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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연구는사서의직업사회화에 한총체 인행 이론을도출하기 한일차 인연구로서사서직의직업사회화

경험의의미와경험의구조가무엇인지를밝히고,그이해를도모하고자하는연구이다.연구의참여자는학부에서

문헌정보학(도서 학)을 공하고, 재서울과 경기도의공공, 학, 학교, 문도서 에서 5년 이상의 정규직

경험을가지고 있는 16명의 직 사서 사서교사들이며, 개별 으로 2회의 개방 반구조 인 심층면담을

하여자료수집이이루어졌다.수집된자료의 상학 분석 결과연구 참여자들이체험한사서직의직업 사회화

경험은 1) ‘업무심화와 업무능력 확장을 통해성장함’, 2) ‘조직문화에 순응함’, 3) ‘이용자와더불어 성숙함’, 4)

‘양면 직업의식을가짐’, 5) ‘사서로서의자기실 을추구함’의 5개의주제범주로도출되었다. 한사서의직업사회

화의총체 의미는사서가상호작용 조정과정을통해공유하는이상 인사서상을구체화시키고실 해나가는

과정으로, 실에 합한 문성을 갖춘 사서 되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librarians'

experience of occupational socialization. Two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ach of the

sixteen participants, practiced above 5 years in libraries and selected by theoretical sampling.

Colaizzi's method of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was used to arrive at themes that represent
what the experience of being a librarian meant to participants. Five thematic 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1) growing through deepening work and extending ability, 2) adapting the organization

culture, 3) come to maturity along with users, 3) having double consciousness of the profession,

4) seeking self-realization as a librarian. Thus, librarians' experience means to orient toward the

becoming a librarian with the professional situated the practice, and is the process librarian concretizes

and realizes the ideal type of librarianship in the practice through adjustable interactive-process
with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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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근 문헌정보학이 국내에 도입되어 공식

인 사서 교육이 이루어진 반세기 이래로 도

서 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은 2006년

통계에 따르면 11,839개 도서 에 21,060명에

이르고 있다(도서 통계 2006). 사서직 종사

자들의 양 팽창과 더불어 도서 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격한 변화로 도서 과사서는 지

식정보사회의 주역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추세

이며, 사서에 한 역할 강화 역할 확 에

한 사회 요구가 증 일로에 있다.

무엇보다도 사서는 정보서비스의 질과 효과

를 결정하는 정보서비스 운 의주체이기 때문

에 사서들에 한 심층 이고다각 이며 지속

인 연구 근이 필요하다. 특히, 사서직 련

연구의 핵심으로서 사서가 어떻게 직업 으로

사회화되어가는 가는 사서직종의 발 도모와

더불어 한국의 도서 과 정보서비스의운 성

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며, 나아가서는 문헌정보

학 발 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문제이기도 하다.

사서의 직업사회화를 직업사회화의 일반

정의를 차용하여 정의하면 학부에서 문헌정보

학을 이수한 이후에 사서로 임용되어 도서

맥락과 련된 여러 규범, 가치, 태도, 지식, 기

술을 배우고 내면화하거나 나름 로 해석하고

반응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

다. 이처럼 사서의 직업사회화란 사서와 제 환

경간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그 발달과정 사

회화 양상의 규명을 통하여사서로서의 직업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사서 되어감’을 의미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직업사회화 주제는 문 직업인의

양성과 직업 발달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한

핵심 주제로서 교사직 기타 문직 분야에

서는 이미 보편화된연구주제이지만 국내 문헌

정보학분야에서는 이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극히일 부분 이고제한 으로 다루어져 왔다.

도서 환경속에서독특하게 형성되고있는

사서직의 직업사회화에 한이해와 유용한 지

식은 이처럼 재까지도미흡한 단계이므로 질

연구 근을통하여 사서직의 직업사회화라

는 비교 잘 밝 지지 않은 주제에 해 심층

으로 탐구해야 한다. 표 화된 도구를 이용

하여 양 으로 측정되어나온 직업사회화의 일

반 경향을 살펴보기보다는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생생한 삶의 경험과 의미를 탐구

함으로써 사서직의 직업사회화의 경험 이면에

숨겨진 구체 , 미시 , 심층 , 주 인 경험

세계까지도 밝히고, 이를 이해하기 해 질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1.2 연구 목

사서들은 직업활동과 계된 다양한 체제나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향을 주고받는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계 속에서

사서들이 경험하는 직업사회화 경험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경험의 구조는 어떠한가를 일차

으로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본 연구문제는 “사서들은 직업활동을 통해

어떠한사회화경험을 겪게 되는가?”, “사서 되

기의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구체 으로는 참

여자들은 도서 에서어떤 일을 경험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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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들의 상황과 내용은 어떤 것이며, 참여자

들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두드러지게 나타났

는가, 참여자들은 이들 생생한 경험에 어떤 의

미를 부여하는가를 탐색하는데 있다.

2. 문헌 고찰

직업사회화 주제는 교사직 기타 문직

분야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구주제이다. 그러

함에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직업 사회화’,

‘occupational/professional socialization’의 제

목의 논의를 LISA, PQDT, 국회도서 정기

간행물 기사색인에서 검색해 보면, 단지 극소

수의 논문만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직

업사회화라는 연구주제는 문 직업인의 양성

과 직업 발달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한 핵심

주제로서 궁극 으로 해당 문직의사회 기

여와 발 방안을 모색하는보편 인 주제이지

만,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에서는 이 주제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 이고 제한

으로 다루어져 왔다.

직업사회화 연구가수행된타 분야의 연구는

주로 각 교사들의 교직 사회화(최성락 1991;

최상근 1992; 이효진 1996; 이명순 2001; 박

길, 김계숙 2003; 신기철, 강신복 2004; 이두휴

2005), 간호사(김복순 2001), 체육지도자(김

식, 김종욱 2003; 김 식, 이제행 2003; 김건철,

방열 2005; 박은지 2005; 원형 , 하지원, 이승

민 2005; 장미 2005)의 문직업인의 직업

사회화를 질 연구로 근하고 있으며, 주로

문화기술연구를 용하여 사회화의 향 요인

과 단계 등을 밝 내고 있다.

사서직의 직업사회화연구는 사서직 련 연

구에 핵심 인기본틀이된다. 문헌정보학에서

이러한 사서의직업 사회화의 구명이 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진한상태에있으며그성과도매우미진하다.

국외 문헌정보학분야에서도사서직의 직업 사

회화를본격 으로표방하는양 혹은질

근의 연구 성과는 발견하기 극히 어렵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직업사회화의

본격 인연구로서최근사서교사가직업사회화

에서경험하는직무갈등 해결 략에 한문

화기술연구(김종성 2005)가 있으며, 공공도서

장의 사회화 과정을 부분 으로 언 한 양

연구(김포옥 2001)가있을뿐이다. 한직업사

회화에 한가장근 (近接)연구로는여성사

서직의 직력에 한 양 연구(최은주 1991a,

1991b), 사서직의직업이미지에 한주 성연

구(이은철, 김갑선2002), 사서의역할지향에

한주 성연구(정 욱, 강혜 2007)를찾아볼

수 있다.

사서들의 직업사회화 경험에 한 연구가 이

처럼 미진하기 때문에본 연구수행을 해서는

일차 으로 사서직 련 선행연구들을 사서직

의 직업사회화와 련된부분 선행 연구로서

범 하게 검토하 다.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사서직 련 최근 논의 심으로 살펴보면 주

로 사서의 계속교육(박 식, 박은정 1996; 장

혜란 1997; 임동빈 2001; 이명규 2002), 동기

유발(손정표, 김정렬 1996), 리더쉽(박인웅

2000), 사서 양성(엄 애 1989; 권은경 1991;

엄 애 1997; 강미혜 1999; 구본 2002; 안인

자 2003; 남 , 허운순 2005; 이연옥 2005;

이제환 등 2005), 사서 역할(정연경 1997;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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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1998; 이연옥 2005), 사서 인식도(김병주

1989; 임동빈 1996; 김포옥 1998; 한윤옥 2001;

장덕 , 이연옥, 윤진 2003; 최은주 2003), 사

서직제(김성수 1996; 윤희윤 2005a; 윤희윤

2005b; 이숙희2005), 사서직윤리(이순자1992:

손연옥 1996: 홍명자 2002), 연구활용장애(이

은철, 김갑선 2004; Kim 2005), 문직 논의

(박인웅 1996; 김용근 2002; 이제환 2003; 엄

애 2004; 김용근 2005; 김기 2008), 조직몰

입(유길호, 한계문2001), 조직갈등(윤 1997;

윤 , 이무진 1999; 유길호, 한계문 2005), 직

력 분석(최은주 1991a; 최은주 1991b), 직무만

족(류인석 1997; 유길호 1998; 유길호 1999;

유길호, 박정숙 2002; 오동근, 여지숙, 임 규

2007), 직업이미지(이은철, 김갑선 2002), 역할

지향(정 욱, 강혜 2007)에 한 연구들이다.

한국외에서이루어진연구들은주로직업

사회화가 인성에 미치는 향(Agada 1994),

업무만족(Leckie and Brett 1997; Williamson,

Pemberton, and Lounsbury 2005), 사서와 정

보 문가집단의업무 심비교(Scherdin 1992),

사서와문서 리자간의 직(Johnson 2002), 사

서역할(Love 2002), 직업 선택(Zemon 2002;

Lechner 2005), 승진이동(Matthews 2002;

Zemon 2002; Johnson 2002), 사서양성교육

(O'Brien, 1990), 직업 이미지(Hernon, and

Pastine 1977; Bloch and Bloch 1981; Slater

1981; Harris and Sue-chan 1988; Morrisey

and Case 1988; Schuman 1990; Carmichael

1992; Dickinson 2002: Fagan 2002; Highsmith

2002; Posner, 2002; Williamson, 2002; Yontz,

2002)에 한 연구가 있다.

이들 사서직 연구는 사서들의 직․간 인

직업경험에 한 것으로, 주로 문헌연구, 서술

연구들이다. 특히 이들 사서직 연구들은 다

수가 양 연구로서 사서직 련 연구 상을

련요인 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

들은 양 연구 근이 갖는 제약으로 인하여

다음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사서직 선행연구들은 사서들의 직업경

험의 일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단면 이

라 선행연구만으로는 사서직의 독특한 사회화

경험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실제

인 경험과는 탈맥락 으로 분석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사서들의 직

업사회화 경험의 과정을 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은 부분특정 연구 싯 에서

사서직의 연구 상을 설명하는 요인들의 속성

측면이나 그 계의 측정에 연구 심을 두

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직업사회

화 경험의 과정을 밝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셋째, 기존 연구 근은 사서들이 수동

으로 분석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서

들의 직업행 이면에 숨겨진 보다 구체 , 미

시 , 심층 인 측면들을 간과하게 된다.

이상과같이사서직의 선행연구와 그연구방

법을 검토해 볼 때, 사서들의 직업사회화 경험

을 설명하는데 는사서직의 기존 선행연구만으

로는미흡하다는 것을알 수있다. 따라서 사서

들의 직업사회화 경험을 총체 으로 설명하기

해서는 도서 장에서 사서들이 경험하는

체 인 상황 맥락과 과정을 담지할 수 있는

연구 근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연구변인을

용한 양 연구보다는 총체 설명을 한

질 연구방법을 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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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서가 경험하는직업사회화경험

을 기술하고 해석함으로써 사서들의 직업사회

화 경험의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밝히고 서술

하는데 연구 목 을 두었으므로 상학을 용

하 다.

질 연구의 방법은 크게 문화기술연구(eth-

nography), 상학(phenomenology), 근거이

론(grounded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

화기술연구는 인류학에서 출발하 으며, 인간

의 문화 행동, 다시 말해 특정사람들의생활

방식에 한 기술(記述) 설명에 주안 을

두고 있다. 근거이론(Glaser & Strauss 1967)

은 사회학에서 출발하여, 어떤 상에 해 실

제로 수집한 경험 자료에근거하여 귀납 으

로 도출된 근거이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련

의 체계 인 차를 제공하는질 연구방법이

다. 상학은 인식주체가 경험하는 의식작용을

탐구하는 철학 방법론에서 출발하여, 인간경

험의 기술에 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본질을

탐구한다.

상학은 철학이자 방법론으로, 인간의 경험

이 비록 주 이고 상 이지만 이러한 경

험들을 공통 으로 경험함으로써 상호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타인의 경험에서 공

통 인 의미를 분석하고 비교하면 상의 본질

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학의목표

는 경험의 본질 는 경험의 공통 을 찾아내

는 것이다. 상학연구에서는 단일한 연구방법

이니 차가 존재하지 않고 상을 기술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Colaizzi 1978,

53). 자료분석방법은 학자에따라다양하지만

(Van Kaam 1969; Giorgi 1970; Spiegelberg

1976; Colaizzi 1978; Van Manen 1984),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을 선택

하 다. 그 이유는 Colaizzi(1978)의 분석방법

이 참여자들의 개인 속성보다는 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 인 속성을도출해 내는데 강

이 있고, 연구자의 성찰을 강조하고 자료수집

과 분석이 동시에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4년제 학교에서 문헌

정보학(도서 학)을 공하고 서울 경기도

에 치한 공공, 학, 학교, 문도서 에서 5

년이상의정규직경험을가진 직사서 사

서교사들이다(이하에서는 사서교사를 포함하

여 사서로 총칭 함). 보다 구체 인 참여자 선

정 방법은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 연구자

를 선택하고자 의도 표집, 최 변이표집을

병행하여 참여자의 종별, 근무 연한, 교육 수

, 성별의 조건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 으며, 연구진행 에는 경험의 표성을

갖도록 이론 표집을 하 다.

근무 경험을 5년이상으로설정한것은 풍부

한 사회화 경험을 제공해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한 4가지

종의 도서 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종별

도서 에 따른 독특한 경험 연구가 아니라, 모

든 유형의 도서 사서들이 공유하는 사회화에

한 공통 인 경험들을도출함으로써 향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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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 직업사회화에 한 통합 인이론을 구성

하기 해서이다.

참여 사서들을 선정하기 해서는 <한국도

서 연감 2005>를 참고하여 서울과 경기도 지

역에 치한 각 공공, 학, 학교, 문도서

에서 일정 규모의 정규직사서직들이 근무하

고 있는 도서 을 물색하 다. 일인 정규직 사

서교사로 운 되는 학교도서 은 제외하고, 다

른 종의 도서 일경우최소한 5인이상의정

규직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도서 의 사서들을

선정 상으로하 다. 그이유는어느 정도

정 인원 규모를 가진도서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이 더욱 풍부한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라 단했기 때문이다.

한 모든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연구 이 에

일면식도 없었던 면의 사서들이 다. 이처럼

연구자 주변의 지인(知人)들을 엄격하게 배제

한 이유는 연구자가 지인(知人)에게 혹시라도

가졌을 선입견이나 친숙함이 오히려연구에 편

견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탐구 상 도서 을선정한이후에는 이도서

에서 정 근무경험을 가진 상자를 연구자

가 공식, 비공식 으로 물색하여 참여자를 선

정하 다. 한 연구를 진행하면서는 참여자의

경험 조건이 보다 다양하게 구체화될 수 있었

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조건의 이론 표집을

해 참여자들로부터 비공식 으로 추천을 받

거나 다른 직 사서들로부터비공식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도 하 다. 연구는 체로 참여

자를 공공, 학, 학교, 문도서 의 4개 종

으로 구분하여 진행하 다. 이것은 종별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공통 을 빨리 발견하고, 후

속 참여자의 교섭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참여자를 추가해도면담

내용에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

는 이론 포화에 도달한 총 16명이다. 참여자

들은 여성이 10명(62.5%), 남성이 6명(37.5%)

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9세이며(최

소 28세, 최 50세), 연령 별로 보면 20

(21~30세)가 1명(0.25)으로 가장 으며, 30

(31~40세)는 10명(62.5%)으로 가장 많으

며, 40 (41~50세)는 5명(31.3%)이었다. 이

들 참여자들의 학번은 70년 반 학번에서

90년 후반 학번까지이며, 이들의 입직시기

는 80년 반에서 2000년 반 까지이다.

참여자의 교육정도는 학사가 10명(62.5%),

석사 이상이 6명(37.5%)이 다. 참여자들의

평균 근무연한은 13년 6개월(최소 5년차, 최

25년차)이 으며, 5년차가 4명(65%), 11-20년

차가 10명(62.5%), 21-30년차가 2명(12.5%)

이 다. 참여자의 근무지는 주로 서울이 13명

(81.2%)이 으며, 경기도는3명(18.7%)이었다.

3.3 연구참여자에 한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이 개인의 경험을

구술 받는 면담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윤

리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 선

정 시 화와 자메일로 연구개요에 한 충

분한 설명을 제공하 으며, 자료수집을 해

본격 인 면담에 들어가기 참여자를 한

윤리 고려로서 본 연구의 목 과 연구방법,

참여자의 권리에 한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 인 동의를 얻고, 동시에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참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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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에는 본 연구의 목 과 연구방법 뿐 아니

라, 연구 참여에 따른 해요인이 없으며, 면담

내용은녹음되어 본 연구 목 으로만사용되며,

필요시 익명으로만 일부 내용이부분 으로 인

용될 수 있다는 것,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완성 이후에는 모두 폐기된다는 것, 참여자는

질문에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 한 궁 에 해서는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참여 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수 있다는 것, 자료분석이후 주요결과

를요청할수있다는것, 한연구참여에 한

사례 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담

장소와 시간은 참여자와 의하여참여자가 원

하는시간에편안하고조용한장소로정하 다.

3.4 자료수집 방법 면담 과정

본 연구는 주로심층면담에 의해 2차례의 자

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질 연구면담의 목표는

참여자가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도록하는 것

이므로 연구자는 가능한 한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 다.

면담 기에는 참여자와의 편안한 신뢰 계

를 구축하기 해 날씨등의 가벼운 일반 인

화를 서로 나 면서 기본 인인구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를 한 심층 면담 시에는

연구자의 선입 을 배제하기 해가능한 참여

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범 한개방형 질문으로 “지 까지의 도서

근무 경험을 말 해 주십시오. 사서로서 직업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경험에 해

이야기해 주십시오"로 시작하 다. 그런 다음

참여자의 구술내용에 따라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 다.

반구조화된 면담내용은 Seidman(1990)의 3

단계 심층면담법을 용하 다. 1단계 면담은

참여자가 겪었던 생애사 경험의 맥락을 악

하고자 문헌정보학 공의 계기, 재학 시 학업

경험, 사서직 입문 계기에 한 내용이었다. 2

단계는 사서직 경험의상세한 내용을 재구성하

도록 하는 것으로 사서직의 희로애락 경험에

한 내용이었다. 3단계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

의 경험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반성(反省)

하도록 조장하는 부분으로 구성하 다.

면담시에는참여자의 동의하에소형디지털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 비언어 표 과 특징을 주의 깊게 찰하

다. 면담 후에는 찰내용을 <면담 장노트>

에 기록하고, 면담의 주요 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사항등도 함께 기록하

다. 면담완료후 즉시녹음내용을 여러번 반

복 청취하면서 참여자가 구술한 언어 그 로

부옮겨 고 코딩을 하 다. 선행 인터뷰 자

료의 코딩결과는 다음 연구 참여를 수집하고,

면담내용을 조정하는데 용하 다. 2차 면담

은연구의민감성을높이기 해, 1차 면담이후

2-3주 이내에 시행하 다. 그러나 외 경우

로 참여자의 일정으로 4일 만에 2차 면담 이루

어진 경우도 있었으며, 참여자가 소속한 기

의 방문 차의 어려움과 참여자의 시간이 여

의치못해 3개월 만에이루어진경우도 있었다.

2차 면담의 내용은 1차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

불충분한 이나 의문 을 보충하고, 확인

하기 한질문이 서두에추가되었으며, 1차 면

담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후속 질문을 계속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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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면담자료의 수집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출 하지 않는 자료의포화상태에 도달

하 다고 단될 때까지 수행하 다. 면담일시

는 주로 참여자의 근무일의 오후나 퇴근 시간

이후에 참여자의 데스크나 회의실에서 이루어

졌다.

16명 참여자들의 2차 면담까지의 총면담 시

간은 3,456분(57시간 36분), 평균 면담시간은 3

시간 36분(최소 135분에서최 335분)이다. 참

여자의 총 면담 녹음시간은 2,622.98분(43시간

43분), 평균녹음시간은 2시간 43분(최소 126.02

분, 최 224.49분)이 다.

필사한구술내용은참여자들의집단 인 경

험을나타내는주제가발견될때까지반복 으

로 읽고, 연구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지

된 상태를 유지하기 해 호치기(bracking)

를 하 다. 분석결과는 자료로 부터 도출되고

반복기술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을 립 인 이

야기로 표 하려고 노력하 다.

3.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16명의 면담내용을 분

석하여 사서들이 공통 으로 경험하는 사서직

의 사회화 경험의 의미와 본질 경험구조를

밝 내는데 있다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 59-62)가 제시

한 상학 분석방법을 용하 다. 이것은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으로 부터 의미 있는 문

장이나 구(句)를 추출하고, 이를 기 로 하여

일반 이며 추상 인 진술을 만들어의미를 구

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경험의 본질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요약․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에서 느낌(feeling)을 얻기 하여 상

자의 기술(protocols)을 읽는다. 2) 참여자의

기술에서 탐구 상과 직 으로 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 의 진술을 추출한다. 3) 의

미를 구성하는 단계로, 창의 인 통찰력을 가

지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보다 보편 이고 추

상 인 진술로 만든다. 연구자는 의미 있는 진

술들을 반복 으로 읽으면서 숙고해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다. 그런 다음 원자료의

의미와 맥락 인 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

면서 상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보편 이고

추상 인 진술로 바꾸었다. 4) 3단계에서 구성

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 주제범주(thematic

categories)로 분석하여 분류한다. 이때 분류된

주제들이 원자료와 맥락 으로 일치하는지, 범

주화 내용에 모순이나오류가 없는가를 자문하

고 반성 으로 고찰한다. 5) 지 까지 분석된

모든결과들을 포 인기술로통합시킨다. 6)

선행단계를 통해 확인된탐구 상의 공통 요

소를 통합하여 본질 인 구조를 진술한다. 7)

경험의 본질 인 구조를 밝 냈는지를 타당성

을 확보하기 해 3명 정도의 상자(참여자)

에게 상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6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의 평가는 Lincoln & Guba(1985,

289-331)가 제시한 질 연구에 한 평가기

인 진실성, 용성, 일 성과 립성을 연구진

행과정에 다음과 같이반 하여 연구의 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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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 다.

첫째, 질 연구의 진실성은 양 연구의 내

타당성(internal validity)에 해당되는 것으

로, 참여자의 지각과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기 이다. 본연구에서는각단계에서 3명의 참

여자에게 면담기록 내용과분석결과를일부 보

내어 연구자가 기술한내용과 분석결과가 참여

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재확인 과정을

수행하 다. 둘째, 용성은 양 연구의 외

타당성(external validity)에 해당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했는가, 연구

결과가 연구맥락 이외의 상황에도 용가능한

가의두가지측면에서논의할수있다. 본연구

에서는 참여자가 원하는시간과편안한 장소에

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한, 본 연구

는질 연구로서모집단의 표성이아니라경

험의 표성, 즉 개념의 표성을 확보해야 한

다. 따라서가능한한 사서들의 직업 사회화 경

험을 표할수있도록다양한직업사회화경험

을 수집하 으며,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 으

로나타나기시작하여더이상의새로운자료가

나오지않는자료의포화상태까지자료를수집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 다. 셋째, 일

성은 양 연구의 신뢰성(reliability)에해당되

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

에 일 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 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의문제제기에서자료수집과정,

분석과정등 연구 체과정에 한 상세한 기술

을 하 다. 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

견을 배제하기 해 개념과 범주 명명에 한

어휘 선택의 성을 해서 필요시에는 국어

사 과심리학사 을 참조하 다. 넷째, 립성

은 양 연구의 객 성(objectivity)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과정과결과에있어서 모든편견에

서 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

구자는 립성을유지하기 해연구에 한선

(先)이해, 가정,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술하

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동시에 면담자료와

문헌내용, 자아인식등을메모하여 내용들을상

호비교하고 구분할 수있도록 의식 으로 노력

하 다.

4. 연구 결과

사서의직업사회화경험에 한원자료에서

Colaizzi(1978)의 상학 분석 방법을 이용

하여 의미 있는 진술들로 맥락화한 후 1,644개

의 의미 있는 진술로 정리하 으며, 이것을 일

반 인언어로 재진술하여 36개의 구성된 의미

로 도출하 고, 이를 맥락의 유사성에 따라 17

개의 주제로 통합하 으며, 이것을 다시 9개의

주제묶음으로 통합하여 5개의 주제범주로 도출

하 다(부록 1).

사서직의 직업사회화 경험과 련된 공통된

주요 경험의 의미와 그 본질 경험의 구조는

1) ‘업무심화와 확 를 통해 성장함’, 2) ‘조직

문화에순응함’, 3) ‘이용자와더불어 성숙해짐’,

4) ‘이 의 직업 정체성 가짐’, 5) ‘사서로서

의 자기실 을 추구함’의 5개의 주제범주로 도

출되었다.

범주 1. 업무심화와 업무능력 확장을 통해

성장함

사서는 도서 업무를 통해 진정한 사서로

성장한다. 사서는 업무 경험을 통해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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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찰력과 도서 경 에 한 안목을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서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

의 축 이 요하며, 이러한 실 경험을 통해

사서는 업무에 정통해지고 업무에정통해 감으

로써 인정받게 된다. 한 사서는 기존 지식의

소진이나, 업무가 익숙해지면 겪게되는 권태감,

슬럼 , 시 변화에 따른 기감의 부정 경

험을 극복하기 해 유 자격증 공부, 학원

진학, 혹은 업무 련 자력학습에 몰입하기의

다양한 방식으로 처하며, 이러한 처 방안

을 통해 업무능력을 신장해감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주제모음 1.1 업무에 정통해 감으로써 인정

받음

사서가사서로서 성장해 나가는데는 업무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서는 업무 순환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을 축 하며, 장에서

체계 배움을 통해 알기보다는끊임없는 노력

과 장 경험을 통해 업무에 정통해 감으로써

인정받게 된다.

주제 1.1.1 업무경험의 축 이 요함

사서는 많은 업무 에서 성에 맞거나 자

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맡고 싶어

하는 선호 업무가 있다. 사서는 새롭게 부여된

업무가 벅차고 힘들지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도서 업무를 두루 섭렵하면서

그 에서 나를 키운 핵심 인 업무가 있음을

알게된다. 사서는 때로는역량발휘가 안되는

사소하고 반복 인 업무로 갈등을 느낀 도

있으며, 업무 수행시 능력의 부족함을 느낀

도 있으나, 자신의 업무와 도서 미래를 고민

하면서 일함으로써 업무에 한 책임감으로 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경험의 축 이 도서

과 업무에 한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어 사

서의 성장에 요한 경험이 된다.

그게수서를 하면서다른도서 어떤메커니

즘을 많이 이해하게 죠. 그리고 산을 쓰는

데기 때문에 산을쓰고계획을 세우는 데이기

때문에그쪽에서배우는게 죠. 어떤도서 의

흐름이라든지 흐름을 얘기할 때 막힘이 없죠.

산을 산이라는 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있거

든요. 그런 산이해를잘하면도서 돌아가는

걸 한 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수서를 안

해 보면 산에 한 감각이 없으면 그런 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참여자 13).

그니까 이 얘기를 다른 식으로 약간 틀

면은 학4년을 졸업해가지고 뭐 학도서 이

라든지 공공도서 이든지 뭐 학도서 이든지

이 게 가면은 이 이 4학년 이 군 갔다 오고

이 얼마나 야심차겠어요? 야심차잖아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도서 에 첨 입사를 하믄은어떤

업무를 시키냐면 주로 출업무를 시켜요. 출

업무를 시키는데 참 출업무가 그 언뜻 보면

은물론거기에물론인자다른의미가있잖아요.

일단은 그 4학년 졸업한 애가 언뜻 보기에는

그 리를 하고 얄구짖게 연체를 하면

연체료가 50원이니 100원이니 뭐 그다음에 뭐

책이 있느니 없느니 아주 그거 참 참 별루 그

애한테는 별루 매력 이지 않을꺼 요. 그런데

인제같이들어온동기나이런사람보면은어떤

애는뭐교무과에있다던지어떤애는뭐 리과

에 있다던 지 뭐 이러면은 아이 뭐 동기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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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은 녁때 술 한 잔 할꺼 아니 요? ‘야

나는 야사장님 와가지고나보고 심먹자고 아

주난리더라야' 뭐이 게자기도약간 자랑삼아

서얘기하면 얘기하는 거동기들한테 듣는다 말

이야? 근데 자기는 기껏하는게 뭐 50원 연체료

가지고 뭐 끙끙거리고 뭐, 그 이르는 게 무

자기 컨셉에 안 맞아요(참여자 08).

주제 1.1.2 경험을 통해 업무에 정통해짐

사서는 도서 장에 진입하여 체계 으로

업무를 배우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운지식의 원

리를 바탕으로 이를 용하면서 장에서 스스

로 체득해 가는 경향이다. 한 사서는 업무에

필요한 자력학습을 하기도 하며, 업무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생생한 업무지식을 만들어감으

로써 업무에 정통해지게 된다.

좀그때당시에재 었다기보다그때굉장히

재미없게공부했던그런책에있는내용들이이

게 살아가면서 이용자들을 해가면서 ‘아! 그

말이다거짓말이아니었구나!' 이런생각이드는,

오히려 그게 더 재 는 것 같아요. 식상한 그런

텍스트북에있었던내용들이요즘맞춰지는그런

게 오히려 더 재 는 것 같아요(참여자 05).

책도 보죠. 하다가 ‘아이, 잘모르겠다' 하면은

학교 때 수업 받은 것도 들춰보고 그리고 인제

학원이거는 학원때배운것도많이들춰보

고 그랬어요. 기본 인 일도 개념정리니 하고

들어가려면 이론 인 거 그런 것부터 훑어 야

죠(참여자 16).

그러면 책이 이 게 쌓여 있어도, 체크인 한

게 이 게 쌓여 있어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그러면 으로 이 게 보면 그게 탁 보여요.

그니까 그 게 얘기하죠. 실습생들이나 오더

래도 ‘ 로 그 쉽게 온라인 작업을 생각하지

말라' 발품을팔고머리품을팔면그게내지식이

되는거 요. 그니까내꺼를만드느냐안만드느

냐의 차이를 힘들게 으로 한 번 더보고 발로

한방더뛰믄되는데요즘애들이안하거든요(참

여자 06).

학교다닐때공부했던거는요, 실제사서하고

한거리를둔다면상당히멀고요. 공부했던내용

하고는 상당이 멀게 업무하는 내용은 새로 다

배우는 것 같았어요. 결국 뭐 그냥 알고 있었던

분류, 목록이런개념들을알고있으나업무하고

는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기억이나고요. 실제로

도서 에서업무를하면서배우는것들이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안에제가배웠던시기와취업

을해서 업무를했던 내용들은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상당히업무의 질과내용이

많이바 었겠지요. 는마크라는것도 는배

우지못했으나새롭게이제 산화하면서배우게

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참여자 09).

주제모음 1.2 업무능력 신장으로 조직생활의

부정 경험을 극복함

사서는조직생활에서 겪게되는부정 경험

을 극복하고, 미래 발 에 응해 나가기 해

업무능력을 신장해 나간다.

주제 1.2.1 업무능력을 신장함

사서는 업무와 조직생활에 차 익숙해지면

서 기존 지식의 소진을 경험하거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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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태감을느끼게 된다. 한때로는 승진 좌

로 슬럼 를 느끼며, 도서 을 둘러싼 속

한 사회변화를겪으면서 기감을 느끼게 된다.

사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서발생하는 부정

경험을 극복하고자 업무 련자격증 공부에

매달리거나, 학원진학에 나서거나, 업무 련

자력학습에 몰입함으로써 업무능력을 신장하

게 된다.

제가 업무를 한 7년 하다가 [ 학원]갔거든

요. 7년 근무를하다가 석사를 갔는데, 막연하게

졸업을 하면서 학원을 가야 되겠다고는 했었

지만, 실제 한 7년 근무를 하고 났더니, 약간은

배운 거 다 써먹은 느낌인 거 있죠. 비었다고

해야 하나? 아는 건 다 써먹은 느낌이 들어서

충 을 해야겠다. 이래서들 충 들은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쯤 갔었죠(참여자 16).

이제 도서 에 들어와서 사서직 공무원으로

이제근무했는데한몇년동안근무를하다보니

까 이제 업무에 한 지루함이라든가 그런 게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 해낸 게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슬럼 같은

거를 학교를 간간히다니면서이제많이세월을

지낸것같아요. 그 지않으면슬럼 에 빠진다

고 그러죠. 자기 직업에 한 슬럼 이런 게

좀 때때로 찾아오더라고요. 일이 특성상 그런

것같아요. 일을이제해보니까좀 단순하잖아요

(참여자 04).

승진이 좌 되어 처음에 기분 많이 슬 죠.

자괴감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계발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략... 제가 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에도뭐이 게 어학자

격증같은, 자격증은아니죠. 그런자력에도움이

된다고 해서 토익시험 같은 것도 서 올리고

그다음에컴퓨터자격증같은것도따서갖추어

놓고 그런 것들 좀 가만히 안 있는 편이에요.

일단 어떤 재교육 같은 건 늘상 필요한 거니까,

그런리푸 쉬는확실히되구요. ... 략... 그러니

까, 일단 사서로서어떤업무하는데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 같아요. 그 공

련되는 공부를(참여자 13).

그니까다른일을해보고싶어했고, 그래그래

서사실제가뭐컴퓨터나인터넷어떤홈페이지

웹사이트 구축 이런 쪽에 해서 공부해 하게

고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제가 다시 자리,

자리이동을 한 거 거든요(참여자 07).

범주 2. 조직문화에 순응함

사서는도서 조직이 사서뿐만아니라다양

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입장

에 따라 업무에 한 문제해결방식이 다르며,

동일한 직종의 사서일지라도각각의 입지와 성

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도서

의 조직문화에 순응하게 된다.

사서는업무를 수행하는것 보다구성원들간

의 좋은 인간 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 더 드

는조직 문화를 알게되며, 공 인 계를 원

만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차 터득함으로서 조

직에 응해 간다. 한 사서의 조직생활에서

향을 많이 주는 구성원은 선임자․상 자이

다. 사서는 좋은 선임자․상 자와 일하게 되

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행운이라

고 생각하며, 동시에 선임자․상 자의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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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이를사서로서 성장

하고 발 하는데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상

으로 삼았으며, 선임자․상 자는 사서에게 청

출어람(靑出於藍)의 미래좌표가 되었다.

주제모음 2.1 조직의 응 원리를 터득함

사서는 도서 업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

니고 서로 력해야 하고, 업무 으로 좋은 인

간 계는 조직생활에서 내 옹호자를만들어 업

무 수행시 좋은 시 지 효과가 된다는 것을 알

게 된다. 사서는업무 수행 보다는 조직을구성

하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원만한 인간 계를

만들어가는것이 힘이더 들지만, 원만한공

인간 계 유지기술을 익 감으로써 조직의

응 원리를 터득하 다.

주제 2.1.1 업무보다는 인간 계가 힘이 듦

사서는업무보다는인간 계가 더힘이들었

다. 그래서 때로는 조직생활을 하는 데에

는 업무 능력보다는 원만한인간 계의 유지가

더 요하다고까지 생각하 다.

사서는 선임자․상 자들로부터 조직의 기

존 문화나 업무 례가 불합리해도 조직의 기

존 례를 묵묵히 따르라는 유언․무언 혹은

직․간 의 지 을 받은 바 있으며, 업무에

한과욕을부리지 말고있는듯 없는듯조용히

지내라는 지 을 경험하 다. 한 사서들은

조직에 때로는 에 보이지 않는 편 가르기 문

화, 끼리 문화가 있음을 실감하 다. 사서는 도

서 업무를 지원해주는 산직․행정직과의

업무입장 차이로 인한갈등, 신입 사서와기존

사서와의 갈등, 학부 공 사서와 비 공 출신

사서의 갈등,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갈등,

실 안주자와 개선주의자들의 갈등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형성된 끼리문화에서 갈등을 체험

하 다.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 좋게 얘기하면 순응

하는 거고요. 조직 내에서 그런 분 기를 순응

한게, 결국은그만두지않을거면그걸바꾸기는

‘참 힘들구나’ 라는생각이들었고요(참여자 01).

‘니가 3년 동안 00에 다니면서 최신 기술을

습득을 했을 진 몰라도 도서 이라는조직그리

구 학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보수 이기 때문

에 벙어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 하나 뭐죠? 안

보이는거? 장님? 그거 3년씩 9년을하래요(참여

자 05).

심시간에 직원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직원들이 밥을 먹으려면 ‘여자직원들이 국을 떠

라' 이런 얘기를 그 게 했어요. 근데 반발을

했죠. .... 략... 그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식의 군 문화가 마치

직장 분 기여가지고. ... 략... 그 당시 분 기

는윗사람들조차, ‘그냥좋은 게좋은거다, 해라'

라는 식의 분 기 고.... 략... 그 당시 분 기

는자발 인 게 아니었고강압 인 것이었

기 때문에.... 략... 공무원 계질서 뭐라 그러

더라고요. 에서 하면무조건명령을하면 그거

에 해서반드시실행을해야되는그런용무가

있더라고요(참여자 01).

그리고학기 처음여기와서근무시작했을

때는 도서 을 좀 멋있게 운 해 볼려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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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을 세 번인가 올렸어요. 교장 교감 그르구

인제 부장들하고 리핑을 딱했을때마다 캔슬

을 매겼어요. 어느 한순간 어느 날 지나가는데

‘0선생'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어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라' 그러면서 어 ‘교장이나 교감이 다른

학교 가서, 도서 을 보고 와서 이 게 이 게

운 하기를바란다'면서 ‘시킬때 마지못해 하라'

는얘기를 듣고 어이제까지 조용히지내왔어요

(참여자 11).

그 과장님의 다양한 면모에서, 그 과장님은

직업인으로서 사서에 해서 갖는 거는, ‘월

나오는데지장없으면더일만들어서하지마라’

그과장님은되게 정도많고 솔직한 분이거든요.

보고도 그러거든요. ‘000, 월 나오는 데

지장 없는데 다른 일 만들어서그 게 안 으로

욕 얻어먹어 가면서 자식새끼 고생시켜 가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죠(참여자 03).

를 들자면 ‘일 욕심낸다고 승진 빨리 되는

거 아니다', ‘일 잘한다고 뭐 일 많이 한다고 상

주는 거 아니다', ‘뭐 무 열심히 하지 마라 몸

축난다, 몸 생각하면서 하라'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죠 사실은(참여자 04).

뭔가 는 ‘좀 많이 서비스를 하자. 힘들어도

일을 많이 하자’ 사실 그 주의거든요. 근데 ‘왜

도서 에서 그것 까지 해줘야 되느냐' 안주하는

그런것들에좀부딪힐때가 는많이답답하죠.

근데매 리즘에빠지는것 같아요. 좀 20년씩들

되고 그러면 그리고 옛날부터 약간 ‘이용자한테

당히 서비스를 해줘야지, 해주고 나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쓸데없

이 해줘!' 라는 어떤 그런 것에 한 답답함,

보수 인그건보수 인것 같지는않고, 하여튼

실에안주하고자하는쪽하고, ‘조 힘들어도

이용자한테 에 보이도록좋아질 수있으면 서

비스를 개선하자, 안 하던 서비스를 하자'라고

하는쪽과충돌이죠. 아주작은데서부터큰데까

지 그런 쪽이 좀 답답하죠(참여자 05).

그런 성숙을 도와줬단 건 조직문화 자체가,

이 게 조직문화 자체 때문에 스스로 성 하

는부분이있었던것 같아요. 조직문화가 서로서

로패 가르고네 편아니면 완 히깔아뭉개고,

그리고 오늘은 내 편이었는데도 돌아서서는, 막

그런분 기가좀있었거든요. 요즘은좀안그런

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처음엔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스스로 조직생활에

제가 응을해나가는 것같아요. 을것 고,

인간 으로조직 생활에서는그런것 같고(참여

자 13).

는 학부 4년제 출신이에요. 근데 이 안에

여러가지배경을가진 분들이공존해요. 그러신

분들도 사서직이긴 하지만 배경이 달라요. 그러

신분들은 사서직에 한 라이드가 희들

만큼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처를

할때이마인드가틀려요. 일을풀어나가는방식

이쉽게이제행정직에 동화되죠. 그리고 실리에

빠르더라고요. [실리에 빠르다는 건] 빨리 악

하고빨리엎드려야하는 곳에엎드리죠. 하

다는표 이, 정말실리에빨라서분 기 악을

하고. 우리는 만약에이 공을했으면 학문 으

로거수로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 근데그게

마인드가 틀리니까 당장 빨리 엎드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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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우리는 고집을 부리게 되죠. 그리고

그사람들은 그러면일하기 편하게이런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부합되어주니까 일하기 편한 거

고. 제일 문제는사서직들이공부를열심히 해야

죠(참여자 02).

주제 2.1.2 원만한 공 인 계 유지 기술

을 터득함

사서는조직생활에서 다른구성원들에게

하고, 구성원들간에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통해 나름의 원만한 공 인 계 유

지 기술을 터득한다. 사서는 조직생활에서 하

찮은 것일지라도 내 이득을 먼 챙기기 보다

는 다른 구성인들을 해 먼 양보하고, 비록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며다른 구성원들

에게 해지려고 노력한다. 한 구성원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그 자체를회피하고자 타인의

업무 간섭 안 하기, 갈등이 발생했을지라도 갈

등을 드러내지 않기, 구설수에 안 오르기 해

조심스럽게 업무 인간 계만을 유지한다.

희생정신이라고 해야되나... 략... 약간 남보

다 손해 본다고 그 게 해야 좀 일들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무 내 생각 주로, 에

많이그랬거든요. 내생각 주로내가젤 요하

고그랬던것같은데, 지나면서보니까 상 방도

인정을해줘야되고 목록이든서비스든어느

정도 ‘내가 사한다’ 내지는 ‘희생한다.’ 직업으

로한다생각해도 사한단 생각 없이는힘들지

않을까. 오래못할 것같아요. 일을, 워낙서 로

일해야 하고 남한테 도움을 줘야 하고 남들이

와서기 를하는데, 도움을줘야하는직업이라.

천 만 이 떨어지는 직업도 아닌데, 자기 직업

을 만족하고 남한테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지 되게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16).

제 생각에는 인간 계 부분에는 그냥 자기가

손해보고 그냥 그리고 뭐 그냥 그 게 하면 다

해결될꺼라고생각이들어요. 그니까좀뭐 특별

히뭘해드리고그런거는어렵잖아요. 그런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뭐 말 말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있어서도 어떤 배려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랄까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도와드리고 뭐 그런 거겠죠(참여자 07).

응 략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계발을

많이 하고 그리고 는 개인 으로 많이 부딪치

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내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해서 크게 여하지 않고, 업무

같은 걸로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참여자 13).

그냥 웃으면서 지나고 말아요. 뭐 그걸 갖고

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갖고 따질 꺼 요,

뭐할 꺼 요. ‘아, 그런 사람이구나’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더하겠어요. 그런 사람

하고 속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양

겉으로 이야기하고 웃어주고 말고. 뭐 재미없는

계가 되는 거죠 뭘. 스쳐지나가는, 스쳐지나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게 살아야죠. 그걸

갖고 어떻게 스트 스 스스로 받을 필요 없잖아

요. 먼 웃어주구 그러면 되죠뭐 어떡할꺼 요

(참여자 11).

도 사람이니까 정(情)가는사람이 있고정

안가는사람도있고그런차이도있지만경험

으로 ‘이사람한테는말할게아니야', ‘이사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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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는얘기가되겠다' 이런기 은제가삼는거니

까. 그런 것들이죠.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죠(참

여자 14).

주제모음 2.2 선임자․상 자는 미래 좌표

가 됨

선임자․상 자는 사서의 미래 모습으로서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좌표가 되었다. 선임

자․상 자는 사서가 성장․발 할 수 있도

록 이끌어 주었으며, 선임자․상 자의 온화한

품성과 사서로서의 뛰어난 자질은사서에게 본

보기가 되어 선임자․상 자를 닮아가고 싶은

내면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선임자․상

자를 만나게 된 것은직장생활의 행운이라고

생각하 다. 뿐만 아니라 사서는 선임자․상

자의 미흡한 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이러

한 선임자․상 자의 부족한 을 반면교사의

상으로 삼아 발 의 계기가 되었다.

주제 2.2.1 좋은 선임자․상 자와의 만남은

행운임

선임자․상 자는 사서의 능력을 인정해주

어 조직에서의성장․발 의 실제 계기를 제

공해 주거나, 일상 삶과 조직생활을 잘하도

록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 다. 한 선임자․

상 자는 사서의 업무 성을간 하고 앞으로

의 성장 진로를 제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

문일침(頂門一鍼)을 가함으로써 좋은 사서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한 사서는 선임

자․상 자의 뛰어난 업무통찰력에 깊은 감동

을 받거나, 사서로서 본보기가 되는 선임자․

상 자의 온화한 품성과 사서로서의뛰어난 자

질, 리자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역할모델

로 삼아 닮아가고자 하 으며, 이러한 좋은 선

임자․상 자와의 만남을 직장생활에서의 행

운이라고 생각하 다.

과장님의말을빌자면뭐, 지 제가하고있는

‘상호 차나 원문복사나어차피자료를 찾아주

는 거니 연구지원이나 교육이나 같은 맥락이고

이부분은 앞으로 도서 에서 미래에 문화 되

고 특성화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거기에 옛날

회사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듯이 좀 그 쪽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쪽을 좀 더 지 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쪽을 문화 특성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

고요(참여자 05).

연애를,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토요일

날도근무를했었어요. 그시 때는오 만열심

히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인제 열심히애인만나

러가는그래서나 지 뭐 ‘애인만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 어이 ‘선생님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 ‘나 지 세미나 하러' 간 . 그때

선배그러니까토요일날은 나는생각하는데 ‘토

요일날을놀고그 게 즐기는날이다' 생각했는

데 ‘토요일 날도 공부를 하러 간다'는 그 선배

사서가 무나충격 이었어요. 그래서 ‘나도공

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받았고

.. 략... 하여간 창기에는 선배가 ‘도서 에,

회사 취직해서도 인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구

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느,느 어요. 왜냐믄

도 처음에 날라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

씨, 평생 인자 먹고 살게 되겠구나’ 이 그 게

헐 헐 그런 생각했는데 그때 한번 정문일침

을 가한 그런 선배가 있었고(참여자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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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방학때자율학습 근무를자청해서했어

요. 제가되게재단 를발령내 학교에도고마

웠고 그때 근무의욕이 넘칠 때니까아이들하고

하게생활하고싶었고 그래서 방학 내내 자

율학습감독을 했는데 자율학습 감독이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이 방학근무에 해서는 월 외

의 수당을 주거든요... 략.. 그랬을 때 되게

치보 죠. 임주제에그리고제가돈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방학 근무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있을때 그 선배선생님 의

한 분이, ‘ 도 교산데' 교사가 그 당시 오 에

근무하면 한 2만원, 오 , 오후 근무하면 뭐 4만

원 이 게 자율학습 수당을 받았는데, ‘ 같이

받아야지 사서교사라고 해서 덜받으면 어떡

하냐. 도 나도 다 같은교산데', 이 게 동등

한교사로 우해주신분이있었어요. 제가거기

서 되게 정신 차리고 그 게 요구를 했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은

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략... 그

분이되게고맙고요. 에게용기를줬던 선생님

이(참여자12).

이분은골고루 역을다돌으신거 요. 그니

깐최신의어떤기술이나그런건 희보다못하

실진모르겠지만정말이십오년의도서 히스

토리는 그리고업무의 히스토리는 그거는꼭 컴

퓨터를 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은그냥방법일뿐이잖아요. 그니깐그 마인

드가 훌륭하세요. 그래서 ‘여기는여기와 연 이

되구’, ‘여기는여기와이 게유기 으로연동이

되구’ 이 게해서이 게해서하는그니까무슨

업무가 개별 으로 생기면 ‘그건 이 게 이 게

이 게 하는 게 가장 효율 이지 않겠느냐’라는

방법을 제시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이죠.

.. 략... 그분의 따뜻한 리더십도사람들이 좋아

하고 최신기술 역은 아니지만 그런 업무에

한 그런명확한정의 같은 걸 내려 수 있는

자체에서도 참 좋고 괜찮죠(참여자 05).

얼마 에 퇴직하셨는데 우리 000선생님이라

고계셨거든요. 제가그분의어떤생각이나 그런

향도많이받았던거 같애요. 굉장히 열심이시

고 한번 이 게 뭔가 계획하시고 이 게 일을

시작하시면 막 뒤도 안 돌아 보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도서 에 한

애착도 굉장히강하셨고 그분에게도 좋은

향력을많이받은거같애요. 음, 우선은뭐 도서

에 한 애정이겠죠. 도서 에 한 애정, 그

다음에그리고이용자를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그니까 0과장님 그퇴직하신 0과장님같은

경우는 학생들 이름을 지나가는 학생들 이름을

다알정도 요. 그니까, 그래서와서 무신기했

던 게 학생들이 처음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는이제컴퓨터가 많이 사용되지 않

았을 땐데어느 주제에 뭐 ‘무슨 책을 찾는다’고

하는 학생이 물어보면 바로 그자리에서 분류번

호를 얘기해 주시고 ‘어디어디 가 라, 거기 몇

번째서가에무슨책이있을꺼다’ 그 게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물어보는그 학생의이름을 불

러주시고. 그니까그냥뭐다자기자식처럼그

게 하시는거그래서그런부분에서많이 ‘제가

배울 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07).

고마웠던 사람, 선배 한 분이 계셨었죠. 그래

서일을하는방식, 일을 하는자세라든가이런

것들 살아나가는자세, 그리고 인 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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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많이 멘토라고 하나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건 아니지만 그리고하나의 모델

비슷하게 설정을 해서 이 게 좀 가까이 그런

모습이 되게 했던 분이 계신 거죠(참여자 15).

주제 2.2.2 선임자․상 자는 반면교사의

상이 됨

사서는 선임자․상 자의 부족한 을 반면

교사(反面敎師)로삼아 이들의부족한 으로

부터 각성하고,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다. 사서

는 선임자․상 자의 융통성 없는 권 의식,

업무 태만이나 안일함, 배타 인 태도와 같

은 선임자․상 자의 미흡한 으로부터 깨달

음을 얻었으며, 선임자․상 자의 능란한 처세

술, 부당/차별 우, 사소한 꼬투리 잡기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더욱 단련되어간다.

그게 이 게 상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 인활동도 열심히하면마인드가 다를 거

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 자체가 워낙 정말

우물 안개구리처럼학교내에서 이런 안주하는

경향이라서 그런 직원들 에 직원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발 할 수 있는데, 그런기회가

좀 많이 보수 으로 차단 돼 있어서 그게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참여자 05).

근데 좋은 자극이든지 나쁜 자극이든지 다

나 에 지나면 도움이 되죠. ‘나는 그런 그런

사람이되지말아야겠다' 라고하는그런 경우도

도움이되고 우리인자동료사서직원인경우

에도 그때 제일 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지

은 인자 상 직원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때

인자 ‘우리는 그러믄하 직원한테그 게 하지

말자’라는그런하나의지표도될수있고그래요

(참여자 08).

제가 은근히 화가 나는 게 제가 방 얘기

했던 기존의 공공도서 이 하는 서비스 행태들

이 단순하고 반복 이고 소모 이고 그런 부분

들이 공공도서 에서 해방 이후로 지속돼 왔을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새로운 분야에 해서

주체 으로 개발하고우리선배들은그런걸 안

했을까? 그런좀 속상함이나서운함이나 하여튼

그런 게 느껴지더라구요(참여자 03).

그쓰 기같은장서들이런것들은다선배들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나는 학도서 의 장

서들보면은 아주돌아버리겠어요한마디로(참

여자 08).

다른직원이자기직속후배 기때문에상

으로 를이 게좀더. 그건그분이워낙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니사람 내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차별을했었던분이었어요(참여자 13).

범주 3. 이용자와 더불어 성숙해짐

사서직은 정보요구를 가진이용자와 함께 하

는 삶이다. 이용자는 사서가 사서로서의 자아

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주는

상이다. 사서는 이용자들의 정 반응에서

사서로서의 만족과의 보람, 존재감을 느끼지만,

불만족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

는 노력과정에서 사서로서 더욱 정련(精鍊)된

다. 사서는 이러한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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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모음 3.1 이용자는 자아성찰(自我省察)

의 계기가 됨

사서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에서

사서로서의직업 존재감을느낄뿐아니라, 사

서로서의 자아를 끊임없이 정련하는 계기가 되

며 사서로서 자신의 역량과 품성, 서비스 자세

사서직에 한 성찰(省察)의 계기가 된다.

주제 3.1.1 이용자로부터 사서로서의 존재감

을 느낌

사서는 정보서비스에 해 정 인 피드백

을 주는 이용자에게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이

러한 만족과 보람이 사서직을 유지하는데 큰

격려가 된다. 사서는 제공한 정보서비스에 이

용자가 만족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을 때,

이용자로부터 문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받게

될 때, 이용자의 성장과 변화를 목도하면서 사

서로서의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느끼고 사서로

서의 존재감을 갖게 된다.

아이들모습보면서내가여기서해야될 치

가 뭔지를 새삼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되네요(참여자 11).

인제학생들이물, 여기서는그런거물어보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그 가끔씩 인제 어떠한

어떤 책을 딱 제목을 해갖고 제목을 찾아서 ‘이

책이어딨어요' 이 게물어보는게아니라 ‘선생

님, 뭐이런이럴경우는어떠어떠한분야책인데

선생님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이 게 얘기를 할

때에. 그래 갖고 그, 그런 거를 이 요기 왔을

때 하고 그거에 한 것을 제가 얘기 해줬을

때 그리고 그애가 책을 내면서 ‘아주 좋았다'고

그럴 때 좋고. 그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해 려면

사실은사서교사가책을많이 야될거같애요.

선생님들두뭐 기해면은뭐 ‘어떤책’ 뭐 ‘어떤

거좀권장해달라’고그럴때사실뭐제가 심

있는 분야도 따로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갖다가 무턱 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사람마다그 심분야가 틀린데. 어 든 하튼

그책을 권장해 수있고 딱 하게 이 게

답해주고 그 피드백으로 인제 그 그거에 한

만족을 발견했을 때 개인 으로 보람을 느끼는

거 같애요(참여자 10).

는 논문지도, 논문지도라고 말하면 무 거

창하지만 주제를 잡아온 사람들하고 주제에

해서얘기를하고논문써본사람과써보지않은

사람 그거는 천지차이인거 같애요 느낌이. 그래

서내가논문잡을때힘들었던 을상 방한테

얘기해 주면 그것도 도움이 되고. 논문 쓰는데

이 게 이 게 돼 있으면요 이걸 가지고 의

문은아니지만 ‘이걸가지고니가어떻게 설문

을 돌려야 되고, 구한테 설문을 돌려야 돼’,

‘이거를니가 이 게하면힘든데요거를 이 게

살짝 바꾸면 니가 이 게 편해진다’라는 얘기도

해 수 있구 그찮아요. 그런 경험이 그런 것

때문에 그건 학부만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면

솔직히지가뭘해보지도않고이러지않겠어요?

같애도그래요. 그러니깐그그 게하고나와

서업무를할수있는 역자체는다른거같애요

(참가자 05).

주제 3.1 2 이용자는 사서를 정련시켜 주는

사람

사서는 이용자의 불만과 불평의 민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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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자신의 사서 역량으로는해결하지 못하는

정보요구를 제시하는 이용자를 하면서 사서

는 일순 긴장하기도 하고, 자신의 역량과 서비

스 응자세에 한 각오를 새롭게하고, 고무

되는 등 이용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사서는 끊

임없이 직업 으로 정련된다.

사서는이용자들이사서에 한불만족을 도

서 민원게시 에 올릴 것 같아 신경이 쓰이

며, 이용자의 요구와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려

고 노력하며, 이용자의 본보기가 되기 해 노

력하는 과정에서 사서로서의 각오를새롭게 한

다. 한 사서는 무례하거나 이기 인 이용자

에 한 감정처리 방법과 이용자 불만에 한

설득과 조정방법인 이용자 응 방법을 이용자

와의 실 에서 터득하게 됨으로써 차 으로

이용자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

드를 터득하게 된다. 사서는 무례하거나, 이기

이거나, 깐깐하거나, 상시 불만에 차있거나

등 의외로 매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때로는 기치 못한 이

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실망하기도하고 립도

하게 되지만, 사서의 경험과 삶의 연륜이 더해

질수록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와이해의 공감

가 깊어지고, 고마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

고 이용자에 해 보다 성숙한 시각을 갖추게

된다.

그런게있을때마다그런데진짜뭐가잘못된

게있나돌아보게되요, 오히려. 그래서조 이라

도 조 뭔가 결함이 있어 보이면 바로바로

수정하고 그 게 되죠(참여자 07).

그런 업무에 인터넷 업무가 도입되면서 어떤

민원도 그 고반론여론도 울리기도하고조작

하기도하고인터넷때문에늘편한하지가않죠.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늘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죠. 그 도서 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종이쪽지 써내면 보고 무시 했잖아요. 지 은

긴장을하게된다그거죠. 긴장도하게되고이용

자가어떤생각을갖고있구나, 흐름이있잖아요.

도서 이 이 게 흘러가고 있구나. 흐름도 감지

할수있고요. 이용자들의요구가있으면 끊임없

이 제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죠. 요구가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려고 자꾸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

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도서 을 발 시

키는 사람들이고,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사람들

이 요(참여자 04).

직장생활이얼마안 을때이었거든요. 요령

도 부족했고 감정조 이 부족했고 그랬는데 지

은그런상황까지는가지 않으려고해요. 도

어느정도는처리를할수있다는생각이들고요.

일단 감정을 무 표출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

상황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되는지’에 해서 이용자한테 설득을 하고 그게

납득을안하고, 부득부득 근데 희입장에

서는 계속 규정을 갖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융통성없다고’ 하죠. ‘규정만 갖고한다’고 ‘융통

성없다’고. 사실그자리를피하는 게가장 좋은

데그게이용자와의마무리가 돼야되니까. 일단

그러고나서좀피하죠. 일단그자리를벗어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참여자 01).

거꾸로 는 굉장히 공손해 해야죠. ‘미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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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꾸로 그래서 …. 략… 도 속에서는

굉장히당황스럽고화도나고 그 죠. 일단 는

서비스를하는입장이고도와줘야되는입장이

고 쪽에서는 생각해보면 는 서비스는 는

사람이고 이용자는 손님인데 화를 낼 수 있는

상 는 아니고 학생이고. 거꾸로 공손하고 의

있게 나오면 오히려 그쪽에서 그러지고 아마

같이화를내고그랬으면 싸웠을거 요(참

여자 07).

아이들한테 실망하거나 화냈던 은 는 아

이들이 다 순수하고 착한 만 알았어요. 책도

많이 없어지고요, 훼손도 되고요, 거짓말도 하고

요, 요령을많이피워요. 그러니까우리가상상하

지못하는일들을많이해요. 아이들을 에보이

는 것만 백 로 믿으면 안 돼요(참여자 09).

그 이십 의 학생, 한참 날카롭잖아요? 날

카롭고 논리 이잖아요그 죠? 어떤때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빛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어설 죠. 아는것도어설 고배운

스킬도 좀 노련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립을 한거죠 뭐. ‘어, 이놈이 가 왜

나한테 이래야 돼?', 뭐 이런 이런 그. 지 인,

인제 ‘얘네들이 워낙 그 다', ‘얘네도 성장과정

에있는 애다. 완숙한게 아니구, 학생이다. 어디

까지나얘네들은학생이다' 이런 에서 근

을 하는 거고. 그때는 같은 은이로서 ‘어쭈,

어' 그 게 해서 근을 한거고(참여자 08).

범주 4. 양면 직업의식을 가짐

사서의 직업의식은 양면 (兩面的)이다. 사

서는 무한 정보 사만을 요구하고행정 권한

은 무력한 것에 해 사서직의 비애도 느끼지

만 정보서비스직은 삶의 가치실 이라 사서직

에 나름 로 만족한다. 사서는 이러한 자 심

과는 달리 아직은 사서직의 문성(專門性)에

한 한국 사회의인식이 불충분하여 당당하게

문직이라고 나서기에는 조 떳떳하지 못하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서직은 사서직 종

사자들만 인정하는 문직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한 사서는 사서직이 갖는 사회 역할

의 요성이나 가치에 해 사회 인식의 불

충분으로 사회와 조직이갖고있는 사서직에

한 뿌리 깊은 구조 몰이해에 공분(公憤)을

공유하며, 사서직의 인식향상을 하여 의도

으로 사서직은 문직이라고 인식하는 양면

직업의식을 갖는다.

주제모음 4.1 정보 사직에 만족함

사서는사서직의 표면 인식에서 오는일반

인의 오해가 몹시 불편하며, 행정 권

한의 무력함에서 오는정보 사직의 비애가 있

어 사서직을 지탱하기 해서는 정보서비스 마

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서직은 정보 사를

통하여 내 삶의 가치를 실 하는 일이라 정보

사직인 사서직에 만족한다.

주제 4.1.1 내 삶의 가치 실

사서는 문헌정보학은 학부에서 배운 도둑질

이라 공을 살리기 하여 사서직에 진출하기

도 했으나, 정보 사라는 직업자체가 성에

맞아 삶의 가치를 실 하는 일이다. 때로는 정

보 사직은 사서의 종교 혹은 사회 신념의

실 으로 내 삶의 가치를 실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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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사실 먹고사는그런거는아니었어

요. 내가 ‘ 공을 했으니까 공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컸고요(참여자 01).

뭐 그런...특히 서비스 업무를 할려면은 성격

도맞아야되는게 공을했다고다할수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참여자 16).

그러니까 학에서도 사회변 이라고 얘기

를해줬잖아요. 근데 는사회변 의본류, 본령

에는 합류하진못한것 같고 직업인으로서 살아

가는 게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니까 그 직업

속에서 내가 나름 로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가치 들을 실 해내기 한노력들을 해 나가

야겠다. 해 나가고 있는가? 그러려면일단은 ‘내

가 좀 더 문 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뭐

그런 자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 않을까?’

그러면 필요한분야에 해서배울게 있으면 배

워야 되고 업무 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을 하는 게 필요하면 해야지(참여자 02).

‘왜학교도서 을왔냐’고, 는정말여러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요했던 이유는 ‘ 수

님이라면, 수님이만약에이땅에서사서를한

다면 1990년그당시에어떤데에서사서를하실

까? 수님이과연연 많이주구그근무조건이

좋다고하는그연구소나 학도서 에가서사서

를하실껀지?’ 는되게의문의 여지없이 ‘공공

도서 보다도그 당시 훨씬더 열악하다고했던

학교도서 에 가서 아마 하실 꺼다.’ ‘ 수님은

이 게그게 수님의십자가를지는길이다’

는 그게 되게 큰 이유 어요(참여자 12).

주제 4.1.2 정보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함

사서는사서직에 한 피상 이해에서 오는

한가한직업, 고상한직업이라는 정 오해가

몹시 불편하다. 한 베풀기만 하는 반복 무

한 사직으로조직내에서하부기 이나조력

자의역할로만 한정될뿐, 그에따른 행정 권

한이 은정보 사직의비애도 있어 사서직을

지탱하기 해서는 정보서비스의 가치와 요

성을 아는 정보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

음, 그 기 , 기구 으로 학이라고 하는 조

직에서 도서 이라고하는사실기구자체는 사

실 부속기 이나 어떤 외곽부서 이런 인상들을

많이받게되고, 그다음에도서 이아닌부서에

있는사람들의생각은뭐 ‘그 게시간도 바쁘지

않고, 일도 바쁘지 않고, 뭐 그냥 그 그러한

일들’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참여자 07).

어떻게보면 도서 사서라는게자기의능력

에날개를달기보다는다른사람의날개를달아

주는 작업이잖아요... 략...그 사람들은 빛을 보

지 못하잖아요(참여자 09).

주제모음 4.2 의도 인 문직 의식을 가짐

사서는 사서직의 사회 가치 그 요성

에 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 인식이

불충분하여 우리들만이 인정하는 문직이라

고 생각한다. 한 도서 운 에서 사서직의

문성에 한 조직의 이해 부족이나, 사서직

에 한 사회와 조직의 구조 몰이해가 상존

하여 공분을 공유하며, 이러한 불만족에서 사

서의 인식 향상을 하여 의도 으로 사서직은

문직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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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2.1 우리들만 인정하는 문직

사서직은 사서직 집단 내에서만인정하는 우

리들만의 문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서는 사서직의 사회 가치 그 요성에

지를 갖고 있으며, 조직에서의 업무활동에서

는 소속 도서 과 사서의 활동을 가시화시켜

조직을 설득하고 홍보하고자 하는강한 집단의

식을 갖는다. 그러나 일 개인으로서의 사서는

지인에게는 사서직의 정 측면을 부각시켜

사서직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가족에게는 덜

권하는 이 경향이 있으며, 사서직에 한

사회 인식이 아직도 불충분하기때문에 개인

으로 만나는 일반인들에게는 사서라는 직업

보다는 근무하는 직장(학교 등)을 더 부각시키

거나 병행 직종(공무원, 교사, 교직원 등)을 지

칭하는 경향이 있어 이 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니네들보다, 니네 행정직들이 까부는데 니네

들보다훨씬더훌륭한게사서직이다'라는(참여

자 08).

그래서, 그래서 인제 느낀 거라 그러면은 음

그 좀 ‘도서 에서 하는 업무를 좀 이 게 좀

비주얼하게 좀 나타내야 겠다' 비주얼하게 나타

내서 ‘아 런것을 하는구나' 는 ‘애쓴다'라든

지그런인상을좀 많이좀나타내야되고, 특히,

특히 정책결정자한테 크게 어필할라 그러면은

우리가하는업무의그효율성, 효율성그다음에

요성이런거를 나타낼라그러면은 ‘계량

으로 그것을 결국은 표 을 해야 된다' 이 게

생각을많이해서요느낀게… 략…. 그러니까

는 안 에도 없으니까는 심을 유도할라 그러

면은 ‘업무를될수있으면좀계량화하고비주얼

하게좀나타내야되겠다. 그런노력을좀해야겠

다'라는 생각이죠(참여자 08).

제가 어도, ‘난, 정보에 한 문가'라고

하는 문가마인드를갖게된것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 그런부분이어떤제가어디포털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도 ‘직업이 뭐냐? 직업이 사무직이

냐? 기술직이냐? 문직이냐?' 그런 걸 볼 때마

다갈등을하기도하는데 는 ‘ 문직이다' 이런

생각들을갖게되는것 같아요. 는 의도 으로

문직에 뒀어요(참여자 07).

자기네들끼리, 입으로만 ‘사서는 문직'이

다. 솔직히 다른 공한 사람 와갖고 6개월만

하믄 솔직히 하잖아요(참여자 05).

그 땐 내가 처음에 창기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에 해선 되게 부정 이었거든요. 근데 지

은공무원, 애아빠도일을할 때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그 겠지

만굉장히 사람들 반응이 ‘부럽다!' 그것에 한

만족감인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타인이 부러워

하는것. 사회 으로공무원하면 ‘좋은직장이다'

라고 인정들 해주니까. 아직은 사서에 한 것

보다는 지 은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것을 부러워하지 사서로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땐(참여자 01).

주제 4.2.2 사서직에 한 조직의 몰이해에

공분을 공유함

사서는도서 에 한 사회 인식이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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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하며, 도서 과 사서에 한 행정 ,

산 지원이 부족하며, 조직 내에서는 행정직

에 비해서 승진이 지체되어 승진을 잊고 살거

나, 만년 실무자로 살 것 같은 기감을 갖고

있으며, 주말근무나 야간근무로 가정생활을 유

지하기에 근무조건이 힘이 들며, 지원부서인

행정직의 행정권한에 휘둘리기도 하는등 사서

직에 한 사회와 조직의 다양한 구조 몰이

해가 상존하여 열패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서 운 은 사서의 문가 에서 운

되어야함에도 도서 의 업무특성과 사서직의

가치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사서직의 문성

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 사서는 이러한 사회

와 조직의 구조 몰이해에 공분을 공유하고

있다.

가장 같잖았던건 그거에요. 도서 을어떻게

도서 이 아닌 평생학습 으로 명칭을 바꿀 수

가있을까? 어떻게그런발상을할수가있을까?

충격이죠. ... 략... 그니까, 분노스러웠다면 그

런 일련의 정책들이 기가 막히죠(참여자 03).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책결정자

혹은 그 도서 에 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네 무일방 으로도서 을생각을 하고 본인

의개념 로생각을해가지고처리를할때그때

는 가장 분노스러워요... 략... 그러니깐 학도

서 그 우리 학도서 의 가장 큰 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그 도서 장이나 사서직원이 참

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요. ... 략... 인력 수

문제, 는 공간 배치 그 공간 조정 문제, 이런

그 요한결정사항이나그럴때 그도서

이 힘을 쓸 수가 없고 결정이 딱 나고 나서야

그때서야그 정보를인제 하고 일명 설거지하

는 그런 그런 거 요. 그러니까 도서 이라는

그존재가치가뭐 학이 학이뭐뭐뭐학문의

뭐심장의도서 이다, 라고하는데 실을

그 지가 않아요(참가자 08).

제경우에는 창기때에는 ‘실무열심히배워

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쭉 몇 년을 해 오다 보니까 별로 이 게 하는

일이크게차이가안나요. 희사서직공무원인

데 9 에서부터 6 까지는 거의 차이 안 나요.

그냥실만바 고어떤그런장소만바뀔뿐이지.

하는일은 실무직에서변하지못하거든요? 세월

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잖아요. 그런데

자리는한정 고 리자가되지못하는상태잖아

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 가는 것에 따라서 지 도 좀 같이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꽂는 것도

요하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벗어나서 경 을

좀해보고 리자에서의역할도좀해보고아쉬움

이좀있어요. 근데이제지 은정말자리가없어

서기회가그 게많이안와요. 그래서어떤

실무자 견실무자 리자이런것있었잖아

요. 세월이흐름에따라서그런것도자연스럽게

역할을 좀 해 야 될 것 같아요(참여자 04).

다른 직종에 계시는 분들도 연차가 이 게

올라가거나 그러면 승진도 하고 나름 로 업무

도 맡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도 지 꽤

지만 처음에도 사서교사고 지 도 사서교사

고요. 십년 후도 같은 치구요. 그래서 사서

교사들끼리 이제 다른 교사들은부장도 되고 교

장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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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제 여기 공공도서 이다 보니까 근무

가일요일도 근무를하고토요일도일하고 평일

에도열람지도라는거밤열시까지그런게있어

요. 평일에도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편스러울 때도 좀 많아요.그래서 참 그랬을

때 참 ‘사서직이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쫌했었어요. ... 략... 생각해보면은그래

도 인제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는 남 놀 때에

가족과 같이 하지 못하거나 약 주말이 되면

은 약속들이많이생기고이 게하는데그런

부분이 쫌 불편스럽드라구요. 근데 이제 해결할

거 해결될 거 같진 않아요(참여자 04).

내가 총무처장이랑 얼마 에 엄청 싸웠거든

요. ‘한명을 내려 보내 주는 신 일반직원을

올려주겠다' 해서 ‘웃기는 소리, 일반직원 다'

고 ‘인자 그만 하고’ ... 략 ... 신규사서직을

뽑아 달랬더니 ‘도서 은 그냥 임시직만 뽑아주

면 되지 않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지

고엄청싸웠어요. 근데결국마지막에 그러더라

구요 그거 신념이라고요(참여자 08).

여기와서어려운것은뭐냐면그책사고그럴

때. 그게 기 한 몇 년 부터 김 통령

되있을때부터학교 체 산의오 로까지책을

사게끔 그 지침이 있어서 제가 연 하고 있을

때그때그기 에맞춰서책을그학교에규모에

서한천만원정도 었거든요. 근데여기는학교

가 학 수도 많고 규모가 커서 여기의 오 로

정도 면은 한천팔백만원 천구백 만원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그거를작년 재작년에는재작년

에는리모델링하면서그 산만큼하면서한, 책

은 천만원사고 나머지는 비품 구입하고 그런데

들어갔고, 작년에도 그 게 했어요. ... 략 ...

근데올해 산을잡는데교장선생님이한오백만

원만하라더라구요. 그러니까거의사분의일수

으로... 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다른건물

에 비가 새고 그러면 그걸 다시 보조 작업해야

되고새로건물도지어야하고그런다'고하더라

구요. ‘도서비는정해져있고그걸해야하는건데

감사에지 당한다' 그랬더니 ‘아, 그런거신경

안 써도 되고 비가 새는데 그게 우선이지 무슨

책이 먼 냐' 이러면서(참여자 10).

행정직들이인사권이나 산을 다 갖고 있어

요. 그 기때문에사서직의비애죠. 모든권한이

행정직한테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인사(人事)

도 사서직이 아니라 행정직들이 좌지우지 하고,

그 기 때문에 늘상 열등감이라고할까?, 비애가

있죠. 행정직인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

서 행정직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이고 워낙

잘 돼있는 것들은 우리는 산이나 인사권들이

다 행정직들이 발언권이랄까? 모든 인사권이나

그런 것들은 행정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

도사서직보다는행정직이 에있는그런성향

이 있고(참여자 01).

실제로 해보니깐 요 참 인정받기는어렵드라

구요. 숨은, 숨은 일꾼 이 요. , 에 띄는

그런일들이그러니까사람들 앞에서서, 나서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 뒤에서 조용히 일이 되다

보니까그게뭐제 로알려진다는게참어렵지

않나 싶어요(참여자 07).

그니까는 어 든 그 다음에 그런 검열 받은

이 있어요. <한겨 신문>, <한겨 21> 이런걸



35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 2008

보겠다고하는데그게인제뭐이쪽 리자입장

에서 맘에 안 드는 단체 뭐 정확히 말하자면

교조 이런 데를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구 인제

제가산책에 해서딴지를받은 도있지요

(참여자 12).

범주 5. 사서로서의 자기실 을 추구함

사서는 재의 모습에서 보다 내실 있게 성

장하고 발 하기를 바란다. 사서는 사서로서

성공을 강력히 추구하며, 성공은 사서로서의

자아실 의 달성을 의미하며, 사서로서의 자아

실 은 확고한 문성의 확보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사서직의 재 근무 여건이 불만

족스럽더라도 다른 직종 환에 한 팔지 않

고 한 우물을 며, 불만족스러운 실을 정

으로 생각하여 사서직에만 념하여 사서직

을 고수한다. 한 사서로서 재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주제 문성 혹은 업무 문성의 확

고한 문 역을 갖추고, 이러한 문성을 기

반으로 이용자에게 풍부한 지식을나 고 우수

한 정보서비스 제공하여 이용자와조직에 인정

받고싶어 하며, 조직을 해 나름의 역할로 기

여하고 싶다는 미래 포부를 갖는다.

주제묶음 5.1 사서직을 고수함

사서는 사서로서의 자기실 을 달성하기

해 사서직의 재 여건이불만족스러워도 사서

직에만 념하기로 하고 이를 고수한다. 사서

는행정직등직종 환에따른 승 등의물리

잇 을 포기하고, 다양한 이직의 갈등을 이

겨냄으로써 사서직에만 한 우물을 다. 한

재의 사서직 근무여건이 불만족스럽다해도

노후의 경제 안정이나 재의 도서 근무의

장 만을 생각하면서 버티거나, 재의 실

여건에 실망하고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견

하면서 재의 여건을 정 으로 생각하면서

사서직을 고수한다.

주제 5.1.1 한 우물 기

사서는 승진이 한정되어 있는 사서직보다는

승진의 경로가 다양한 행정직으로서의 입과

권유를 받기도 하지만 사서직 념을 해 다

른 직종 환에 따르는 물리 잇 을 포기한

다. 한 육아갈등, 승진 락에 따른갈등, 조

직에서 개인의 의지 좌 , 조직 구성원들에

한 실망감, 이용자에게 사서의 문성을 인정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 도서 업무가 남 뒤치

다꺼리라는 업무 회의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체력 소진, 도서 의 료 분 기 때문에 직

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여러 이직 갈등을 느끼

기도 하지만 이를이겨내고 오로지 사서직에만

념하고자 한 우물을 다.

자꾸뭐도서 바깥에있는다른인제선생님

들 같은 경우는 뭐 를 잘 알거나 를 자꾸

높이평가해주는분들은 자꾸 ‘도서 에서 나와

라’ 뭐, 심지어그 게까지얘기하고뭐그 게까

지막시도하시려고했던분도계신데그런그런

면은 아닌 거같고자기에 의미부여하고 계속해

서 자기를 꾸 히 더 하 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애요. 그냥 뭐다른 00실이나기획실이나이런

데서 몇 번 있었어요. 는 제가 ‘ 는 죽어도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도서 에서 일해야 됩니

다' 이 게 얘길 했고(참여자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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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 는자주오죠. 그게이유없이오지않습

니까? 갑자기뭐이런제가00의 00000을해주는

일을하고있는데하루에도여덟건, 하루에처리

할 수 있는 게 제 능력에는 한 서 건 밖에 안

되는데일박이일로빨리처리해줘야하니. 남아

서 해야 되잖아요. 아홉시까지, 열시까지 그럴

때슬럼 라기보다도그 게하다가가끔 ‘남뒤

치다꺼리나하고있는건아닌지’ 이런차원이죠.

오래 안 가죠. 다음날 잊어버리고(참여자 14).

그때도 제가 그 업무에 있어서 의욕이 무

뻗쳐가지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공익 애들이 있

고하니깐 좀 도마흔넘어가니깐어깻죽지가

아 고일에, 나이들어서체력이떨어져서 체력

이 떨어져서 오는 그런 힘겨움 들이, 직장에서

도서 에서 서고 작업해야 되고 이러면 정말 체

력도 딸리더라구요(참여자 03).

제가기억력이좀나빠서, 그때는굉장히분노

를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삭이는 편이거든요.

기억에 남는 건 첫 직장에서의 장이었어요.

당연히 행정직이었고, 000 출신이었다고 하더라

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서 을 직장을 거의

군 분 기로 몰아갔어요. 뭔가 조직 이고

계질서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분 기 거든요.

그럴 때 그 과정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물론 육아 문제도 있었고, 그 게

그런 직장 내에서의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 그 당시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 그 장

에서요(참여자 01).

5.1.2 정 으로 생각함

사서들은 재의 여건이 불만족스러워도 미

래의 경제 안정을 생각하면서 버티거나, 불

만족스러운 사서직 여건에 실망하고 안주하기

보다는 이를 정 으로생각하면서 향후 정

미래를 견하면서 사서직을 고수한다. 사

서들은 노후 연 등 경제 혜택과 안정성의

실리 측면을 생각하거나, 책에 둘러싸여 일

하는 문화 근무환경, 비 리 서비스, 안정된

직장이라는 도서 근무의 장 만을 생각하면

서 직장생활을 버티거나, 사서직의 실 여

건을 정 으로 수용하고 미래를 정 으로

견하면서 사서직을 고수하기로 한다.

능력을 갖고 있어도 지 공무원 체계에서

이건쉽진않거든요. 잘생각하면앞으로 사서직

거의 퇴직할 때쯤 돼야지 사무 기회가. 어느

때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래요, 목표를 세우기

에는 조직이나이런것들이 무 정체되어있어

서, 한 오십구세 까지 요. ‘ 충 있다 끝내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는 일이 이래서

성취감을못 느끼고, 지겹고,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 때는 연 나올 때 생각이 나죠(참여자 01).

사실 직업이라는 게 그 사람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직업이 뭐냐’는 게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굉장히 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서라는 것에 해서

되게만족스럽고, 어떻게 보면자랑스러워요. ‘사

서 다' 라는 것에 해서. 부분이 ‘사서’ 해서

모르는사람도사실있긴한데, ‘도서 에서일한

다’고 하면 다들 이해는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걸내가어떤일을하고막설득하는게아니라

그것도 내가 ‘책’이라는, ‘책이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스스로의 만족감이겠죠. 다른 게



35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 2008

아니라 ‘책 읽는 공간에서 일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지 은 이제안정된직장이란것에 해

서 많이 안을 하죠(참여자 01).

그래도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남자직으로

서는 그 긴 하지만여자직으로서 일단은책을

만지는 직업이잖아요? 돈을 만지는 직업도아니

고. 맨날의사들이아 사람을 면하는직업도

아니고내가 업을가서해야되는것도아니고,

진짜우아한 직장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업무의그늘좋은환경에노출되어있는것같아

요, 진짜로다른사람들에비해서. 법률하는사람

들은그런걸로싸워야되고, 늘안좋은걸 야

되잖아요. 간호사들은 늘 아 사람 야 되고,

의사도그 고, 기업을하는사람들도 험에좀

노출되어있는거고그리고사서라는게 사서가

어떤사람한테주는입장이잖아요이게어떤서로

간의이권이개입되는게아니잖아요. 근데경

이나이런것도그 지가않잖아요. 약간은속여

야되는부분도많고이한국 인토양아래서는

근데 이거는 그사람한테서얻어내는게 아니라

내가가지고있는걸퍼내주는직장이니까그러니

까늘좋은것만보고생활할수있어서늘베푸는

사람이될수있는거니까그런면에서 무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건 내가 꽉 찼을 때 내가

꽉 차지 않았을 때는 그게 가끔씩 자괴감 같은

것도 들어요(참여자 02).

자기가생각하고아그리는것만큼일이되는

거 같애요, 일이. 미리 미리 생각하는 게 과연

뭐좋게얘기하면뭐생각해, 미래를생각해본다

거나 꿈을 꾼다거나 뭐 쫌 이 게 그려보는 것,

미리 좀상상해보고이미지를 이미지화 해보는

게 그게 일단 요한 거구. 실을 자꾸만 보게

되면, 실안주하게되고, 그다음에 아까얘기

했듯이매 리즘이나그런쪽에자꾸빠지기쉽고

뭐그럴수있는데자꾸지 이아니라앞으로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 게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 같구요(참여자 07).

주제묶음 5.2 확고한 문성으로 인정받고

싶음

사서는 사서직으로서의 자기 구 은 확고한

문성의 확보에 의해서만가능하다고 보고 이

러한 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는

사서가 되고 싶어한다.

사서는주제 문성이나업무 문성의확고

한 문 역을 확보하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본(本)이 되거나 조직과 도서 계

에서 나름의 소임을다하겠다는 미래포부를 갖

는다.

주제 5.2.1 사서로서의 문 역을갖고싶음

사서는 안주하지 않고 시 변화에 부응하는

성공 인 사서가 되기 해 문 역을 확보

하고 싶어 한다. 사서는 이수한 학부 공만으

로는 주제 문성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학원에 진학해서 도서 상황에 맞는 주제

문성을 갖추고 싶어 한다. 한편 사서는 주제

문성 외에도 업무경험과지식을 축 하여 업

무 문성을 갖추고 싶어 한다. 업무 문성을

갖추기 해서 계속 교육에 심을 가지고 외

부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공서 읽기를 하

며 도서 을 둘러싼 사회의 여러 변화와 도서

에 미치는 다양한 향력을 측하고 도서

발 방안을 모색하면서 업무에 한 깊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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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력과 견력을 갖고자 한다.

스스로에 해서는 어떤생각을 하냐면은 스

스로는 정말 부끄러워요. 일단은 학부과정이잖

아요. 일단은 알다시피 특정 주제를 공하지

않는 이상은 문사서가 아니잖아요. 스페셜이

아니잖아요. 인정을 해야죠 ... 략 ... 근데 이게

지 학부과정은 제 럴이지 스페셜이라고 할

수는없잖아요. 그래서이제방법은알아도 내용

은몰라서 서비스를못 하잖아요 방법론만 배우

고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없어서 ... 략

... 아니그런부분에 해서드는자괴감. 자괴감

이있는데. ‘난 어떤 식으로공부를 해야 되는가'

려드는그런생각. 뭔가를발견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주제 문사서를

부각시키고. 문성으로 볼 때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싫어지고(참여자 02).

어떤것이든지 문성을좀 키워야되잖아요.

희가공공도서 에있다보니까종합자료실에

일년있다가아동실에갔다가이러면업무가확확

바 어 버려요. 문성이 쌓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순환공부를시키자는분들이 ‘이것도해

보고 것도해보고해야된다’고그 지만다는

할수있지만깊이가없거든요. 지 사서들도요,

앞으로는 문성을 기르는 주제 문 사서라고

하잖아요. 그런걸좀확실하게좀가르쳐서최고

의 문가들을그룹을좀형성시켜줬으면좋겠어

요. ... 략 ... 어른분들이말 하시는것도, 맞긴

맞아요. 이 일도 해볼 수 있고 일도 해볼 순

있지만지 은그런시 는좀지난것같거든요.

그냥 ‘ 도요만큼’만하고 ‘ 도요만큼’만 하고

그런 건아니고정말 문 인 특화된주제 문

사서를배출하는것도하나의도서 의역할이라

고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04).

비젼을가진다는것은우리가하고있는서비

스가 앞으로 어떻게바뀔건지 측하고 그것에

맞게미리 처하는거죠. 계획을세우고 그러기

가 사실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학원을

간이유도거기있어요. 가만히앉아서는 비젼이

안생겨서뭔가를배우고그러면... 략 ... 사서로

서의 개인 인 비젼보다는 항상 업무에 비젼을

가지고싶거든요. 수서를할때에는좀더체계

인수서가 되었으면좋겠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 요즘은 이라고

하면서 요즘은 약간 딜 마라 그럴까? 0000나

00000을 하면서제가 비젼을못 찾고있어. 그걸

가져야 되는데 좀 안 보여요. 지 재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을하고있어요.

거창한 공부는 아니고요, 그냥 발표되는 자료들

같은것좀보고뭐그런읽어야되겠더라고요(참

여자 13).

주제 5.2.2 사서로서의 미래포부 가짐

사서는사서로서의 문 역을갖추어이용

자와 풍부한 지식을 나 는 사서가 되고 싶어

하며, 조직과 도서 계를 해 소임을 다하는

사서가 되고 싶다는 미래 포부를 갖는다.

사서는확고한 문 역을 확보하여자신의

문성을 이용자에게 유용한혜택으로 다시 돌

려주고 싶어 한다. 보다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

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다 이용자

지향 이고, 지 감화를 주는 사서가 되고 싶

어 하며, 조직과 도서 계를 하여 소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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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다는 미래 포부를 갖는다.

일단은 뭐 다른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문가가되야겠죠. 되야되겠고그다음은 개인

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이용자들도

그 고 사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사람을

함므로있어서 그사람을 신뢰하고 더나가서

뭔가이용을받고제공받는서비스나이런것들

을통해서 후에 그차후까지는모르겠지만 존경

까지할 수있는 그런 사람이되고싶어요. 그건

문가 인 마인드뿐만아니라 그사람이 개인

인 소양도 성품이나 이런 것들도같이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는

종합 인 직업이다’ 그 게생각이들어요, 는.

모든 직업도 다 그 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가 의술이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사람이 좋

은 성품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더좋은것을 수있듯이그 게되는거아닐까

(참여자 07).

기본 으로는 항상 이용자 편에서 아까도 말

드렸듯이 항상 이 게 뭔가 해 수 있는

도서 이 되었으면, 그런 도서 으로 만들고 싶

고그러면서도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비젼을 가지고 그 내 업무를 개척하면서 하는

바람이항상있어요. 그래서내가무슨일을하더

라도 항상 ‘이런 부분은 내가 발 시켜 놓았구

나’, 이업무를하면서 ‘이업무는내가한층업그

이드 시켜놓았구나’ 그런 부분을 만들고 싶거

든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겠지만요

(참여자 13).

는그쪽의 트지원 트가되게 요하다

고생각하기때문에그거는그 박사까지해보

면 많이제가 성장을하겠죠, 그런것. 그래서

일단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구 솔직

히교수님들하구상 를해도 ‘얘가그래도석사

까지 공부를 했구나’ 하고 ‘학부만 나왔구나’ 하

고 ‘박사까지했구나’ 하구는정말천차만별이

요. 내아무리 히잘할, 잘할려해도교수들의

그솔직히보는 자체가 같애도그 잖아

요. 그러는데 학부 졸업한 애하고 박사졸업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신뢰감이 솔직히 틀리죠. 이

용자들로부터 느끼는 감정 인 부분도 정말 있

어요. 정말 사서라는 직종 자체에 한 신뢰도

까지두 향을 워낙 미치긴 해요(참여자 05).

지 . 뭐 내년이나앞으로는 지역사회주민들

한테도 공공도서 사서 인 역할, 이런 것들

복합 으로갖고, 올해계획하고있는일 의

하나가 원하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요구했는데

논술수업을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 만이 아니라 보다

극 으로 애들에게 자료를, 자료를 갖고 아이

들이그자료를생산하는데까지, 직 사서교사

의능력을이 게보여주고 싶어요. 난 논술지도

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다른 일반

교과 선생님들에 비교해서, 얻고 싶고, 그 게

많은분들이 만이 아니라다른학교에서도

사서교사한테 그런 걸 기 해요. ‘이미 통합이

돼 있지 않나?’, 요즘 통합 논술이 희 코든데,

‘사서 교사는 통합교과가 아니냐? 존재 자체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에 해서

사서교사들이 거부하지 말고, 자신 없어 하지

말고, 극 으로 새로운 시 가 요구하는 사서

의 그, 어떤 요구나 어떤 목표에 응하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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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2).

근데 는그그양면 이 요. 그제가인자

번에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장

식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문헌정

보 학계나 문헌정보 하는 도서 계는 극 으

로뭐든하죠. 를들어서귀찮은일이래도해요

(참여자 07).

5. 논 의

본 연구는 질 연구방법인 Colaizzi(1978)

의 상학 분석방법을 용하여도출된 사서

들이 체험하는 직업사회화 경험의본질 의미

와 그경험의구조, 그경험에 기반한 직업사회

화 경험의 총체 의미, 도출된 연구결과에 기

반한 사서직에 한 직업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5.1 직업 사회화 경험의 총체 의미

본 연구의 결과 사서들의직업사회화체험의

구조는 업무 경험, 조직구성원/조직문화, 이용

자, 직업의식, 미래와 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기의 직업사회화주제 범주에 근거하여

직업사회화경험의총체 의미는 ‘사서되어감'

으로, 공유하는이상 인사서상(像)에서도서

도서 을둘러싼제변인들과상호작용하

고 응하면서 ‘ 실에 합한이상 인 사서로

자신을구 하고실 해나아가는과정'임을 발

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서로서의 자아 구 과

실 의과정'이란 사서로서의 문성을갖춘 사

서 되기를 지향하며, 불충분한 사회 인식과

실 요건에안주하지않고새로운지식을끊

임없이 배우고익 서풍부한 지식을 이용자와

나 는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는 학부 교육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정보서비스의 기본 원리와이념 문헌정보학

에서공유하는 이상 인사서 상(像)을가지고

도서 장에 입직하게 되며, 사회 인식, 조직

문화, 업무, 조직 구성원,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사서직이 문직인가의 여부에 고심하

고, 회의(懷疑)하고, 반성하고, 사서로서의 자

아를 각성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이

때 사서는 자신이 속한 도서 조직에서 실

과의 상호작용 조정과정을통해 이상 인 사

서상을 구체화시키고실 해나가는과정으로,

실에 합한 문성의확보 필요성을 감하

며 실에 합한 문성을 갖춘 사서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5.2업무심화와업무능력확장을통해성장함

사서는도서 장에서 업무 수행을 통해 업

무경험을 심화하고 확장하면서 사서로 성장하

고 성숙한다. 다양한 업무의 섭렵은 사서가 도

서 에 한 통찰력을함양하고 도서 경 에

한 안목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서 성장

의 거름이 된다. 사서는 사서직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업무를통해 다양하게 터득하게

되고 도서 업무에 정통하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

도서 은 업무를 통하여학교에서 배운원리

를 용하고응용하는 실천의 장(場)으로서 진

정한 의미의 사서가만들어지는 역동 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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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서는 실무를 익히는데 있어 체계 인

업무교육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선임자를 통

해 업무를 임받거나 사례별로 알음알음으로

알게 되거나 혹은 례를 통해 업무를 스스로

익 나가는 경향이다. 이때 사서는 학교에서

배운 원리 용을 통해 스스로 체득해 나가는

경향이며, 아울러 사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책

임감으로 장 업무 체험을 통해 생생한 경험

지식을 축 해 나감으로써 업무에 정통해지고

도서 경 에 한 안목을 함양하게 된다.

이처럼 사서는 실 경험을 통해 업무에 정

통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교육에

서는 이론과 실제와의 격차를 이기 해서는

문헌정보학의 원리를 보다 철 하게 교육하고

아울러 실무에서의 응용력과 통찰력을가진 생

생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원론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변화․발 하는 사회변화에 사서가 능동

으로 처하고 도서 을 이끌어 나갈 수 있

도록 학계와 장에서 지속 인 계속교육, 보

수교육을 체계 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서의

업무 성장과 성숙은 이용자에 한 생생한 인

식과 이용자에 한 효과 인정보서비스에

한 성찰로 연계된다. 사서는 실무경험을 통해

정련되고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진정한 사서가

되어가는 것이다.

한 사서가입직하여 직면하는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신의 기 와는 달리 역량 발휘가 안

되는 사소하고 반복 인 업무가 주어졌을 때

드는 자괴감, 회의감이다. 이때 사서는 도서

서비스라는 체 흐름의 큰 맥락에서 사소한

업무의 가치와 요성을 악하고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 사서에게 업무 몰입과 업무

능력신장은 조직 생활의부정 경험을 해결하

고 응하고자 하는 하나의 장기(長期) 인

우회 략으로 나타난다.

5.3 조직문화에 순응함

사서를둘러싼 도서 조직문화는 다양한 사

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양상을 띤다. 사서는 원

만한 공 인 계유지기술 같은 조직문화의

응원리를 차 터득하면서 조직에 순응하게

되고조직문화에 알맞은 사서로 정착하게 된다.

사서는 불합리한 조직의 례를 따라야 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조직의 변 을 가져올 정도

의 역량이 없다면직장생활을 하기 해서

는 조직의 례를 따르고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서는 조직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지

며 그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를 인지하면서

인간의 갈등의 조정방법을터득해 가는데 사서

들은 체로 극 인 해결 보다는 소극 , 회

피 인 해결방법을 선호한다. 를 들어 갈등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갈등이

생기더라도 갈등을 표출하려고 하지 않는 것,

업무 계만 잘 유지 하려고 하는것이다. 이

러한 행태의 주요원인은 도서 이라는 조직이

구성원이 자주 순환되는 개방 구조가 아니라,

체로 정체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한 좋은 사서로 성장․발 하는 과정에는

훌륭한 사서의 역할모델이나좋은 멘토가 반드

시 필요하다. 사서는 선임자․상 자의 좋은

품성과 덕성을 지향하고 선임자․상 자의 부

족한 은 반면교사로삼아 자신을 성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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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가 되어간다.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 력과 조화가 만들어

내는 도서 조직문화나 조직풍토는결국 사서

개인의 능력신장과 동기유발로 연계되고, 이용

자와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직 요인

이 된다.

5.4 이용자와 더불어 성숙해짐

사서직은 정보요구를가진이용자와 함께 하

는 삶이다. 사서는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들

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정보요구를 해결하도

록 직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하며 삶에 변

화를 갖도록 향을 미친다. 사서와 이용자와

의 이러한 계에서 사서가 항상 정보요구 해

결의 조력자로서 일방 으로 ‘주는' 계만은

아니라는 것이 밝 졌다. 사서들은 이용자와의

지속 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정 반응을 통하여 직업 만족과 보람이라는

존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용자들의

부정 반응을 통하여 배우고, 부족함을 깨달

고, 고무되고, 이해하는 자아성찰의 계기를 ‘받

기'도 한다. 사서는 이용자와의 이러한 상호작

용 계를 통하여 더욱 정련되고 성숙한다.

따라서 효율 인 정보 사를 해서는 궁극

으로 사서는 이용자에 한 이해, 정보요구

를 가진 인간에 한 심층 인 이해가 우선되

어야 한다. 정보서비스론의 한 장(章)에서 다

루는 것 이상으로 정보요구를 가진 다양한 인

간에 한 심층 이해와 인커뮤니 이션 기

술에 한 이해를 문헌정보학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문헌정보학 역시도 의학, 간호

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같은 통 인 조력

학문(helping science)의 범주에 포함 된다. 이

들 학문처럼 문헌정보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에

한 심층 이고 다각 인 이해가 필요하다.

부족하다면 이들 학문에서 차용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양면 직업의식을 가짐

사서의 직업의식은 양면 이다. 사서는정보

사직에 한 사회 가치와 요성을 알고

있고 그 자부심도 있지만, 제반 사회 인식과

모체기 의 인식은 불충분하여 사서의 자부심

을 받쳐 만큼 구조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주입된 ‘사서직은 문직'이라는 인식을 배태

(胚胎) 으로 갖고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직

업 일상이 문직스러운가에 한 의심과 회

의도하고 있으며, 직업과 련없는 일상 활동

에서굳이 사서라고밝히기를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서는 사회 반이 지식정보화 체제로

환되면서 도서 의 비약 발 과 변화를 경

험한 세 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서직에 한

인식이 향상되고 사서직자체도 발 할 것으로

망하면서 이제는 의도 으로 사회 으로 사

서직은 문직이라는 인식을 내세우고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사서직의 직업의식의양면

성은 직업행 의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직업 보상은 3가지 유형

으로 설명된다. 외재 보상은 어떤 직업에 종

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으로, 신, 보

상, 권력이며, 내면 보상은 직업 활동을 수행

하면서 주 으로 얻게 되는 성취감, 보람이

다. 보조 보상이란 종사자들에게 보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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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될 수 있는 부차 차원으로, 직업 안락

감, 근무 여건 등이다.

이러한직업의보상 틀에서 본다면 사서직

의 양면 직업의식은 사서가 느끼는 내면

보상과 보조 보상에 만족하는 것에 비해 외

재 보상이 상 으로 낮은데 기인한다. 즉,

부분의 사서는 정보 사직의 가치와 요성

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이

용자들에게 향을 주었을 때의 만족감, 정보

서비스일 자체에서 느끼는 보람, 이로 인해 이

용자들에게 받는 기쁨, 신뢰감등 사서의 역할

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심리 , 내면 보상

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며, 부차 으로 책이

나 정보와 함께하는 비 리 , 지 , 문화 근

무 환경의 보조 보상은 흡족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 인식의 불충분으로여타의 사회

신이나, 보상, 사회 권한의 외재

보상은 상 으로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나 특색있는 사실은 한국의사서는 사

회 인식과 모체기 의 인식의 불충분함에서

철되어온 구조 인 열패감, 소외감을 공유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열패감과 소외감의 근원

은 도서 이 모체기 의 하부기 , 조력기 이

라는 도서 의 조직 특성뿐 아니라 이에 맞

물려 경제발 과 개발논리가 시되어 도서

이라는 문화기 의 가치를 경시하고 평가해

온 한국사회의 빈한한 사회문화 맥락이 가

되어발생된뿌리 깊은주변부기 , 주변부 기

의 종사자로서 갖는 소외의식, 소외 상이라

고 단된다.

사서직은 구나 할 수 있는 쉽고 한가로운

일이 아니다. 사서직은 특별한 사명감을 요구

하는 직업이다. 사서직은 사서에게 직업 활동

으로서 경제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서직이 정보 사직으로 사회

으로더존 받을수있도록기본품성과지식,

정보서비스의 가치와 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정보서비스에 한 확고한 신념, 정보요구를

가진 인간에 한 심층 이해를 겸비할 수 있

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5.6 사서로서의 자기실 을 추구함

직사서는 부분사서직을 평생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서에게 사서직은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의 직업활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 결과 하나의 특이 은 상기의 구

조 인 열패감에서 오는 소외의식, 소외 상과

연 되어 한국의 사서는 사회, 모체기 , 이용

자, 동료들로부터 사서의 문성을 ‘인정' 받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사서는직업 사회화 과정에서 주

변부로서의 도서 과 사서의 역할을 인지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사서직을 ‘ 문직'으로 ‘인정'

받는 것과 이를 해 사서로서의 실제 인 ‘

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생존의 문제, 품

의 문제로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서가 인식하는 ‘ 문성’의 양태는 ‘주제

의 문성’과 ‘업무의 문성’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이러한 문성확보가사서직에

한 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열쇠라고 생

각한다. 즉, 사서개인의존재의정당성 확보뿐

아니라 사회, 조직에서의 사서와 도서 의 인

식 향상, 사서와 도서 의 상문제, 구조 인

문제, 이용자와의 계, 정보서비스의 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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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 사서와 직결된 모든 문제의 근원 해결

이 바로 사서의 문성 확보라고 보고 있다.

5.7 사서직의 특성

본 연구의 사서의 직업사회화에 해 도출된

상기의 5개의 주제범주에 근거하여 사서직의

직업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직은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와

함께 하는 삶이다. 사서와 이용자의 계는 사

서가 일방 으로 주는 계가아니라 방 이

고 상호작용 계이다. 사서를 진정으로 사

서답게 만드는 요인은 이용자와의 계이다.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보다 극 이고 자아

성찰 일 때 진정한 사서로서 성장과 발 이

이루어진다.

둘째, 사서직은 물질 보상이나 사회

신보다는 정보서비스라는 심리 보상이 강한

직종이다. 사서는 정보서비스의 가치와 요성

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서는 도서

이라는 문화 , 지 , 비 리 근무 환경에

만족한다.

셋째, 이와 아울러, 사서는 양면 직업의식

을갖는경향이다. 사서는 문헌정보학교육에서

주입된 ‘사서직은 문직'이라는 인식을배태

으로 공유하며, 사서직은 경제 활동 이상의 직

업 활동으로서 가치 있다. 그러나 제반 사회

인식과 모체기 의 인식이 불충분하여 사서의

자부심을 받쳐 만큼구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직업으로서 물질 보상, 사회 신, 권

한은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일 개

인으로서의 사서는 사서직을 문직이라고 사

회 으로 극 으로 내세우기에는 아직은 떳

떳하지 못하다는 이 인식을 갖고 있다.

넷째, 사서는 사서직 문성의 사회 인정

과 사서직의 문성 확보를 갈구한다. 사서가

사회 으로 직업 문성을 극 으로 인정

받고 싶어 하는 심리의 근거는 도서 과 사서

의 가치와 그 요성이 간과되어져 온 뿌리 깊

은 주변부 의식, 소외의식에서 탈피하고자 하

는데 있다. 사서직의 실제 인 문성 확보가

사서직을 다양하게 얽어매고 있는 인식 , 구

조 , 존재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 결론 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사서의직업사회화에 한총체

인 행 이론을 도출하기 한 일차 인 연구로

서 사서직의 직업사회화 경험의 의미와 그 본

질 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이해를 도

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학

부에서 문헌정보학(도서 학)을 공하고,

재서울과경기도의 공공, 학, 학교, 문도서

에서 5년이상의 정규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16명의 직사서 사서교사들이며, 개별 으

로 2회의 심층 인 개방 반구조 인 심층

면담을 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의 분석은Colaizzi(1978)의 상학 분

석방법을 용하여 사서의 직업사회화 경험에

한 원자료에서 1,644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 으며, 이를 일반 인 언어로 재진술하

여 36개의 구성의미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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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주제로 통합하 으며, 이것을 9개의 주제

묶음으로 통합하여, 최종 으로 5개의 주제범

주로 도출하 다(부록 1).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사서직의 직업사회화 경험은 1) ‘업무

심화와 업무능력확장을통해성장함’, 2) ‘조직

문화에 순응함’, 3) ‘이용자와 더불어 성숙함’,

4) ‘양면 직업의식을 가짐’, 5) ‘사서로서의

자기실 을 추구함’의 5개의 주제 범주로 도출

되었다. 한 이를 토 로 사서의 직업 사회화

경험의 총체 의미는 사서가 자신이 속한 도

서 조직에서 실과의 상호작용 조정과정

을 통해 이상 인 사서 상을 구체화시키고 실

해 나가는 사서 되기 과정으로, 실에 합

한 문성을 갖춘 사서 되기를 지향하는 경험

과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서가 불충분한

사회 인식과 실 요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고익 서 풍부한

지식을 이용자와 나 는 삶을지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 이와 같은 경험에 근거하여 사서직의

특성을 1) 사서직은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와

함께 하는 삶, 2) 사서직은 정보서비스라는 심

리 보상이강한직종, 3) 사서는양면 직업

의식을 가짐, 4) 사서는 사서직 문성의 사회

인정과 문성 확보를 갈구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

6.2 연구 의의

사서직의 직업사회화 경험의 의미와 구조에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직 사서들의 생생한 경험

을분석한 질 연구, 상학 연구로 직업 사회

화 경험의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밝 낼 수 있

었다. 한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의 사회문

화 특성 문헌정보학 교육 특성을 반

하여 사서직 경험의 보편성과 한국 사서직의

독특함을 담고 있다. 둘째, 사서의 직업사회화

에 한 이해가 부진한 가운데, 본 연구는 사서

의 직업사회화 경험을이해하는데 일 진보하는

계기가 되어 사서직의직업사회화 경험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 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사서직의 직업사회화 경험을

설명하는 총체 인 행 이론을구축하는 첫 단

계로 향후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3 제언

이상과같은사서직의 직업사회화 경험의 의

미와 경험 구조에 한 이해로부터 교육, 실제,

연구 측면에서 다음의제언을 제시 할 수 있다.

6.3.1 문헌정보학 사서직 교육

첫째, 사서는 도서 업무에 학교에서 배운

원리를 용하고응용하는가운데 생생한 업무

경험을 축 하고, 업무에 정통해지면서 사서가

되어간다. 문헌정보학의 교육은 문헌정보학의

원리를 보다철 하게교육하고 아울러 실무에

서의응용력과통찰력을가진생명력있는지식

을제공하여야한다. 사서는변화․발 하는제

반 사회변화에능동 으로 처하기 해 사서

직에 한 부단한 자아성찰을 해야 하며, 학계

와 장에서지속 이고체계 인계속교육, 보

수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보요구의

문화, 세분화, 고 화로 인하여 주제 문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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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사회 요구가 증하고있는추세이다.

주제 문사서의 배출에 한 사회와 장의 요

구에부응할수있는장기 응책을문헌정보학

교육에서제공해야 한다. 한 장에서도사서

의 업무분장과 역할분담을통하여 문성을 배

양할수 있도록 조장해야 한다. 아울러 직 사

서의지식과기술의최신화에 하여사서개인

의부단한노력외에도학계와 장에서다양한

재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단 도서

에서도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셋째, 효율 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정보요구를 가

진다양한인간에 한심층 이해와 인커뮤

니 이션기술의강화가필요하다. 효율 인 정

보처리와 리의 상 개념이자 제조건으로

정보요구를가진다양한인간을상정할수있어

야 한다. 문헌정보학 지식을 갖추는 것 이상으

로사서로서의 기본 자질, 품성, 윤리의식, 정보

서비스의 가치와 요성 신념, 정보요구를

가진 인간에 한 심층 이해를 겸비할 수 있

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6.3.2 도서 실제

첫째, 단 도서 에서는 사서가 업무심화를

통하여 문 경험과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장해야 한다. 한 성장하는 사서를

하여 체계 인 업무교육과멘토링 제도를 지

원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구성원들간

의 갈등을 발 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

직 문화, 사서의 능력신장과 동기유발을 조장

해 주는 상호 력 조직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상호 력 인 도서 조직문화가

좋은 사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6.3.3 사서직 직업사회화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사서직의직업 사회화의경험

의 의미와 그 경험구조를 밝 내었다. 후속연

구에서는 사서직의 직업사회화를 다양한 측면

에서 근하는 연구로써, 사서직의 직업사회화

에 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사회화의 과정이

나 단계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 사서직의 보편 경험에 기반하되 한국의

사회문화 특성과 한국의사서직 교육의 특성

등 한국 사서직의 독특함을 반 한 한국 사서

직의 직업사회화 경험을 총체 으로 설명해주

는 행태이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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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서직 직업사회화 경험 주제범주

주제범주 주제모음 주 제 구성된 의미

업무심화와

업무능력 확장을

통해 성장함

업무에 정통해 감으로써

인정받음

업무경험의 축 이 요함
선호하는 업무가 있음

내가 성장한 핵심 업무가 있음

책임감을 느낌

경험을 통해 업무에 정통해짐
학교에서 배운 원리를 용함

장에서 체험을 통해 정통해짐

업무능력 신장으로

조직생활의 부정 경험을

극복함
업무능력을 신장함

부정 경험을극복하기 해 유 자격증 공부에

매달림

부정 경험을 극복하기 해 학원에 진학함

업무 련 자력학습에 몰입함

조직문화에 순응함

조직의 응원리를터득함

업무보다는 인간 계가 힘이 듦
조용히 지내라는 압박을 받음

끼리 문화를 경험함

원만한 공 인 계 유지 기술을

터득함

타인에게 하기

갈등 회피하기

선임자․상 자는

미래좌표가 됨

좋은 선임자․상 자와의 만남은

행운 임

선임자․상 자가 이끌어

선임자․상 자를 닮고 싶음

선임자․상 자는 반면교사의

상이 됨

선임자․상 자의 미흡한 으로 부터 깨달음을

얻음

선임자․상 자로 인해 마음 상함

이용자와 더불어

성숙해 짐
이용자는성찰의계기가됨

이용자로부터의 만족과 보람에서

사서로서의 존재감을 느낌

이용자로부터 만족을 느낌

이용자로부터 보람을 느낌

이용자는 사서를 정련시켜주는

사람들

이용자의 불만으로 부터 각오를 새롭게 함

이용자 응 방법을 터득함

다양한 이용자를 이해하게 됨

양면 직업의식을

가짐

정보 사직에 만족 함

사서직은 내 삶의 가치 실
사서직은 성에 맞음

사서직은 개인의 신념 실

정보서비스 마인드가 필요 함
사서직의 표면 인식에서 오는 오해가 불편함

정보 사직의 비애를 느낌

의도 인 문직 의식을

가짐

우리들만 인정하는 문직
사서직에 지를 가짐

사서직에 한 이 의식을 가짐

조직의 몰이해에 공분을 공유함

사서직에 한 조직의 몰이해가 상존 함

도서 운 은사서의 문가입장에서운 되어야

함

사서로서의

자기실 을 추구함

사서직을 고수함

한 우물 기
다른 잇 포기함

이직 갈등을 이겨 냄

정 으로 생각함

버티기

사서직의 미래발 을 그리면서 실의 어려움

극복함

확고한 문성으로

인정받고 싶음

사서로서 문 역을 갖고 싶음
주제 문성을 갖추고 싶음

업무 문성을 갖추고 싶음

사서로서 미래포부를 가짐

이용자와 풍부한지식을나 는 사서가되고싶음

조직과 도서 계를 해내역할과소임을 다하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