텐츠론, 빅
데이터와디지털시 , 학술연구 정보리터러시, 
건강데이터큐 이션연구, 고 건강정보학, 머
신러닝연구, 로그래 언어연구, 헬스데이터
분석 로그래 , 헬스데이터사이언스연구, 정
보검색론, 정보자원공유론 (16)

계량정보학, 바이오헬스빅데이터, 빅데이터와
정보서비스, 정보검색연구, 데이터베이스시스
템, 디지털도서 세미나, 역사데이터베이스
리연구, 인포메트릭스, 정보검색, 정보기술 리, 
정보네트워크특론, HCI이론연구, OPAC시스
템세미나, 가상도서 특론, 검색엔진연구, 디지
털도서 론, 멀티미디어시스템특론, 정보검색
이론, 정보시스템디자인, 정보시스템평가론, 정
보통신공학, 계량서지학, 데이터베이스구성론, 
도서 시스템분석론, 색인․ 록의이론과 실
제, 이론정보학, 정보검색론, 정보공학, 정보
문가교육론, 정보학개론, 정보학연구방법론, 컴
퓨터그래픽연구 (32)

서지학 115 103 -

서지학세미나, 문헌사료연구, 문화사 연구, 고
문서학, 동양자료연구, 서지학연구법, 서지학특
강, 고문서학세미나, 국서지연구, 본학세미
나, 한국서지연구, 고문헌감정특강 (12)

기록 리학 87 90

기록 리 련 법령, 기록 리론, 기록경 시스
템, 기록 경 론, 기록 리학개론, 기록물보존
론,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조직론, 기록 리법
연구 (9)

기록문서 리, 기록컨텐츠와문화유산 리, 디
지털아카이 방법, 보존기록의기술과운 , 정
부문서 리론, 기록 리 련법연구 (6)

총 1,345 1,297

<표 5> 국 문헌정보학과 석․박사 교과과정의 역별 변화 비교(2017,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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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설학교

과목 수

▶

변동 과목

2017년 2020년 신규 개설 과목 폐강 과목

건국 14 11
계량정보학, 바이오헬스빅데이터, 빅데이

터와정보서비스 (3)

경기 9 9 정보검색특론 (1) 정보검색연구 (1)

경북 11 11

경성 14 7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디지털도서 세미

나, 역사데이터베이스 리연구, 인포메트

릭스, 정보검색, 정보기술 리, 정보네트

워크특론 (7)

계명 24 20
HCI이론연구, OPAC시스템세미나, 가상

도서 특론, 검색엔진연구 (4)

공주 1 1

주 2 2

구가톨릭 1 1

구 11 6 정보시스템연구 (1)

디지털도서 론, 멀티미디어시스템특론, 

정보검색이론, 정보시스템디자인, 정보시

스템평가론, 정보통신공학 (6)

동덕여 6 6

동의 6 6

명지 21 21

부산 6 6

상명 9 7

데이터베이스와정보검색세미나, 도서

과정보기술세미나, 도서 과지식 리세

미나, 디지털콘텐츠론, 빅데이터와디지

털시  (5)

계량서지학, 데이터베이스구성론, 도서

시스템분석론, 색인․ 록의이론과 실제, 

이론정보학, 정보검색론, 정보공학 (7)

서울여 39 37 학술연구 정보리터러시 (1)
정보 문가교육론, 정보학개론, 정보학연

구방법론 (3)

성균 21 26

건강데이터큐 이션연구, 고 건강정보

학, 머신러닝연구, 로그래 언어연구, 

헬스데이터분석 로그래 , 헬스데이터

사이언스연구 (6)

컴퓨터그래픽연구 (1)

숙명여 10 10

연세 14 14

이화여 14 16 정보검색론, 정보자원공유론 (2)

인천 7 7

남 9 9

북 11 11

주 6 6

앙 13 13

청주 17 17

충남 21 21

한남 8 8

한성 18 18

<표 6> 정보학 교과목 황(2017,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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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등이 으로 신설된 것으로 악되었

다. 이는 4차산업 명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요해짐에 따라 변화된 양상으로 악된다. 

4.3.2 서지학 교과목 황

국내 문헌정보학 학원을 보유한 학교의 서

지학 교과목 변화 황을 2017년과 2020년을 

으로 비교한 결과, 28개 학교에서 신규 

개설된 과목은 없었으며, 서지학 과목을 체 

폐강하거나, 1개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상명 는 모든 서지학 과목

을 폐지하 고, 경기 , 경성 , 구 는 1개

의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폐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교과목

개설학교

과목 수

▶

변동 과목

2017년 2020년 신규 개설 과목 폐강 과목

건국 1 1

경기 2 1 서지학세미나 (1)

경북 5 5

경성 3 1 문헌사료연구, 문화사 연구 (2)

계명 - -

공주 - -

주 3 3

구가톨릭 1 1

구 5 1
고문서학, 동양자료연구, 서지학연구법, 

서지학특강 (4)

동덕여 1 1

동의 4 4

명지 17 17

부산 4 4

상명 4 -
고문서학세미나, 국서지연구, 본학

세미나, 한국서지연구 (4)

서울여 - -

성균 11 11

숙명여 2 2

연세 - -

이화여 8 8

인천 3 3

남 3 3

북 2 2

주 - -

앙 13 13

청주 9 9

충남 6 6

한남 1 1

한성 7 6 고문헌감정특강 (1)

<표 7> 서지학 교과목 황(2017,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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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원 교과과정 연구가 

심층 으로 진행된 2004년의 자료로부터 출발

하여 2020년까지 약 15년간의 교과과정의 변화

를 약 3년 단 로 분석해보고자 하 다. 문헌정

보학 학원이 다수 폐과되면서, 반 으로 

교과목 수가 어들었으며, 특히 정보학 분야

와 서지학 분야가 큰 변화가 있었다. 서지학 분

야가 2005년에 비해 2020년에는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그리고 정보학 교과목이 새롭게 추

가된 교과목과 폐강된 교과목을 분석하여 과목

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등을 집 으로 분

석하 다. 

첫째, 총 개설과목 수에 있어서 2005년에는 

991과목이었으며, 3년 인 2017년에는 가장 

많은 과목인 1,345과목이 개설되어, 350여 과

목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

년에 들어서서 학원 석․박사과정의 폐지에 

따라 1,297과목으로 48과목이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별 과목을 살펴보면,  연도에서 

정보학이 25% 정도로 가장 높은 분포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도서 ․정보센터경 학, 정보

조사제공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만 보았

을 때에는 정보학이 25.15%로 가장 높은 비율

로 개설되어 있고, 다음으로 도서 ․정보센터

경 학(21.30%), 정보조사제공학(15.05%), 문

헌정보학일반(12.35%), 정보조직학(11.27%), 서

지학(7.95%), 기록 리학(6.94%) 순으로 2017년

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셋째, 역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도와 

2020년의 변화를 심으로 비교를 보았을 때, 

체 과목 수는 3.70%가 감소하 고,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서지학과 정보학의 특징 인 

교과목 변화가 나타났다. 정보학 교과목 변화 

황부터 살펴보면, 2020년에 28개 학교에서 

신규 개설된 과목은 16개, 폐강된 과목은 32개 

과목으로 폐강된 과목의 체 수가 신규 개설

된 과목보다 2배 더 많았으며, 정보검색론(특

론), 데이터 큐 이션, 머신러닝  로그래

언어 연구, 데이터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등 빅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목 등이 으로 신설되었다. 이는 4차산

업 명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요해짐에 따라 

변화된 양상으로 악된다. 한 서지학 교과

목 변화 황을 살펴보면, 서지학은 신설된 과

목은 없었으며, 학교별로 서지학 과목을 체 

폐강하거나, 1개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6. 결론  제언

최근 변하는 사회  로벌화 시 에 비

하기 해 사회에서 학에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요구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처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입학생 감소, 교육

시장 개발, 출생률 하 등의 교육 수요의 변화

로 학이나 학과는 시 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

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학 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본 연

구에서는 석․박사 교과과정의 변화 황을 살

펴보고, 향후 학원의 교과과정에 한 체계

인 연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 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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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기 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학원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상으로 석․박사 교과과정 황을 조사․분

석하 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재 석․박사 과정을 운

하고 있는 학의 수가 3년 에 비해 감소함

에 따라 교과목의 수도 자연스럽게 어들었다. 

서지학과 같은 통 인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수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학에서는 서지학 과목을 반 으로 폐강하거

나, 1개 정도로 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정보학 분야의 과목도 서지학 다음으로 많

이 었들었다. 그러나 서지학은 신설된 과목이 

아  없는 반면 정보학은 빅데이터  로그래

, 데이터 큐 이션과 같이 미래지향 인 과목

을 새롭게 신설하고, 시 의 변화에 맞춰 폐강

하는 과목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석사․박사 과정을 운

하고 있는 학의 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함에 따

라 교과목의 비율이 2017년과 비교해 상당 수 

어드는 상이 나타났지만, 시 의 변화에 따

라  상황에 맞춘 새로운 과목들이 신설되고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과 학원이 제공한 교과과정과 실질 으로 운

하고 있는 교과과정 황에 차이가 있는 학

교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

구를 통해 화, 메일 조사 이외에도 면담 등의 

연구 방법을 추가 으로 실시하여, 실질 으로 

운 하고 있는 교과과정 황 악을 추가 으

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 학원의 종류가 일

반 학원, 교육 학원, 기록학 학원으로 별

된다고 볼 때, 각 학의 교과과정이 통합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 한 학 에 따른 교

육 편제는 어떠한지에 한 세 한 분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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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국

학

교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기 공통)
∙연구지도
∙지 재산권세미나

∙목록학특강

∙분류학특강

∙이용자연구세미나

∙정보조사제공학특론

∙국제도서 ․정보업무론

∙도서 정보센터경 특론
∙정보자원개발특론

∙디지털도서  연구

∙멀티미디어시스템
∙색인․ 록이론연구
∙이론정보학

∙이용자인터페이스설계
∙정보검색특론
∙정보공학

∙정보시스템설계
∙정보의시각화와
표 방법

∙지능형정보검색
∙차세 디지털도서 연구

∙서지학특강 ∙기록 리체계 제도

∙기록 리특론
∙기록정보기술론

경

기

학

교

∙개별지도연구
∙도서 장연구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특론
∙비교문헌정보학
∙ 장연구특론

∙비교분류학 ∙과학기술정보특론
∙다 매체정보원특강
∙독서심리특강

∙독서지도연구
∙독서지도특론
∙독서치료연구

∙사회과학정보특론
∙인문과학정보특론
∙정보서비스특론

∙정보이용자연구론
∙정보이용행태연구
∙정보이용행태연구론

∙정보커뮤니 이션론
∙참고정보서비스특론
∙어린이청소년자료연구

∙어린이청소년자료특론

∙공공도서 경 연구
∙공공도서 경 정책
∙ 학도서 경 정책

∙도서 ․정보센터경
특강
∙도서 ․정보센터평가론

∙도서 서비스평가론
∙도서 정보정책연구
∙도서 력네트워크

∙장서개발연구
∙장서개발특강
∙장서개발특론

∙ 문도서 경 연구
∙ 문도서 경 정책
∙정보정책연구

∙도서 정보정책연구
∙학교도서 경 연구
∙학교도서 경 정책

∙학술정보센터경 연구

∙계량정보학
∙도서 자동화세미나
∙디지털도서 구축론

∙디지털정보검색특론
∙인터넷정보원연구
∙정보검색특론

∙정보미디어연구
∙정보시스템분석론
∙정보시스템설계

∙서지학특론 ∙기록보존 리론
∙자료보존특론

경

북

학

교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비교문헌정보학
∙정보윤리특수연구
∙학 논문연구  연구

윤리(문헌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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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료조직론

∙정보 사특수연구

∙정보이용교육특론
∙정보이용행태연구

∙계속자료 리특론

∙공공도서 경 특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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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특론
∙지식정보센터경 특수
연구

∙지식정보센터경 평가론
∙지식정보센터마
략특론

∙검색엔진특론

∙계량정보학특론
∙데이터베이스구축특론
∙디지털도서 특수연구

∙웹정보시스템세미나
∙인지와정보검색
∙인터넷기술특론

∙정보검색특수연구
∙정보공학
∙정보학특수연구

∙지식정보시스템분석특론

∙고문서특수연구

∙ 석문자료특수연구
∙동양고서지학특론
∙한국체계서지학특수연구

∙한국형태서지학특수연구

∙ 통기록물DB구축

∙ 통기록물검색론
∙ 통기록물과목록학
∙ 통기록물 련법규연구

∙ 통기록물 리특론
∙ 통기록물시스템구축론
∙ 통기록물웹컨텐츠구

축론
∙ 통기록물인터페이스
연구

∙ 통기록물정보센터구
축론
∙ 통기록물조직론

∙ 통기록물활용연구

경

성

학

교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지 소유권연구

∙메타데이터세미나

∙목록이론연구
∙분류이론연구
∙자료조직연구

∙독서지도론연구

∙독서치료연구
∙정보행태론
∙참고․정보서비스연구

∙공공도서 운 론

∙ 학도서 운 론
∙도서 경 론
∙정보정책연구

∙지식경 연구
∙학교도서 운 론
∙학교미디어센터연구

∙학습콘텐츠연구

∙디지털도서 특강

∙디지털콘텐츠연구
∙색인․ 록이론
∙정보검색이론

∙정보네트워크론
∙정보시스템연구
∙정보시스템평가론

∙한국체계서지학

계

명

학

교

∙도서 과사회

∙도서 사학
∙문헌정보학사연구
∙문헌정보학세미나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비교도서 학연구
∙연구학 1

∙ 작권연구

∙메타데이터연구

∙목록학연구
∙문헌분류이론세미나
∙분류학연구 

∙자동화목록법연구
∙자료조직연구

∙독서문화사연구

∙독서지도연구
∙독서치료연구
∙디지털정보행동

∙사회과학서지연구
∙어린이청소년서비스연구
∙어린이청소년자료연구

∙이용자교육세미나
∙정보서비스연구
∙정보이용행 연구

∙공공도서 연구

∙공공도서 연구세미나
∙다문화서비스연구
∙ 학도서 연구

∙ 학도서 연구세미나
∙도서 경 연구
∙도서 네트워크연구

∙도서 서비스평가론
∙도서 ․정보센터경
세미나

∙문헌정보학통계연구
∙아시아도서 연구
∙유비쿼터스도서 연구

∙장서개발연구
∙학교도서 연구

∙계량서지학데이터처리

∙계량정보학특론
∙데이터베이스특론
∙디지털도서 연구

∙디지털콘텐츠구축연구
∙멀티미디어연구
∙색인 록이론연구

∙이론정보학
∙인용분석연구
∙인터넷테크놀러지

∙정보검색연구세미나
∙정보검색이론
∙정보검색이론연구

∙정보검색특론
∙정보공학
∙정보시스템분석론

∙정보처리연구
∙정보학최신동향연구
∙지능형정보검색

∙텍스트마이닝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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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주

학

교

∙고 세미나

∙교육정보매체론

∙교육정보자원개발론

∙문헌정보교육방법론

∙문헌정보교육철학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교육정보메타데이터

∙비교분류론

∙교육정보서비스

∙독서교육론

∙독서교육 로그램개발론

∙독서요법과인성독서세

미나

∙디지털독서론

∙아동 청소년자료론

∙정보활용교육과교수설계

∙정보활용교육론

∙정보행태론

∙통합리터러시교육론

∙학교도서  

서비스디자인

∙도서 력수업론

∙학교도서 마 론

∙학교도서 미디어센터

경 론

∙디지털도서 연구

주

학

교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정보사회론

∙도서 사상론특강

∙고 목록학연구 

∙고 분류학연구 

∙고서조직특강

∙메타데이타세미나

∙정보서비스연구

∙정보행태론

∙정보문해론

∙도서 ․정보센터경

론특강

∙장서 리특강

∙정보매체연구

∙도서 평가론특강

∙산업정보 리론

∙정보검색이론

∙디지털도서 연구론

∙한국서지학특강 

∙형태서지학강론

∙동양서지학연구

∙기록 리연구 

∙정보자료보존연구

구

가

톨

릭

학

교

∙도서 학세미나

∙도서 학연구방법론

∙비교도서 학연구

∙이론목록학

∙자료분류이론

∙정보조직학

∙특수자료조직론

∙도서 정보 사론

∙이용자교육론

∙정보이용자연구론

∙정보자료론

∙주제별연구자료론

∙도서 경 특론

∙도서 정책개발론

∙장서개발론

∙정보복지론

∙정보유통론

∙정보시스템설계론 ∙고문헌연구 ∙기록 리특론

구

학

교

∙개별연구지도1

∙개별연구지도2

∙도서 문화사연구

∙도서 문화 로그램 

연구

∙문헌정보학연구 

방법론1

∙문헌정보학연구 

방법론2

∙비교문헌정보학

∙자료목록특수연구

∙자료목록학특강

∙자료분류특수연구

∙자료분류학특강

∙독서치료특론

∙이용자교육특강

∙정보서비스특수연구

∙특수이용자서비스연구

∙공공도서 경 연구

∙ 학도서 경 연구

∙도서 경 특강

∙도서 마 론

∙도서 정책개발론

∙도서 정책세미나

∙학교도서 세미나

∙장서 리특수연구

∙정보자료개발론

∙정보정책세미나

∙특수매체연구

∙데이터베이스특론

∙이론정보학

∙이용자 속디자인

∙정보검색연구

∙정보네트워크론

∙정보시스템연구

∙계량서지학 ∙기록학특강

동

덕

여

자

학

교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특강

∙정보문화사특강

∙정보사회론

∙온라인목록특강 ∙도서 /정보센터경

특강

∙장서개발론특강

∙고 웹기반정보처리

∙멀티미디어와정보 리

∙온라인정보검색특강

∙이론정보학

∙ 자도서 특강

∙정보검색특강

∙서지학특강

동

의

학

교

∙조사연구방법론 ∙고문헌조직법

∙기록조직론

∙메타데이터연구

∙비교목록법세미나

∙비교분류법세미나

∙자료조직자동화세미나

∙독서치료세미나

∙정보서비스연구

∙정보서비스평가론

∙정보이용교육연구

∙지역사회연구세미나

∙기록 경 론

∙도서 경 세미나

∙도서 마 세미나

∙도서 정보센터기능연구

∙어린이․청소년도서

로그램 세미나

∙웹정보자원 리연구

∙장서 리세미나

∙정보정책론

∙계량정보학

∙데이터베이스연구

∙디지털도서 연구

∙정보검색연구

∙정보공학

∙정보기술세미나

∙고문서학연구

∙동양고 강독

∙서지학연구방법론

∙형태서지학연구

∙기록 리 련 법령

∙ 자기록 리론

명

지

학

교

∙도서 사회학

∙도서 발달사특강

∙도서 사특강 

∙도서발달사특강

∙동양도서 발달사

∙동양도서교류사연구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특론

∙비교문헌정보학 

∙고 자료조직론 

∙고 자료조직법연구

∙메타데이터구조론

∙목록학특강

∙목록학세미나 

∙분류학세미나 

∙분류학특강

∙비교목록학

∙비교분류학

∙온라인목록특강

∙이론목록학

∙특수분류법론

∙독서지도론연구

∙사회과학정보조세제공

특강

∙이용자연구특강

∙인문과학정보조사제공

특강

∙자연과학정보조사특강

∙정보서비스연구

∙정보 사특강

∙정보서비스측정 평가

∙정보이용행태론 

∙정보조사제공특론

∙정보커뮤니 이션

∙공공도서 경 특강

∙공공도서 세미나 

∙도서 건축설비론 

∙도서 경 론특강 

∙도서 정보네트워크

∙도서 정보센터평가론

∙도서 정보센터경 론

특강

∙도서 정책론

∙연속간행물 리론

∙장서구성론특강 

∙ 문정보센터경 특강

∙정보센터경 론특강

∙정보유통과정보사회 

∙정보정책개발론 

∙지식정보산업론

∙특수자료론

∙학교도서 미디어센터론 

∙학술 문도서 세미나 

∙학술정보센터경 특강

∙계량정보학

∙고문헌색인 록법

∙도서 시스템비교론

∙도서 자동화시스템

리론

∙디지털도서 구축론

∙멀티미디어시스템

∙색인․ 록연구법 

∙색인 록이론연구

∙서지데이타베이스구성론

∙시소러스개발론

∙시스템설계 분석

∙시스템자동화특강 

∙시스템평가론 

∙웹데이터베이스운용론

∙이론정보학

∙이용자인터페이스설계 

∙정보검색특강 

∙정보공학

∙정보네트워크특강

∙지능형정보검색

∙컴퓨터정보처리

∙고문서학연구

∙고문헌평가특강

∙교감학특강

∙동양고 본비교연구

∙동양 연구

∙서지학특강 

∙서지학연구

∙원문서지학연구

∙ 국 사

∙ 국체계서지학

∙ 국행태서지학

∙체계서지학연구

∙한국근 서지학

∙한국서지사연구

∙한국서지연구

∙한국형태서지학

∙형태서지학연구

∙도서 자료의보존방법론

∙문헌보존공학

∙ 자 코드 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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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학

교

∙교육매체특론
∙논문연구
∙도서 사상연구

∙문헌정보학교육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비교문헌정보학

∙메타데이터세미나
∙문헌분류이론
∙자료조직이론

∙독서교육이론
∙독서치료론
∙정보 사이론

∙정보분석세미나
∙정보서비스세미나
∙정보행태론

∙주제별정보자원론
∙학술커뮤니 이션세미나
∙향토자료론

∙정보정책세미나
∙기록 경 론
∙도서 경 론

∙장서개발이론
∙정보 경 론
∙도서 정책세미나

∙디지털도서 론
∙디지털정보자원론
∙색인 록이론

∙정보검색이론
∙정보네트워크론
∙정보시스템평가론

∙고 자료론
∙동양서지학
∙서지학세미나

∙한국서지학

∙기록 리이론
∙기록 리제도론
∙ 자기록 리세미나

상

명

학

교

∙문헌정보학세미나

∙지식과도서 의역사

∙ 작권특강

∙건강정보서비스특강

∙메타데이터특강

∙분류법특강

∙지식구조론

∙지식커뮤니 이션

∙독서지도론

∙이용자연구론

∙참고정보 사론

∙도서 경 특강

∙도서 평가론

∙장서구성특강

∙정보정책론

∙통계학

∙데이터베이스와정보검

색세미나

∙도서 과정보기술세미나

∙도서 과지식 리세미나

∙디지털도서 론

∙디지털콘텐츠론

∙빅데이터와디지털시

∙정보시스템분석론

∙기록 리론

서

울

여

자

학

교

∙동양도서 문화사

∙문헌정보학발 사
∙문헌정보학의 이해
∙문헌정보학학제간연구

특강
∙사서교사제도세미나
∙서양도서 문화사

∙석사학 논문연구 
∙연구계획서 논문작성
법ⅠⅡ

∙정보사회윤리와정보비
평세미나
∙정보윤리와지 재산권

∙지식기반사회형성과 
잡지출 의기능세미나
∙한국도서 문화발 사

∙한국문헌정보학이슈
최근동향연구

∙고 메타데이터개발

∙멀티미디어정보조직
∙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분류와시소

러스
∙메타데이터색인목록
∙목론의의미론 정보가공

∙색인, 록,시소러스:메
타데이터연구
∙정보조직특강

∙정보조직:분류

∙교육정보서비스론

∙과학기술정보이용자서
비스
∙노인독서자료와서비스

∙뉴스정보서비스
∙도서 윤리와정보서비
스의논쟁

∙멀티미디어정보서비스
∙법률정보서비스
∙사회과학정보이용자서

비스
∙아동독서자료와정보서
비스

∙아동청소년정보서비스
∙ 술정보이용자서비스
∙이미지정보서비스

∙인문과학정보이용자서
비스
∙정보이용론특강

∙정보이용자연구
∙정보추구형태분석연구
∙청소년독서자료와정보

서비스
∙특수정보이용자서비스
∙특허정보서비스

∙도서  련 조직기구 

발 사례 연구 
∙도서 정보 문가의역
할과기능세미나

∙도서 정보망 력연구
∙도서 정보센터경 기
획특론

∙도서 ․정보센터 
경 기획론
∙도서 정보정책세미나

∙디지털도서 시스템명가
∙ 문도서 경 론
∙정보와정보시스템품질

평가
∙정보윤리와도서 정책론
∙주제 문사서의역할과

기능세미나
∙특수장서개발론
∙학교도서 ․미디어센

터운 론

∙R&D정보시스템운 론

∙Web-DB정보탐색과 
포털서비스
∙검색논리:알고리즘과

질의생성
∙고 인터페이스개발
∙고 정보리포지터리개발

∙고 정보 문가세미나
∙과학기술정보분석론
∙기업정보시스템

∙도서 시스템개발세미나
∙디지털도서 력체계
∙디지털도서 시스템개

발과사례연구
∙디지털정보컨텐츠연구
∙박물 정보시스템

∙빅데이터와시멘틱웹
∙사회과학정보분석론
∙ 술정보분석론

∙웹DB분석과평가
∙웹정보의실제와논쟁
연구

∙인문과학정보분석론
∙자동색인․분류시스템
개발연구

∙정보검색의논리개발과
시스템구
∙정보마 과기획

∙정보시스템1:인터페이
스개발
∙정보시스템2:데이터베

이스와정보리포지토리
∙정보시스템3:검색논리
와검색엔진

∙정보시스템4:네트워크
∙정보시스템개발특강
∙정보표 과가공연구

∙정보학이론
∙정보학/기록 리연구
방법론

∙정부․행정정보시스템
∙지식기반정보시스템개
발세미나

∙최신 인터넷․웹 
정보자원 분석 
∙텍소노미&온톨로지연구

∙특수정보시스템
∙학술연구 정보리터러시
∙학술연구정보탐색

∙기록 리논문작성법Ⅰ,Ⅱ

∙기록 리실습
∙기록 리윤리
∙기록 리학개론

∙기록 리학특강
∙기록보존기록정보서비스
∙기록조직론

∙기록평가선별론
∙ 자기록 리론
∙정보 리특강

성

균

학

교

∙논문작성법 연구윤리1

∙도서 발달사특강

∙도서 사회학

∙동양도서 사연구

∙비교문헌정보학 

∙서양도서 사연구

∙연구방법론 

∙정보사회론연구

∙정보사회학

∙출 ․ 작연구 

∙한․ ․일도서

교류사연구 

∙고 자료조직법연구 

∙메타데이터 리연구

∙목록학특강

∙분류학사 

∙분류학특강

∙비교목록학

∙비교분류학 

∙정보조직법연구 

∙지식조직론 

∙특수정보조직법연구

∙건강정보행 연구

∙이용자연구특강

∙의학정보서비스연구

∙정보교육특강 

∙정보문해연구

∙정보문해특강

∙정보문화론특강 

∙정보서비스특강

∙정보서비스론연구

∙정보서비스방법연구

∙정보행 론연구 

∙학술정보서비스연구

∙공공도서 경 론특강 

∙ 학도서 경 기법연구 

∙ 학도서 경 론연구 

∙도서 ․정보센터 

경 기법연구

∙도서 ․정보센터 

경 론연구 

∙도서 ․정보센터

경 론특강 

∙도서 건축설비연구

∙도서 정책론 

∙도서 평가법연구

∙건강데이터큐 이션연구

∙고 건강정보학

∙고문헌색인 록법 

∙데이터모델링특강 

∙데이터베이스설계론연구 

∙데이터의미 리특강

∙디지털도서 연구 

∙머신러닝연구

∙멀티미디어특강

∙시멘틱웹시스템구축론

연구

∙웹기반시스템연구 

∙고문서학연구

∙고문헌감정특강 

∙고문헌서체연구

∙교감학특강 

∙ 석자료특강

∙사본론연구 

∙서지학연구

∙ 국체계서지학

∙ 국형태서지학

∙한국체계서지학 

∙한국형태서지학

∙기록 리연구 

∙디지털기록 리특강

∙문헌보존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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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균

학

교

∙창의심화탐구
∙한국도서 사연구

∙학술커뮤니 이션특강 ∙서비스품질 리론특강
∙장서구성법연구
∙장서구성법특강
∙정보경제성연구
∙정보매체연구
∙정보정책연구
∙통계처리 분석론연구

∙웹데이터베이스구축론
연구 
∙인터넷 리특강 
∙인터넷서비스구축
리연구
∙인터페이스디자인특강
∙자동색인연구 
∙정보검색연구 
∙정보검색특강 
∙정보공학연구
∙정보네트워크특강
∙정보시스템분석법특강 
∙정보시스템연구
∙지식 리시스템연구 
∙ 로그래 언어연구
∙헬스데이터분석 로그
래
∙헬스데이터사이언스연구

숙

명

여

자

학

교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Ⅰ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Ⅱ
∙연구지도Ⅰ
∙연구지도Ⅱ 
∙ 자출 론

∙문헌구조특론 
∙정보조직특론 

∙과학기술정보론 
∙메디컬인포매틱스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연구 
∙정보자원론 

∙ 종별정보센터연구 
∙도서 운 체계론
∙정보 리와법률문제 
∙정보센터경 론 
∙정보 문직의최근동향
∙정보정책론 

∙DBMS
∙계량정보학
∙디지털도서 특론 
∙멀티미디어정보특강 
∙서지데이터베이스시스템 
∙온라인정보검색 
∙온톨로지와언어정보처리 
∙정보검색 
∙정보기술 
∙정보시스템특론 

∙방법론 서지학 
∙서지학세미나 

∙기록 리학연구방법론 
∙기록경 시스템
∙기록 경 론
∙기록 리학개론
∙기록 리학연구방법론
∙기록물보존론
∙기록물수집평가론 
∙기록 문헌 리의역사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조직론
∙ 자기록물구축과체계

연

세

학

교

∙개별지도연구
(Ⅰ,Ⅱ,Ⅲ)
∙개별지도연구
(Ⅳ,Ⅴ,Ⅵ)
∙도서 사상사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연구지도Ⅰ
∙연구지도Ⅱ
∙정보윤리론

∙메타데이터구조론
∙목록학사
∙이론목록학
∙특수분류법론

∙과학기술정보조사제공
특강
∙독서지도론
∙사회과학정보조사제공
특강
∙아동도서 매체연구
∙이용자교육론
∙정보서비스마켓 연구
∙정보서비스세미나
∙정보이용자연구
∙정보조사제공특론
∙커뮤니 이션론
∙특수 사론

∙국제도서 ․정보업무론
∙기록 경
∙도서 ․정보센터경
특론
∙도서 ․정보센터경
기법론
∙도서 ․정보센터평가론
∙도서 건축설비론
∙ 문정보센터경 특강
∙정보 문직의최근동향
연구
∙학술도서 연구
∙학술정보센터경 특강

∙계량정보학
∙디지털도서 연구
∙멀티미디어시스템
∙색인․ 록이론연구
∙웹과소셜미디어마닝연구
∙이론정보학
∙이용자인터페이스설계
∙정보검색이론연구
∙정보검색최근동향연구
∙정보공학
∙정보공학특강
∙정보시각화와표 방법
∙정보시스템설계
∙텍스트마이닝기법연구

∙기록 리론
∙기록 리체계 제도
∙기록보존처리론
∙기록선별평가론
∙기록정보기술론
∙기록정보서비스론
∙디지털보존1
∙디지털보존2
∙ 자기록 리

이

화

여

자

학

교

∙도서인쇄사
∙도서 문화사
∙문헌정보학세미나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비교문헌정보학
∙주제 문사서연구

∙고서목록연구
∙동양 분류론
∙목록론
∙분류론
∙분류법특강
∙비교분류론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Health Sciences
∙이용자그룹별 사
∙정보서비스론
∙정보서비스평가론
∙정보커뮤니 이션

∙공공도서 운 론
∙도서 ․정보센터운 론
∙장서 리론
∙ 문도서 운 론
∙ 자 코드 리론
∙정보경제학
∙정보매체론
∙정보정책론
∙지 자유권연구

∙계량정보학
∙데이터구조론
∙데이터베이스설계
∙색인 록론
∙웹 로그래 응용
∙이론정보학
∙정보검색론
∙정보검색언어
∙정보공학
∙정보네트워크론
∙정보시스템 리론
∙정보시스템평가론
∙정보이론특강
∙정보자원공유론
∙지식정보처리론
∙휴먼컴퓨터인터 션

∙고문서론
∙고서평가론
∙동양서지학
∙사 해제
∙ 국 연구
∙한국서지연구
∙한국 론
∙형태서지학

∙기록정보 리론
∙기록 리법연구
∙기록 리기 운 론
∙기록 리세미나
∙기록 리제도연구
∙기록보존론
∙기록정보 사론
∙기록정보조직론
∙기록정보처리론
∙기록정보평가론

인

천

학

교

∙도서 사연구
∙문헌정보학세미나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메타데이터연구
∙목록학특강
∙분류학특강

∙독서지도연구
∙인터넷주제정보원
∙정보서비스연구

∙공공도서 경 연구
∙도서 정보센터경 연구
∙학술정보유통론연구

∙데이터베이스연구
∙도서 정보시스템연구
∙디지털도서 연구
∙정보검색연구
∙정보네트워크연구
∙정보처리연구
∙정보학특강

∙불교유교문헌서지
∙한국서지학
∙한국 문화재

∙기록 리연구

남

학

교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비교문헌정보학 
∙정보문화론
∙ 장실습

∙메타데이터론 
∙비교분류학이론
∙이론목록학 
∙자동화목록법연구 
∙자원조직론
∙주제명이론특론 

∙독서교육이론
∙독서요법이론 
∙정보문해연구 
∙정보서비스연구
∙지식커뮤니티개발론
∙지역문화정보특론 
∙학술정보특론 

∙공공도서 특론 
∙기업정보 리
∙도서 경 연구
∙도서 정책특론 
∙도서 평가론
∙독서경 특론
∙장서 리특론 
∙정보법제론 
∙정보센터건축론 
∙정보센터경 특론 
∙정보자원개발론
∙지식경 론
∙특수매체론연구 
∙특수정보 리론

∙계량정보학 
∙데이터베이스특론 
∙멀티미디어제작론 
∙색인 록특론 
∙이론정보학특론 
∙이용자인터페이스 설계 
∙정보검색이론 
∙정보네트워크
∙정보시스템설계특론 

∙내용서지특론
(교감학) 
∙체계서지특론
(목록학) 
∙형태서지특론
( 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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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학

교

∙동양 분류론

∙메타데이터연구

∙지식조직론

∙독서지도특론

∙독서치료특론

∙이용자교육론

∙정보서비스이론특강

∙정보서비스특론

∙정보이용자연구

∙정보이용자연구특론

∙정보활용론연구

∙공공도서 경 정책개

발론

∙도서 건축설비론

∙도서 ․정보센터운 론

∙도서 평가론

∙도서 력론

∙인터넷자원 리특강

∙장서개발특론

∙정보법제연구

∙학교도서 경 세미나

∙OPAC시스템연구

∙디지털도서 특강

∙문헌정보 로그래 특론

∙시청각정보검색특론

∙자동색인․ 록특강

∙자연언어처리특론

∙정보검색이론특강

∙정보 리 문가시스템

∙정보시스템 리론

∙정보시스템특론

∙지식정보 문가시스템론

∙고문서서지학특강

∙동양서지학특론

∙기록 리론

∙기록 리론특강

주

학

교

∙기록 도서 문화사

∙논문지도Ⅰ,Ⅱ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지 소유권론

∙목록법이론

∙문헌분류이론

∙고등정보 사론

∙고등주제서지

∙정보이용자연구론

∙정보커뮤니 이션

∙공공도서 운 특론

∙도서 ․정보센터경 론

∙정보경제학

∙계량정보학

∙정보검색언어론

∙정보공유론

∙문헌정보처리론

∙정보시스템분석론

∙이론정보학

앙

학

교

∙문헌정보학교수방법론 

∙문헌정보학사연구

∙문헌정보학특론

∙비교도서 연구

∙연구방법론

∙ 공연구Ⅰ

∙ 공연구Ⅱ

∙ 공연구Ⅲ

∙정보문화사연구

∙지 자유권연구

∙한국도서 운동사연구

∙메타데이터특론

∙목록법이론특강

∙목록학사연구

∙문헌분류사연구

∙분류법이론특강

∙비교분류법연구

∙온라인목록특강

∙자동화편목법

∙지식분류법이론

∙한 목록학비교연구

∙한국목록학사

∙도서 이용자연구 

∙소셜네트워크 

∙정보 사론

∙정보서비스측정 평가

∙정보활용론

∙주제별정보원 서비스

∙소비자건강정보학

∙공공도서 경 연구

∙도서 건축설비연구

∙도서 리더십연구

∙도서 마 연구

∙도서 련법연구

∙도서 ․정보센터경 론

∙도서 ․정보정책연구

∙연구데이터 리

∙장서개발론

∙ 문도서 경 연구

∙정보자원공유네트워크

∙정보 문직연구

∙정보정책특강

∙데이터마이닝기법활용

∙멀티미디어정보검색

∙미디어 멀티미디어정

보서비스

∙웹데이터베이스운

∙이용자시스템인터페이

스설계

∙인터엑티 시스템디자인

∙ 자도서 포털시스템

∙정보검색언어

∙정보공학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정보학연구방법론

∙정보학특강

∙고문서해독연습

∙고문헌교감특론

∙내용서지학연구

∙동아시아고 본비교연구

∙불교서지학특강

∙서지학특강

∙유교문헌서지연구

∙한국고문서학연구 

∙한국고서 본연구

∙한국고활자본연구

∙한국서 사연구

∙한국서 사연구

∙한국학문헌정보특론

∙기록물 리특론

∙도서 자료보존연구

∙지류문화재보존실습

청

주

학

교

∙문헌정보학사연구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과설계

∙도서 지 재산권 리론

∙정보 문직과서비스윤리

∙지식사회와정보의이해

∙기록매체정보조직론

∙동서양고 자료자료조직

∙메타데이터구조론

∙목록서지학사

∙정보조직연구

∙정보조직특론

∙지식표 과분류론

∙비교분류학특강

∙이론목록학특강

∙자료조직과서지제어론

∙독서지도와이용자분석

∙이용자행태연구론

∙정보조사제공론

∙정보조사제공세미나

∙주제 문정보원

∙정보서비스와서지활용

∙정보커뮤니 이션론

∙정보서비스와시스템측정

∙공공도서 /학교도서

문경 론

∙ 학도서 / 문도서

문경 론

∙도서 건축설비론

∙공공도서 경 기법론

∙ 학도서 경 론

∙도서 정보기 경 론

∙도서 정보기 경 론

∙도서 정보네트워크연구

∙도서 정보네트워크특강

∙도서 정보정책론

∙도서 정보 련법

∙도서 ․정보센터경

특론

∙도서 인사론

∙도서 정보경제가치론

∙도서 정보서비스 력론

∙도서 동론

∙정보센터운 평가론

∙정보정책론연구

∙문화다양성과정보자원

∙인문사회과학서지와정

보자원

∙자연과학서지와정보자원

∙MARC와RDA

∙계량정보학연구

∙디지털도서 구축론

∙멀티미디어론

∙멀티미디어시스템

∙산업정보시스템론

∙색인 록이론연구

∙소셜미디어와커뮤니

이션네트워크

∙인간컴퓨터인터페이스

∙정보검색이론연구

∙정보검색과시스템평가

이론

∙정보기술과시스템설계

∙정보시스템연구

∙정보학이론

∙정보학특론

∙정보검색이론특강

∙정보기술이론특강

∙고 자료서지와정보자원

∙서 사연구

∙서지학연구방법론

∙원문서지학연구

∙ 국서지학연구

∙체계서지학연구

∙한국서지학특강

∙한국학서지정보

∙형태서지학연구

∙기록 리론

충

남

학

교

∙도서 사상론

∙문헌정보학사연구

∙문헌정보학세미나

∙문헌정보학입문

∙문헌정보학연구법 

∙문헌정보학연구특론

∙연구윤리 1

∙연구윤리 2

∙정보문화사연구

∙정보사회학

∙메타데이터연구

∙메타데이터특강

∙목록학특강

∙이론목록학특론

∙자동화목록법

∙정보자료분류특강

∙정보자료조직론

∙정보조직세미나

∙정보조직입문

∙지식구조론연구

∙도서 사평가론

∙독서교육특론

∙독서치료특론

∙정보문해연구

∙정보서비스연구

∙정보서비스특론

∙정보이용자연구론

∙정보이용자연구특론

∙정보이용형태연구

∙주제별정보제공론

∙공공도서 경 론

∙공공도서 미디어센

터특론 

∙기록 경 론

∙ 학도서 발 책

∙ 학도서 특론

∙도서 ․정보센터경

연구

∙도서 ․정보센터마

연구

∙도서 건축론

∙도서 경 특론

∙도서 평가특론

∙도서 동론

∙장서개발론

∙장서개발연구

∙ 문도서 경 론

∙ 문도서 특론

∙계량정보학

∙기록 리시스템연구

∙디지털도서 연구

∙디지털정보자원론

∙디지털콘텐츠개발론

∙멀티미디어시스템연구

∙응용정보학

∙이론정보학

∙인터페이스디자인특강

∙ 자도서

∙ 자매체특론

∙정보검색이론연구

∙정보검색특론

∙정보공학연구

∙정보네트워크연구

∙정보시스템분석연구

∙정보시스템특론

∙정보시스템평가연구

∙고문서학특강

∙고 자료론

∙서지학특강

∙서지학연구방법론

∙ 본학특강

∙한국서지연구

∙기록학특강

∙자료보존론

∙ 자기록 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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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학

교

∙정보유통론

∙정보유통연구

∙정보 문직의최근동향

연구

∙정보정책특론

∙정보표 화연구

∙특수도서 경 론

∙학교도서 경 론

∙학술도서 경 론

∙정보커뮤니 이션시스

템연구

∙지능형정보검색시스템

연구

∙지식 리시스템연구

한

남

학

교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석사논문연구Ⅰ

∙석사논문연구Ⅱ

∙메타데이터

∙목록조직론

∙정보분류론

∙정보이용자연구

∙참고정보서비스특강

∙공공도서 연구

∙도서 자원개발론

∙ 문정보센터경 론

∙도서 ․정보네트웍연구

∙도서 ․정보센터조사

통계

∙특수자료론

∙뉴미디어연구

∙디지털도서 구축론

∙시멘틱웹구축론

∙이용자인터페이스설계

∙정보검색론 

∙정보공학

∙정보시스템설계

∙이론정보학

∙동양서지학

한

성

학

교

∙도서 인쇄문화사특강

∙도서 운동 사상 연구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 작권 리론

∙메타데이터세미나

∙목록학특강

∙분류학특강

∙비교분류학

∙이론목록학

∙자료분류론

∙자료편목론

∙지식구조이론특강 

∙정보서비스평가론특강

∙정보이용자연구특강

∙정보조사제공특강

∙정보커뮤니 이션세미나

∙정보 뮤니 이션특강

∙주제별정보원특강

∙참고정보서비스정책론

∙ 종별사례연구

∙ 학정보센터운 세미나

∙도서 건축환경특강

∙도서 건축환경세미나

∙도서 경 론

∙도서 경 론특강

∙도서 정책연구

∙도서 평가론

∙도서 평가세미나

∙연속간행물 리 세미나

∙장서개발론특강

∙장서 리세미나

∙정보센터론특강

∙정보자원 력특강

∙학교공공도서 경 세

미나

∙계량정보학특강

∙데이터베이스운 특강

∙데이터베이스특강

∙도서 자동화시스템세

미나

∙디지털도서 세미나

∙멀티미디어시스템

∙멀티미디어시스템 

세미나

∙색인시스템특강

∙시소러스개발론

∙웹정보처리특강

∙이론정보학

∙이용자인터페이스설계

∙자동색인연구

∙정보검색론

∙정보검색론특강

∙정보검색언어연구

∙정보공학세미나

∙지식정보처리특강

∙서지제어론

∙서지학

∙이론서지학

∙이론서지학세미나

∙ 국형태서지학세미나

∙한국형태서지학세미나

∙고문헌 리론

∙고문헌보존특강

∙기록정보 리시스템 

특강

∙기록정보수집 평가 

세미나

∙기록정보조직세미나

∙디지털기록보존특강

∙자료보존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