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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의 만족도 향요인을 악하고 장실습교육 구성요인으로서 합한 NCS 능력단

를 도출하여, 국가직무능력표 (NCS)과 연계된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하고 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실습교육 내용의 기   지침을 구체화하는 목 을 갖고 있다. 이를 해 첫째,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추진 황 

특히 문헌정보학 공분야 NCS 황을 분석하 고, 둘째, 문헌정보학 공학생의 장실습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실습의 

향요인을 도출하 고, 실습기 인 도서  장에서의 NCS와 연계된 장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용도 평가를 

진행하 으며, 셋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결과 등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 (NCS)이 실제 도서  장의 업무와 

하게 부합되는 방향으로 NCS와 연계된 문헌정보학 실습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하 고, 넷째, NCS를 기반으로 문헌정보

학 실습교육 내용의 기   지침을 구체화하여 장실습 실습생에게 요구되는 장실습 교육지침서를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sign a field training curriculum model linked to the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NC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s by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the field practice program and by drawing NCS capacity units suitable as field training configuration 

factors. It was also conducted to give shape to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of NCS-based field training 

curriculum. For this study, first, we analyz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NCS), particularl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 Second, we derived influencing 

factors of the field practice program through the field training satisfaction survey fro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ents. Third, we have designed a training curriculum model associated with NCS seeking proper 

matches with actual work of the library site through research methods including focus group interviews. 

Fourth, education guidelines of the field training required to interns were propos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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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개요

 정부에서는 ‘학벌이 아닌 능력 심의 

사회’를 만들기 한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

고자 국가직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NCS)을 개발하고, 고교 이후의 직

업교육을 NCS를 활용한 일자리 심 교육으로 

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CS는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하여 요구되는 지

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

별, 수 별로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를 학에서의 교육과정에 반 하여 산업 

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교수학

습하고 평가하여 장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NCS 기반의 교육과정이라 

지칭한다(교육부 2015).

문헌정보학은 실용학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육기 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도서   

정보서비스 제공기  장에 용․통합하여 

문 인 능력과 기술을 익히고 개발할 수 있

는 교육철학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 변하는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문헌정보학 

공 학생들의 실무 응력을 높이고 장 직무

능력을 제고하기 한 유용한 안으로서 장

실습 교육을 보다 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이야

말로 문헌정보학 공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기

를 겸비한 도서  분야 실무교육을 통하여 장

차 사서가 될 학생들에게 문헌정보학에 한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자아인식의 개발을 돕는 

필수 인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한 문사서를 양성하기 해 제되어

야 하는 문헌정보학의 요한 과정이면서 사서 

자격 취득을 한 장 업무 이해도의 제고를 

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기도하기 때문

이다(권선  외 2015).

하지만 학 재학  실시하는 문헌정보학 

실습교육이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장실

습이 체계 인 교육과정 없이 각 실습 수요기

별로 형식 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계와 업계, 

학생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래하여 유명무실하다는 지  한 제기되고 있

다. 사서를 양성하기 한 문헌정보학 교육체

계는 재 문 학, 4년제 학, 사서교육원 

거기에 학 은행제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

으며 문헌정보학 실습교육도 그 교육기 의 편

제별, 지역  분야별, 기 성격별로 다양한 편

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제안

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

의 상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로그램으로 어

느 정도의 실습을 수행하게 해야 하는가에 

한 문헌정보학 실습교육과정의 표 화와 문

화, 체계화이다.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야하는 실천학문이자 문직 학문으로서 문헌

정보학 분야에서 장실습 교육을 제 로 수행

하기 해서는 지 까지 개발된 국가직무능력

표 (NCS)에서의 문헌정보학 련 직무를 기

반으로 장실습 교육의 모델  체계화된 기

 등을 제 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 학생들의 장실

습교육 황  실습 만족도 수 을 악하고 

실습 만족도와 련한 시사 들을 도출하여 국

가직무능력표 (NCS)의 ‘문헌정보 리’ 직무

를 기반으로, 교육기 인 학과 실습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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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실습생 상호간에 보다 만족스러운 장실

습 교육과정의 실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 국가직무능력표 (NCS)에서 제시된 능

력단 를 활용하여 도서  장실습 교육을 

한 표 화된 기 과 지침을 제시하여 문헌정보

학 교육에서의 NCS의 효과  활용체제를 구축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 으로 

도서  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심의 

문사서를 양성하기 한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   방법

문헌정보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분야에 일과 

학습의 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하기 한 

국가직무능력표 (NCS)이 국내의 여러 교육

장에서 본격 으로 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궁극 으로 국가직무능력표 (NCS) 

기반의 체계화된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

정의 설계  개선안 도출을 해 다음과 같은 

주요한 세가지 연구목 을 가진다.

첫째, 문헌정보학 공을 포함한 주요 학문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추진 황 

 련 선행연구 등을 비교․분석하여 NCS

와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과의 연계

을 제시하기 한 본 연구의 이론  배경을 확

립하는 것이다.

둘째, 문헌정보학 공학생의 장실습 만족

도 조사를 통해 향요인을 분석하고, 실습기

인 도서  장에서 인식하는 NCS와 연계된 

장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용도 악을 

통해 장실습 구성요인으로서 합한 NCS 능

력단 를 도출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 (NCS)과 연계된 문

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하고, 

NCS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실습교육 내용의 

기   지침을 구체화하여 실제 도서  장

의 업무와 하게 부합되는 보다 실증 인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에서 제시한 연구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체

계 으로 설계하여 진행하 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 (NCS) 추진 황  

문헌정보학 분야 NCS 분석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한다. 재 국내에서 운  인 국가직무능

력표 (NCS) 개발  교육 장 도입 황과 특

히 개발이 진행 이거나 완료된 문헌정보학 분

야의 NCS  능력단  등을 구체 으로 분석

하여, 문헌정보학 장실습교육과의 연계 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고용노동부와 교

육부 등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NCS 체제

의 교육 장 도입에 한 주요 흐름과 이것으로 

인해 자격체제와 련된 교육-자격-고용으로 

연결되는 국가직무능력표 (NCS) 도입방향이 

향후 문헌정보학 같은 실용학문 역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에 해서 선행연구를 조사․분

석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정보학 공학생의 장실습 만족

도 조사를 통해 장실습 만족도의 향요인을 

분석한다. 문헌정보학 장실습에 참여한 이수

자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도서   정보

서비스 제공기  장실습을 경험한 문헌정보

학 공 학생들의 실습에 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고 만족도의 향요인은 무엇인지 알아

본다. 이를 해 장실습을 경험한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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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공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 그리하여 문헌정보학 장실습 련 요소들

과 실습교육 만족도 간의 향 계, 실습 련 

요소가 반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어

떠한 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문헌정보학 장실습기 의 NCS와 연

계된 장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용도를 

평가한다. 문헌정보학 교육의 실무 장이자 

장실습 수행기 인 각종 도서 의 문 사서들

을 상으로 장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

습 구성요인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능력단 를 활용한 요도  활용도 평가를 실

시한다. 이로써 도서  장의 NCS 능력단  

에 한 요도  활용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장실습 교육의 구성요소로서 합한 NCS 능

력단 를 도출한다. 그리하여 문헌정보학 공

의 실무 장이자 실습기 인 도서   정보센

터에서 요구하는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바람

직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비사서 실무능력 배양을 한 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한다. 이를 해 먼  장실습 교육 담당

자, 학의 교육자, 장실습 참여자의 문헌정

보학 공 장실습 련자 3개 그룹을 상으

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NCS와 연계

하여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 설계

를 한 개선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다. 그리

고 앞에서 연구된 문헌정보학 공학생의 장

실습 만족도 조사 결과와 장실습기 의 NCS

와 연계된 장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

용도 평가 결과를 최 한 반 하고, 포커스 그

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직무능력표

(NCS)이 실제 도서  장의 업무와 하

게 부합되는 방향으로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

을 설계한다. 이로써 궁극 으로는 ‘일-교육․

훈련-자격’이 제 로 연계되는 장 심의 국

가직무능력표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

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

내용의 기   지침을 구체화한다. 설계된 국가

직무능력표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NCS에 기반한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기   지침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실습단 별 교육목 , 실습교육시

간, 실습단 요소, 수행 거, 필요 지식․기술․

태도, 실습지도방법, 실습장비  도구, 실습평

가방법, 실습정보원, 실습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문헌정보학 장실습교육 로 일과 각 기  

 담당자에 따라 장실습의 지도내용이 달라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장실습 실

습생에게 요구되는 장실습 교육지침서를 각

각 작성, 제안한다. 이는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이 NCS 기반에서 보다 효과 으로 개될 

수 있도록 할 목 으로, 일반 인 장실습의 

과정과 차에 부합하면서 각 단계에 맞는 체계

인 장실습 기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이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개요  추진

황

2.1.1 국가직무능력표 의 개념  개발 황

국가직무능력표 (NCS, Nation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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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은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 별로 체계화한 것(자

격기본법 제2조제2호)으로, 산업 장의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  차원에서 표 화한 것을 

의미한다(양혜련, 유지선 2013). 한 NCS는 

한 사람의 근로자가 해당 직업 내에서 소  업

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하여 요구되는 실

제 인 수행능력을 의미하며, 최종 결과는 ‘무

엇을 하여야 한다’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는 형식으로 제시된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작업능력’, 다양한 다른 작업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작업 리 능력’, 일상

인 업무가 마비되거나 상치 못한 일이 발생

했을 때 처하는 ‘돌발상황 처능력’ 해당 산

업 련 기술   환경  변화를 측하여 상

황에 처하는 ‘미래지향  능력’ 등 해당 직무

를 수행하기 한 모든 종류의 수행능력을 포

하여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그림 1> 

참조).

국가직무능력(NCS) 개발은 2002년부터 논

의되기 시작하여 비기(2003～2007), 도입기

(2008～2012)를 거쳐 재는 정착기(2013～

2020)의 단계에 진입 인 상태로 총 3단계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2002년부터 기․ 자분

야 송․변 설비 등 분야의 18개 직무능력표

이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매년 4～

46개의 직무능력표 을 개발하 으며, 2013년

에는 254개, 2014년에는 557개, 2015년에는 50

개의 직무능력표 을 개발하여 2015년 12월 

재 1천여 개의 직무능력표 이 개발되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NCS의 개발과 활용은 산업계의 요구  수

요를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NCS의 개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산업계가 

표 을 마련하게 되면 교육훈련기 , 자격검정

기기  등이 이를 활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주인 , 조정윤, 임경범 2010). NCS는 산업

장의 직무수요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으로써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고리, 

즉 인 자원개발의 핵심 토 로 기능할 수 있

다. 교육훈련기 은 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기 으로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   교재 개발 등에 활용하여 산업 수

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업은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 (NCS) 개념도(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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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으로 경력개발경로 개발, 직무기

술서,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도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교육부 2015).

2.1.2 국가직무능력표 의 구조

국가직무능력표 의 분류체계는 직무의 유

형(Type)을 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 의 단

계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

 개발의 체 인 로드맵을 제시학고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심으로, 한

국표 직업분류, 한국표 산업분류등을 참고하

여 분류하 으며 ‘ 분류(24) ￫ 분류(80) ￫ 
소분류(238) ￫ 세분류(887개)’의 순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분류체계 마련을 해 직업분류, 산

업분류  자격분류 문가, 해당산업 분야 

문가 상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 직종구조분석

을 시행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표 

1> 참조).

NCS는 국가직무능력표  분류체계의 세분

류를 의미하는 ‘직무’를 심으로 설정․개발되

며, ‘능력단 ’는 국가직무능력표  분류체계의 

하 단 로서 국가직무능력표 의 기본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NCS는 여러 개의 능력단  

집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능력단 는 능력

단 분류번호, 능력단 정의, 능력단 요소(수

행 거, 지식․기술․태도), 용범   작업

상황, 평가지침, 직업기 능력으로 구성하게 된

다(<그림 2> 참조).

한편, NCS의 구체 인 능력단 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 수 의 교수․학습자료

를 뜻하는 NCS 학습모듈이 있다. 국가직무능력

표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 장의 ‘직무 요구서’라고 한다면, NCS 학

습모듈은 NCS의 능력단 를 교육훈련에서 학

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라 할 

수 있다. NCS 학습모듈은 구체  직무를 학습

할 수 있도록 련 지식․기술․태도와 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각종 교육기  

 훈련기 , 직장교육기  등에서는 NCS 교과

목에서 구성된 능력단 에 해당되는 부분의 학

습모듈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교수자

가 추가 으로 학습내용을 보완하여 교수․학

습 활동을 할 수도 있다. NCS 학습모듈은 한마

디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교육훈

련 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취목표와 학습

분류 분류기

분류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한국고용직업분류 참조)

분류

∙ 분류 내에서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 

∙ 분류 내에서 산업이 유사한 분야 

∙ 분류 내에서 노동시장이 독립 으로 형성되거나 경력개발경로가 유사한 분야

∙ 분류 수 에서 산업별인 자원개발 의체(SC)가 존재하는 분야 

소분류
∙ 분류 내에서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

∙소분류 수 에서 산업별인 자원개발 의체(SC)가 존재하는 분야

세분류
∙소분류 내에서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직업  표 직무

<표 1>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세부 분류기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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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직무능력표 (NCS) 능력단  구성(교육부 2015)

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

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다(교육부 2015).

2.1.3 국가직무능력표 의 추진 황

학에서의 NCS 활용 동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김기용 외 2014)에 따르면, 2014년의 교

육과정에서 NCS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문

학은 조사 상  74.7%(총 56개교)에 달하

고 있으며, 이는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했

을 때의 36.1%에서 비약 으로 증가한 것으로 

악되고 있다. 이는 재 우리나라 문 학

에서는 NCS를 교육과정에서 극 으로 도입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향후 정부의 학 

특성화 사업 육성정책 등의 정책 방향에 따라 

더 많은 학이 교육과정에서 NCS의 용을 

추진할 것으로 상되어진다.

문헌정보학 공 분야의 2015년 재 NCS 

활용 동향을 살펴보면, 먼  문헌정보학 공

이 개설된 문 학 5개교  4개교가 NCS가 

용된 교육과정을 운 인 것으로 악되었

고, 1개교는 교육과정 개설을 비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년제 학 에서는 1개교 만이 

NCS가 용된 일부 교과목을 운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몇몇 학에서는 교

육과정에 NCS의 용을 향 으로 검토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서’라는 문헌정보 리 직무 문

가 양성을 한 문헌정보학 공에서도 4년제 

학보다는 문 에서 보다 극 으로 NCS

를 도입하여 교육과정에 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학습-자격의 일원화를 확

립하기 해 국가 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직

무능력표 (NCS)의 성공 인 운 과 도입의 

활성화를 해서는 향후 4년제 학에서의 교

육과정에 극 인 도입과 용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문헌정보학 공 분야에서의 NCS 련 연

구동향을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사서직 문성

연구, 사서직제 연구, 자격제도 연구, 문사서

에 한 필요성 연구, 교육시스템 연구 등의 사

서 문인력 양성과 련된 연구는 그 스펙트

럼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추진 목표가 산업 장의 직무 수요

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일-교육훈련-자격제

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산업 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제 로 양성, 활용, 평가하는 교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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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때, 문헌정

보학 분야 문인력 양성  교육 방안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 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추진목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의 으로는 NCS 도입  

운 을 한 구체성은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

므로 문헌정보학 공 분야에서 이에 한 연구 

 조사가 더욱 확 될 필요가 있겠다.

2.2 문헌정보학 분야 NCS 분석

문헌정보학 공과 련된 NCS는 국가직무

능력표 (NCS) 분류체계상 ‘문화․ 술․디

자인․방송’의 분류 아래 ‘문화․ 술’ 분

류, ‘문화 술경 ’ 소분류 체계를 거쳐 가장 하

단계인 ‘문헌정보 리’라는 세분류로 2014년

에 개발되어 발표되었다(<표 2> 참조). 문헌정

보 리 세분류(직무)의 NCS 개발에는 산업

장, 교육훈련, 자격 부문으로 나 어 총 7명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가가 참여하 고, 개발

된 ‘문헌정보 리’ 직무의 직무능력표 은 WG 

(Working Group) 심의 원, 검토 원, 한국

진흥 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문가 등 

총 30명의 련 산업 장 문가의 검증을 거

쳤다고 밝히고 있다(고용노동부 2014).

국가직무능력표 은 원칙 으로 NCS 분류

체계의 세분류 단 에서 개발되어지고, 직무는 

NCS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한다. 재까지 

개발된 문헌정보학 공 분야의 NCS 직무는 

‘문화․ 술․디자인․방송’ 분류하의 세분

류로 작성되어진 ‘문헌정보 리’ 1개만이 존재

하고 있다. ‘문헌정보 리’ 직무는 ‘이용자가 정

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의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의 문헌정보를 생

성, 수집, 조직, 보존  제공하는 일이다’라고 정

의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4).

NCS 상의 문헌정보 리 직무는 <표 3>과 같

이 2014년 개정 을 기 으로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조직, 이용자 정보서비스, 문헌정보시

스템운 , 도서  정보센터 경 리,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문헌정보 이용 분석, 문헌정보 

보존, 문헌정보큐 이션, 문헌정보 서비스 마

, 독서문화 로그램 운 ’ 등 총 11개의 능력

단 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11개의 능력단

는 총 39개의 능력단 요소로 세분되어 있다(고

용노동부 2014).

분류 7. 사회복지․종교 8. 문화․ 술․디자인․방송 9. 운 ․운송

분류 1. 문화․ 술 2. 디자인 3. 문화콘텐츠

소분류 1. 문화 술경 2. 실용 술 3. 공연 술 4. 문화재 리

세분류 01. 문화․ 술기획 02. 문화․ 술행정 03. 문화․ 술경 04. 문헌정보 리

<표 2> ‘문헌정보 리’ 직무의 국가직무능력표 (NCS)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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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 리 [세분류, 직무] 

능력단 명 능력단  코드 능력단  정의 능력단 요소

문헌정보수집 0801010401_14v2

문헌정보수집이란 도서 의 목 과 이용자의 요구

를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입수하며 평

가하는 능력이다.

1.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하기

2. 문헌정보 선택하기

3. 문헌정보 입수하기

4. 문헌정보 평가하기

문헌정보조직 0801010402_14v2
문헌정보조직이란 이용자들이 합한 정보를 검색

하고 근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1. 분류하기

2. 목록작성하기

3. 메타데이터작성하기

이용자 정보서비스 0801010403_14v2
이용자 정보서비스란 이용자를 한 서비스와 

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2. 이용자정보서비스 운 하기

3.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문헌정보시스템운 0801010404_14v2

문헌정보시스템 운 이란 필요한 문헌정보시스템

을 갖추기 하여 환경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도

출하여 이를 구축하는데 반 하고 구축된 시스템

을 운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문헌정보 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2.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3.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4. 문헌정보 시스템 운 하기

5.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도서  정보센터 

경 리
0801010405_14v2

도서  정보센터 경 리란 도서 /정보센터의 

인 /물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과 부서의 목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 능

력이다.

1. 기획 략 수립하기

2. 조직인사 리하기

3. 정책 분석 용하기

4. 유 기 과 력하기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0801010406_14v2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이란 문헌정보 문가로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문헌 연구하기 

2. 연구 수행하기

3. 연구 결과 활용하기

문헌정보 이용 분석 0801010407_14v2

문헌정보 이용 분석이란 문헌 정보  련 시설과 

로그램의 이용성과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다.

1. 문헌정보 이용 평가하기

2. 시설 이용 평가하기

3. 로그램 운  평가하기

4. 연구 성과 분석하기

문헌정보 보존 0801010408_14v2

문헌정보 보존이란 자료의 근성과 유용성을 높

일 수 있게 수집된 자료를 하게 배치하고 이용

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수집된 자료

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수집자료 리하기

2. 보존하기

3. 폐기하기

4. 디지털 아카이빙

문헌정보 큐 이션 0801010409_14v2

문헌정보큐 이션이란 새로운 정보 요구를 분석하

고 이를 충족시키기 한 정보를 발굴, 생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정보 분석하기

2. 정보 가공하기

3. 생산된 정보 평가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
0801010410_14v2

문헌정보 서비스 마 이란 문헌정보  련 기

의 이용과 활용을 증진하기 한 홍보 마  

략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문헌정보 서비스 마  기획하기

2. 문헌정보 서비스 마  실행하기

3. 문헌정보 서비스 마  평가하기

독서문화 로그램 

운
0801010411_14v2

독서문화 로그램 운 이란 이용자의 독서 로

그램, 문화 로그램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운 계

획을 작성하고, 로그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다.

1. 운 계획 작성하기

2. 로그램 진행하기

3. 로그램 평가하기

<표 3> 국가직무능력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상의 능력단   능력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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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분석

문사서 양성을 한 국가직무능력표 (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실습교육과정 설계를 한 본 

연구 수행을 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 (NCS)

의 구축  개는 어떠한 지, 실습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육과정에 한 실

태와 개선 시도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문

헌정보학 분야의 사서 자격과 유사한 자격과 연

계된 타 학문분야의 실습교육과정의 황  실

태는 어떠한 지 등을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일-학습-능력의 한 조화를 통해 구

 가능한 평생교육체제에서 학과 기업과의 

연계교육이 잖이 논의되고 있는  시 에서 

본 연구의 주제는 최근 들어 더욱 본격 인 연구

가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그러한 

에서의 련 실태  동향을 다룬 200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를 

‘국가직무능력표 (NCS) 구축  개’, ‘실습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자격 

연계 타 학문분야 실습교육과정’의 3가지 범주

로 나 어 각각 분석하 다.

먼 , 국가직무능력표 (NCS) 구축  동향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  그 자체의 기반 구축 

 제도화 방안을 넘어 이제 각 학문별, 자격별 

분야에서 NCS를 활용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국가직무능

력표 에 기반한 훈련수요를 분석한 이재원, 윤

석천의 연구(2011) 등 공학 분야와 특정 자격과 

연계된 학문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나

승일 외 2007; 장 기, 양해술 2012; 이재원, 윤

석천 2011; 최 오 외 2013; 백정희, 김규섭, 이

재근 2012).

둘째, 실습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헌정보학 교

육과정에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체의 표  

교육과정  교과목, 로그램 설계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주목할 은 몇 몇 문헌정

보학 실습교육과정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지

만 도서  종 체, 모든 역을 아우르는 연

구가 아닌 비사서교사 양성을 한 교육실

습 로그램 개발, 공공도서  분야 실습교육 

등 일부 종이나 역에 한정된 연구가 주로 

진행된 편이고, 권선 , 백지원, 차성종의 연구

(2015)에서야 문헌정보학 공 분야의 교과과

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 (NCS)을 용한 특

정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실제로 설계하여 운

한 후, 그 교육과정의 운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문헌정보학 공에서의 국가직무능

력표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  운

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노 희 2005; 노동조 2009; 노 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유사라 2012; 김성  2011; 이수

, 김유승 2012; 차성종 2015; 권선 , 백지원, 

차성종 2015).

셋째, 자격과 연계된 타 학문분야의 실습교

육과정에 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장 실

습교육과정의 모델 개발이나 실습교육 로그

램 개선 등과 련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학

교사회복지 장실습교육의 황을 분석하여, 

학교사회복지 문인력 양성을 한 실습교육

의 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홍순혜 외의 연

구(2013) 등 주로 실습교육을 편성하거나 주

하는 공 자 주의 실습교육과정에 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실습 참여자 경

험을 반 한 실습교육과정에 한 연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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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흡한 상황이다(양옥경 2005; 송인숙, 이

은희 2006; 서채원 2004; 홍순혜 외 2013; 유호

신 외 2007). 

한 해외에서의 문헌정보학 실습교육과정

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884년 듀이(M. 

Dewey)가 콜롬비아 학교에서 최 의 도서

학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사서양성 교육은 

도서 에서의 실제  경험과 다양한 도서 의 

성공사례에 한 장연구, 학술토론회 등과 같

은 교육활동 외에 강의와 독서만으로는 최고의 

사서를 양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서  실습 

교과목을 요한 과목으로 강조하 다(Grogan 

2007). 이와 같이 기에는 도서  실습을 요

시 여겼으나 1920년 부터 1960년  후반까

지는 도서  실습을 직업훈련으로 간주하고 거

의 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1968년 로스타인

(Rothsthein)은 미국 사서양성교육에서 이론

지식을 강화하고 이론을 장에 용해 볼 수 

있는 도서  실습 교과목을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Lynch 2008). 그 후 

20년에 걸쳐 문헌정보학자들에 의해 도서  실

습 교과목이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요

한 교과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계속하여 주장하

다. 그 결과 1970년 부터 차 도서  실습 

교과목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요한 치

를 차지하게 되었고 1990년 에는 경쟁 으로 

도서  실습 교과목을 문헌정보학과의 핵심교

과목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하 다. 

결국에는 2000년 국제도서 회연맹은 사서

양성교육 로그램 가이드라인에서 “도서  실

습 로그램은 비사서로 하여  문 인 지

식의 습득과 장실습간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IFLA 

2000, 재인용: 정종기 2011). 최근의 연구로는 

다마스코와 맥그루(2008)가 문헌정보학 실습교

육에 해서 도서  사서들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도서  실습 로그램들이 성공하

기 해서는 이론과 실무의 한 조화와 비

사서들이 도서 실습에서 의미있고 잘 계획된 

경험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

다 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에서 조사된 선행 연구를 종합하자면, 국

내의 경우 문헌정보학 학문 체의 교육과정개

편과 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장실습 교육과정과 련해서는 실습교육 모델

을 설계하거나 표 화된 기 이나 지침을 설정

하기 한 심층 인 연구가 미흡한 편이며, 특

히 국가직무능력표 (NCS)을 분석하고 활용

하여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교육과정을 도

서  장에서의 직무와 실증 으로 연계하기 

한 연구는 시도되지 못한 상황이다.

3. 연구수행 내용  결과

3.1 문헌정보학 공학생의 장실습 만족도 

조사를 통한 향요인 분석

3.1.1 연구내용

본 장에서의 연구는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여 진행하 다. 

첫째, 장실습을 경험한 문헌정보학 공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특성, 공 특성, 실습여건 등 실습 련 요소

가 실습생의 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지 향 계를 분석한다. 구체 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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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일반  특성, 공특성, 실습여건의 차

이에 따라 장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이고 그 향은 어떤 식으로 개되는

지 악한다.

둘째, 장실습의 체 만족도를 구성하는 6

가지 변인(‘실습환경’, ‘실습시기  기간’, ‘실

습지도자’, ‘실습 로그램’, ‘실습평가’, ‘사

비’)별로 응답자의 반  만족도에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이고 그 향 계는 어떤 식으로 

개되는지 분석한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문헌정보

학 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   정보서

비스 제공기  장실습의 바람직한 방향을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3.1.2 연구방법

(1) 연구 상  자료수집방법

장실습을 경험한 문헌정보학 공학생들

의 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장실습을 경

험한 문헌정보학 공학생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는데, 먼  그 연구 상은 도

서   정보서비스 제공기  장실습을 경험

한 문헌정보학 공 학생에 한하여 국 문  

 4년제 학교 문헌정보학과 8개 학교 2학년, 

4학년 160여명을 상으로 하 다. 

설문조사를 한 자료의 수집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주 동안 8개 학교 

문헌정보학 공 학생 170여명을 상으로 미

리 연구목 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시 조사를 실시

하 고, 체 설문지  락되거나 응답이 불완

한 경우를 제외한 161명을 최종 분석 상으

로 하 다(차성종 2015).

(2) 연구도구  분석

설문지를 구성하는 설문 항목은 선행연구문

헌  비조사를 통해 총 46문항으로 작성하

다. 조사 세부항목은 일반  특성 4문항, 

공 특성 6문항, 실습 여건 5문항, 실습만족도에 

한 항목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

만족도에 한 항목으로는 환경만족도 5문항, 

실습시기  기간 만족도 5문항, 실습지도자 만

족도 5문항, 실습 로그램 만족도 6문항, 실습

평가 만족도 4문항, 사 비 만족도 5문항, 

반  만족도 1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하 다. 

실습만족도에 한 항목의 측정 방식은 ‘  그

지 않다’의 1 에서 ‘매우 그 다’의 5 을 선

택하는 리커트식 5  척도를 이용하 다. 문헌

정보학 장실습 만족도 조사결과에 한 자료

분석을 해 통계패키지(SPSS 22.0)를 활용하

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

 

3.1.3 장실습 만족도 조사 결과

(1) 장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응답자의 일반  특성, 공 특성, 실습여건

의 차이에 따라 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이고 그 향은 어떤 식으로 개되

는지 악하기 해, 장실습 만족도 평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반  특성, 공 특성, 

실습여건의 각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모형

에서 ‘ 공만족도’ 요인(표 화 계수=0.340)과 

‘ 인 계’ 요인(표 화 계수=0.216)이 유의수  

0.01에서 ‘종교 유무’ 요인(표 화 계수=-.160)

이 유의수  0.05에서 장실습 만족도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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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공에 한 만족도

의 추정된 회귀계수는 0.340이었으며, 공만

족도가 높은 실습생일수록 장실습 만족도가 

0.3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 장실습 만족도 구성요인  반  

만족도에 미치는 향도의 비교

장실습의 체 만족도를 구성하는 ‘실습환

경’, ‘실습시기  기간’, ‘실습지도자’, ‘실습

로그램’, ‘실습평가’, ‘사 비’의 6가지 구성요

인 에서 응답자의 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그 향은 어떤 식으로 개

되는지 분석하기 해, 반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실습환경’, ‘실습시기  기

간’, ‘실습지도자’, ‘실습 로그램’, ‘실습평가’, ‘사

비’ 각 6가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모형

에서 실습만족도 변인 6개  ‘실습시기  기

간’, ‘실습지도자’, ‘실습평가’, ‘실습사 비’ 요

인을 제외한 ‘실습환경’, ‘실습 로그램’ 요인이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되어 

장실습의 반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장실습의 

체 만족도를 구성하는 6가지 구성요인 에서 

‘실습 로그램’ 요인(표 화 계수=0.362), ‘실습

환경’ 요인(표 화계수=0.214)의 순으로 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표 5> 참조).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F값

(p)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2.427 .589 　 4.118 .000

3.154

 (0.000)
0.246

성별 -.066 .167 -.031 -.394 .694

연령 -.095 .058 -.140 -1.645 .102

종교 유무 -.207 .098 -.160 -2.107 .037*

인 계 .249 .089 .218 2.797 .006**

학제 .107 .114 .089 .944 .346

공선택 동기 -.004 .037 -.008 -.106 .916

학업성 -.085 .049 -.143 -1.716 .088

학생활만족도 -.030 .069 -.041 -.433 .666

공만족도 .237 .065 .340 3.619 .000***

취업 망 .099 .085 .101 1.160 .248

실습장소 .028 .030 .074 .926 .356

실습장소 선택권 -.030 .048 -.048 -.629 .530

실습시 거주지 .183 .118 .118 1.552 .123

실습처와 거주지 거리 .023 .054 .034 .425 .671

개인실습 경험 .159 .118 .102 1.347 .180

*p < .05,  **p < .01,   ***p <.001

<표 4> 장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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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F값

(p)
R제곱

B 표 오차 β

(상수) 0.062 0.345 　 0.180 0.857

31.859

 (0.000)
0.554

실습환경 0.255 0.123 0.214 2.071 0.040*

실습시기  기간 0.133 0.128 0.091 1.039 0.300

실습지도자 0.055 0.131 0.045 0.419 0.676

0.001**3.3430.3620.1270.424실습 로그램

0.0511.9720.1690.1170.23실습평가

0.331-0.975-0.0680.091-0.088실습사 비

*p < .05,  **p <.01,   ***p <.001

<표 5> 실습만족도 구성요인이 반  만족도에 미치는 향

3.1.4 시사  도출

(1) 장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문헌정보학 공 학생의 일반  특성, 

공 특성, 실습 여건의 체 요인 에서 실습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알아

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통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종교 유무’ 요인(β=0.160)이 유의수  

0.05에서 ‘ 공 만족도’ 요인(β=0.340)과 ‘

인 계’ 요인(β=0.216)이 유의수  0.01에서 

장실습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 유무와 

인 계가 장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실습생의 만족도에 심

리 인 측면과 인간 계 인 측면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 향후 실습만족

도 제고를 해 심리 안정  인 계 형성 

측면에서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한 공만족도가 장실습 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향후 문헌정보학 공에 한 애착심을 키울 

수 있는 학생 착형 공교육에 한 강화가 

곧 장실습 만족도 제고와 직결됨을 인식시

켜주고 있다.

(2) 장실습 만족도 구성요인  반  

만족도에 미치는 향 요인

장실습의 체 만족도를 구성하는 6가지 

변인(‘실습환경’, ‘실습시기  기간’, ‘실습지도

자’, ‘실습 로그램’, ‘실습평가’, ‘사 비’)별

로 응답자의 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과 

그 향 계는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4가지 변

인이 제외되고 ‘실습 로그램’ 변인(β=0.362), 

‘실습환경’ 변인(β=0.214) 만이 반  만족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장실습 로그램의 한 구

성과 범 , 체계 이고 짜임새 있는 진행에 

한 만족도가 높거나 실습을 수행하기에 한 

인 라를 갖추고 실습에 해 우호 이고 소통

하는 분 기가 형성된 실습기 의 환경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높은 실습생일수록 장

실습에 한 반 인 만족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향후 장실습 만족도

를 제고하여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교육효과

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향력 측면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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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에 끼치는 향력이 상 으로 높은 

실습만족도 구성요인인 ‘실습 로그램’, ‘실습환

경’ 요인에 한 선택과 집 을 통한 만족도 극

화 략이 필요함이 분석되었다.

3.2 NCS와 연계된 문헌정보학 장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용도 평가

3.2.1 연구내용

본 장에서의 연구는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여 진행하

다. 

첫째, 장실습기 의 문 사서들을 상으

로, 문헌정보학 장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서 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용도를 국가

직무능력표 (NCS)와 연계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에 한 요도  활용도 평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제로 도서  장에서 사

용할 장실습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는데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문헌정보

학 공의 실무 장이자 실습기 인 도서  

 정보센터에서 요구하는 문헌정보학 장실

습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한 시사 을 

제시한다.

3.2.2 연구방법

(1) 연구 상  자료수집방법

장실습을 경험한 실습기  장실습 지도

자의 NCS와 연계된 문헌정보학 장실습 구성

요인의 요도  활용도 평가를 측정하기 

해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을 시행 이거나 

시행한 경험이 있는 도서   정보서비스 제

공기 의 실습지도 담당자를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 는데, 먼  그 연구 상은 수도

권의 공공도서 (소, ), 학도서 , 학교도

서 , 국립도서 , 문도서  등 60여개 기  

장실습 담당자를 상으로 하 다. 

설문조사를 한 자료의 수집은 면조사  

이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 고, 2015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6주 동안 문헌

정보학 장실습 수행 경험이 있는 60여개 

장실습기  실습지도 담당자 90여명 상으로 

미리 연구목 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시 조사를 

실시하 다. 체 설문지  락되거나 응답

이 불완 한 경우를 제외한 77명(실습지도 담

당자가 복수인 기 의 경우 1개 기 에서 복

수 응답한 기  있음)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2) 연구도구  분석

설문지를 구성하는 설문항목은 선행연구문

헌  비조사를 통해 총 87문항으로 작성하

다. 조사 세부항목은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로그램을 구성하는 실습 내용으로서 NCS ‘문

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능력단 요소에 

한 요도  활용도 평가를 한 항목으로 

각각 39문항씩을 구성하 고, 실습기  담당자

의 도서  근무경력, 소속기 유형 등 기본사

항 조사를 한 9문항을 포함하 다. 장실습 

구성요소로서 NCS 능력단   능력단 요소

에 한 요도  활용도 평가를 한 항목의 

측정 방식은 ‘  그 지 않다’의 1 에서 ‘매

우 그 다’의 5 을 선택하는 리커트식 5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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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이용하 다. 본 장의 연구결과에 한 자

료분석을 해 통계패키지(SPSS 22.0)를 활

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등

을 실시하 다.

3.2.3 장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용도 

평가 결과

(1) NCS ‘문헌정보 리’ 직무상의 능력단 별 

요도 평가 결과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구성내용의 요

도 평가를 해 문헌정보학 장실습 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를 활

용하여 요도를 평가하 다.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구성내용의 요도 평가 결과,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이용자 정보

서비스’(4.41), ‘문헌정보조직’(4.19), ‘문헌정보

수집’, ‘독서문화 로그램운 ’(4.17), ‘문헌정보

서비스마 ’(4.16) 능력단  순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3.48), ‘문헌정보시스템운 ’(3.82), ‘문헌정보 큐

이션’(3.83), ‘문헌정보 이용 분석’(3.84) 능력

단  순으로 낮은 요도를 보여주었다(<표 6> 

참조).

(2) NCS ‘문헌정보 리’ 직무상의 능력단 별 

활용도 평가 결과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구성내용의 활용도 

평가를 해 문헌정보학 장실습 로그램 내용

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가직무능력표 (NCS)

의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를 활용하여 

그에 한 활용도를 평가하 다.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구성내용의 활용도 평가 결과,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문헌정

보조직’(3.77), ‘독서문화 로그램 운 ’(3.72), ‘이

용자 정보서비스’(3.70) 능력단  순으로 활용도

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

행’(2.42), ‘문헌정보 큐 이션’(2.82), ‘문헌정보

시스템 운 ’(2.92), ‘문헌정보 이용 분석’(2.98) 

능력단  순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다. 

능력단 평균(M) 표 편차 (SD)

문헌정보수집 4.17 0.550

문헌정보조직 4.19 0.720

이용자 정보서비스 4.41 0.560

문헌정보시스템운 3.82 0.740

도서  정보센터 경 리 4.01 0.780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3.48 0.920

문헌정보 이용 분석 3.84 0.750

문헌정보 보존 4.13 0.690

문헌정보 큐 이션 3.83 0.770

문헌정보 서비스 마 4.16 0.690

독서문화 로그램 운 4.17 0.840

<표 6> NCS ‘문헌정보 리’ 직무상의 능력단 별 요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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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 평균(M) 표 편차 (SD)

문헌정보수집 3.34 0.945

문헌정보조직 3.77 0.856

이용자 정보서비스 3.70 0.964

문헌정보시스템운 2.92 0.896

도서  정보센터 경 리 3.02 1.219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2.42 1.023

문헌정보 이용 분석 2.98 0.995

문헌정보 보존 3.35 0.929

문헌정보 큐 이션 2.82 1.024

문헌정보 서비스 마 3.35 1.135

독서문화 로그램 운 3.72 1.141

<표 7> NCS ‘문헌정보 리’ 직무상의 능력단 별 활용도 평가 결과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를 이용한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구성내용의 활용도 

평가 결과( 체 활용도 3.22)는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구성내용을 동일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를 이용하여 측정한 요

도 평가 결과( 체 요도 4.02)에 비해 체

으로 낮은 평가 결과가 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7> 참조).

3.2.4 시사  도출

(1) NCS ‘문헌정보 리’ 직무상의 능력단 별 

요도

문헌정보학 장실습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에 

한 요도를 평가한 결과, ‘이용자 정보서비스’ 

(4.41), ‘문헌정보조직’(4.19), ‘문헌정보수집’, ‘독

서문화 로그램운 ’(4.17), ‘문헌정보서비스마

’(4.1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문헌

정보 실무 연구수행’(3.48), ‘문헌정보시스템운

’(3.82), ‘문헌정보 큐 이션’(3.83), ‘문헌정

보 이용 분석’(3.84)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실제 도서  장에서 실무 업무로 빈번하

게 수행되는 ‘이용자 정보서비스’, ‘문헌정보조

직’ 등의 능력단 의 요도가 높고, 반면에 실

제 도서  장에서 실무 업무로 거의 활용되

지 않는 ‘문헌정보실무 연구 수행’, ‘문헌정보 

큐 이션’ 등의 능력단 의 요도가 낮게 나

타난 것은 실질 으로 도서  장에서 요도

를 가지며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직무

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향후 도서  실무 장에서 보다 

활용도가 높은 장실습 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 응성이 높은 NCS 직무  능력

단 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NCS ‘문헌정보 리’ 직무상의 능력단 별 

활용도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에서의 실제 인 

활용을 한 구성요소로서 활용도가 높은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를 조사한 결

과, ‘문헌정보조직’, ‘독서문화 로그램 운 ’, 

‘이용자 정보서비스’의 능력단  순으로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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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고, 반면에 실제 도서  장에서 실무 업

무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문헌정보실무 연구 

수행’, ‘문헌정보 큐 이션’, ‘문헌정보시스템 운

’ 등의 능력단  순으로 활용도가 낮게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향후 문헌정

보학 장실습에서 활용하기에 합성이 높은 

도서  직무  능력단 로 구성된, 실질 으

로 도서  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장실습 구성요소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를 이용한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구성내

용의 활용도 평가 결과( 체 활용도 3.22)는 동

일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를 

이용하여 측정한 요도 평가 결과( 체 요

도 4.02)에 비해 체 으로 낮은 평가 결과가 

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재 

개발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를 이용하여 문헌정보학 공의 장실습 내용

을 구성한다면 그 요도에 비해서 도서  

장 활용도가 상 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이로써 재 개발된 NCS ‘문헌정

보 리’ 직무를 보다 실증 으로 보완하여 실

제 도서  장에서의 활용성 측면이 더욱 고

려되는 문헌정보학 공 분야의 NCS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 다. 

3.3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 설계

3.3.1 연구내용

본 장에서의 연구는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여 진행하 다. 

첫째, 장실습 교육 담당자, 학의 교육자, 

장실습 참여자로 구성된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련자 3개 그룹을 상으로 포커스 그

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NCS와 연계하여 문헌정

보학 실습교육과정 모델 설계를 한 개선  

활성화 방안을 심층 으로 조사한다.

둘째, 앞 장에서의 문헌정보학 공학생의 

장실습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와 장실습기 의 

NCS와 연계된 장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용도 평가 결과를 최 한 반 하고, 포커스 그

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한다. 본 실습교육과정 모델은 국가

직무능력표 (NCS)이 도서  장의 수요를 

최 한 반 하고 문헌정보학 실습교육과정에 제

로 용될 수 있도록 실제 도서  장의 업무

와 하게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3.3.2 연구방법

(1) 연구 상  자료수집방법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의 선

정은 연구 목 에 합한 목  표집 방법에 의

해 선정하 다(Merriam 1994). 즉, 도서  

장의 실습교육 담당자 그룹, 학의 교육자 그

룹, 장실습 참여자 그룹을 구성하여, 장실

습 실무교육 담당자 그룹은 국가도서 , 공공도

서 , 학교도서 , 학도서 , 문도서  등의 

도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인원  실습교

육 지도 경험이 있는 종별 도서  사서를 각 

1명씩 총 5명, 학의 교육자 그룹은 문헌정보

학 공 교수 2명, 장실습 참여자 그룹은 문헌

정보학 장실습 이수 경험이 있는 학생 3명 

등 총 10명의 참여자를 선정하 다. 각 도서  

장에서 문헌정보학 실습교육을 직  지도한 

경험이 있는 실습교육에 한 공감 를 형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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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자를 선정하고, 한 교육기 인 

학의 교수진과 직  장실습 교육의 당사자

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등을 선정함으

로써 집단을 표할 만한 일반 인 속성을 반

하고자 하 다.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련자를 상으

로 NCS 연계 문헌정보학 실습교육과정 모델 

설계를 한 개선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기 

해 2015년 3월 총 10명의 장실습 교육 담

당자, 학의 교육자, 장실습 참여자를 인터

뷰 상자로 선정한 후, 약 2시간 30분 정도 포

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 다.

(2) 연구도구  분석

본 연구는 연구계획서를 심으로 NCS 연

계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개선방향 도

출을 한 장실습 실태  문제 과 NCS 능

력단 의 요도  활용도 등을 인터뷰 질문 

내용으로 작성하 으며, 도서  장실습 담당

자와 학계 문가 등 총 5명을 심으로 모의테

스트(Pilot Test)를 시행하 다. 모의테스트 결

과를 토 로, 본 연구는 장실습 련자를 

상으로 문헌정보학 장실습에 한 활용실태

와 문제  그리고 NCS 연계 문헌정보학 장

실습의 개선방안의 도출을 통해 한 장실

습 교육과정 모델 설계를 수행하기 하여 <표 

8>과 같은 인터뷰 질문 내용을 설정하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녹취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심으로 내용 

분석을 하며 의미 발견(코딩) ￫ 코드 묶음 ￫ 핵
심범주 도출 ￫ 주제 도출 등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정교화 한다. 인터뷰 과정을 통해 얻어

진 자료는 참여자별로 간략 기록의 형태로 옮겨

진 뒤, 확인된 정보는 주제별로 분류기 을 설

정한다.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를 했는지 검토하

인터뷰 단계 질문 항목 질문 내용 No

시작 단계 장실습 실태

- 문헌정보학 장실습 문제

-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애로사항

- 문헌정보학 장실습 개선을 해 가장 시 히 해결해야 하는 안

Q1

Q2

Q3

이행  

핵심 단계

NCS 능력단  요도

- 장실습에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별 요도

-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장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가장 요도가 높은 요인(우선순 )

Q4

Q5

NCS 능력단  활용도

- 장실습에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별 활용도

-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장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요인(우선순 )

Q6

Q7

종결 단계
NCS 연계 문헌정보학 

장실습 개선안

- 장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NCS ‘문헌정

보 리’ 직무의 능력단   능력단 요소의 합성에 한 반  

인식

- 장실습에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외 추가되어야 할 요소(능력단 )

Q8

Q9

<표 8>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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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련 없는 정보들을 찾아서 신 하게 재검

토해서 따로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

으로, 설정한 주제들 간의 연 성을 탐색하여 

범주와 하 범주를 결정한다. 이 게 자료의 단

화(unitization)  범주화(categorization)의 

원칙을 사용하여 NCS 연계 문헌정보학 실습교

육과정 개선방향에 한 심층 인 이해를 도출

한다(Merriam 1994).

그래서 본 연구에서 모든 인터뷰 내용은 3명

의 학원생으로 구성된 코더(coder)가 빠짐없

이 기록하고 녹취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으로 유목을 분류하여 

단 화  범주화를 수행하 다. 유목 분류과

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해서는 연구자

와 코더들과의 토론을 통해 일치시켜서 정리하

다. 인터뷰는 크게 4가지 주제를 심으로 진

행하 으며, 10명의 인터뷰 상자들은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편의상 도서  장

의 실습교육 담당자 그룹은 A, 학의 교육자 

그룹은 B, 장실습 참여자 그룹은 C로 명명하

다.

3.3.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

(1) 장실습 실태

① 문헌정보학 장실습 문제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문제 에서 주로 제

시되었던 내용은 A 집단은 장실습 문인력 

확보 미비와 학교와의 연계  조의 어려움

을 꼽고 있지만, B 집단에서는 장실습 교과

목의 비  축소, 학생들의 장실습 교과목에 

한 심도 하를 주로 들고 있고, C 집단에

서는 장실습이 단순한 보조업무로 취 , 실

습기 별 실습환경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 이

를 통해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각 그룹의 입

장 차이로 인해 상이한 실태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제로 장실습에 

피교육자로 참가한 참여자 그룹에서는 일부 실

습기 에서 정해진 장실습 로그램에 따른 

체계  교육이 아닌 단순업무 보조로 진행하는 

장실습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이 

악되었다.

“ 장실습이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헌정보학 이론과 지식들을 도서  장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장 사서들에게 철 한 실

무지도를 받는다고 사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장에 나가보니 체계화된 교육은 거의 뒷 이

고 주로 장서 검이나 출자료 서가 정리 등 

단순한 인력 보조자로 여기는 경험을 할 때가 

많았어요.” ( 장실습 참여자 2)

②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애로사항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애로사항으로는 A 

집단은 장실습을 담당할 문인력 부재와 

장실습을 한 매뉴얼의 부재 등을 꼽고 있지만, 

B 집단에서는 주요 종별 실습처 확보의 어려

움 등을 주로 들고 있고, C 집단에서는 장실

습을 한 사 교육의 미비, 실습기  담당자와

의 소통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도서  

장의 실습교육 담당자 그룹은 실제 도서  

장에서 과 한 업무로 인해 장실습을 지도할 

여력이 없다는 과 체계 인 장실습 교육을 

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의 문제 을 제기하

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개인 으로 보기에는 다들 업무가 바쁜데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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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교육까지 시키라고 하면 사서들이 많은 부담

을 느끼는 것 같고, 그 덕에 실습생이 막상 와서는 

잡일만 하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희

는 문헌정보학과가 없기 때문에 타 학 교수님

들이 주로 부탁을 했는데, 해당 교수님이 실습을 

보내실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해달라는 명확한 가

이드라인이나 매뉴얼도 없이 덜컥 학생들만 보

내놓는 경우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학

생, 사서 모두에게 시간 낭비만 되는 것 같습니

다.” (도서  장의 실습교육 담당자 3)

③ 문헌정보학 장실습 개선을 해 가장 

시 히 해결해야 하는 안

문헌정보학 장실습 개선을 해 가장 시

히 해결해야 하는 안으로는 A 집단은 체계

인 실습매뉴얼 마련과 담당 문인력의 충원 확

 등을 꼽고 있고, B 집단에서는 학과 실습기

과의 연계와 조 강화, 실습생의 심과 열의 

향상 등을 주로 들고 있고, C 집단에서는 한 

실습 로그램  매뉴얼에 의한 장실습의 체

계화를 우선 으로 지 하고 있다. 도서  장

의 실습교육 담당자 그룹과 장실습 참여자 그

룹에서는 동일하게 표 화된 실습 매뉴얼, 실습 

지도자, 실습 로그램 등에 의한 체계 인 실

습지도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문헌정보학이 실용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재 

학에서는 장실습 교과목에 한 학생들의 

심이나 열의가 많이 조해져 가고 있고, 특히 

장실습 진행을 한 실습 도서 을 섭외하기

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한 효과 인 장실습 

수행을 한 실습기 과의 연계와 조가 쉽지 

않은 실입니다.” ( 학의 교육자 1)

(2) NCS 능력단  요도

① 장실습에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

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별 

요도

장실습에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별 요도 

조사에서 주로 제시되었던 내용은, A 집단은 

실제 도서  장에서 실무 업무로 왕성하게 

수행되는 ‘이용자 정보서비스’, ‘문헌정보조직’ 

등의 능력단 의 요도가 높고, 반면에 실제 

도서  장에서 실무 업무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문헌정보 실무연구 수행’, ‘문헌정보 큐

이션’ 등의 능력단 의 요도는 낮음을 평가

하고 있고, B 집단에서는 문헌정보학 역의 

핵심 인 문 업무인 ‘문헌정보조직’과 ‘문헌

정보수집’, ‘이용자 정보서비스’ 능력단 의 

요도는 높은 반면에 핵심 문 업무라고 볼 수 

없는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문헌정보시스

템 운 ’ 등의 능력단 의 요도가 낮음을 평

가하고 있다. 단, ‘독서문화 로그램 운 ’ 능력

단 에 있어서는 도서  장의 실습교육 담당

자 그룹  학도서  소속 담당자는 요도

를 낮게 보고 있는 데 비하여 공공도서 과 학

교도서  소속 담당자는 가장 요도가 높은 

능력단 로 꼽고 있어서 도서  종에 따라 

그 요도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C 집

단에서는 NCS 능력단  요도 평가 의견 제

시가 거의 없었다. 

“실제로 도서  장에서 얼마나 실제 인 업무

로 왕성하게 수행되는가의 여부로 NCS 능력단

의 요도를 따진다면, ‘이용자 정보서비스’, 

‘독서문화 로그램 운 ’, ‘문헌정보조직’ 등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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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능력단 를 제외하고는 업무로 거의 수행

되지 않는 요도가 상당히 낮은 ‘문헌정보 실무

연구 수행’, ‘문헌정보 큐 이션’ 등 능력단 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서  

장의 실습교육 담당자 2)

②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장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가장 요도가 높은 요

인(우선순 )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장

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

무로서 가장 요도가 높은 요인을 우선순 로 

꼽자면 A 집단은 ‘이용자 정보서비스’ > ‘독서

문화 로그램 운 ’ > ‘문헌정보조직’ > ‘문헌정

보수집’ > ‘문헌정보서비스마 ’ 순으로 우선

순 가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 ‘문헌정보 큐 이션’ < ‘문헌정보 

이용 분석’ 순으로 우선순 가 낮게 나타내고 

있고, B 집단에서는 ‘문헌정보조직’ > ‘문헌정

보수집’ > ‘이용자 정보서비스’ > ‘문헌정보보존’ 

> ‘독서문화 로그램 운 ’ 순으로 높은 우선순

를 꼽고 있고, 반면에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

행’ < ‘문헌정보시스템 운 ’ < ‘도서 정보센터 

경 리’ 순으로 낮은 우선순 를 꼽고 있고, 

C 집단에서는 NCS 능력단  요도 우선순

에 한 평가 의견 제시가 거의 없었다.

(3) NCS 능력단  활용도

① 장실습에서 용하기 한 사서 직무

로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별 활용도

장실습에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별 활용도 

조사에서 주로 제시되었던 내용은, A 집단은 

실제 도서  장에서 실무 업무로 빈번하게 

수행되고 있는 ‘문헌정보조직’, ‘독서문화 로

그램 운 ’, ‘이용자 정보서비스’의 능력단  순

으로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고, 반면에 실제 도

서  장에서 실무 업무로 거의 활용되지 않

는 ‘문헌정보실무 연구 수행’, ‘문헌정보 큐 이

션’, ‘문헌정보시스템 운 ’ 등의 능력단 의 활

용도는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독서문화

로그램 운 ’ 능력단 에 있어서는 도서  

장의 실습교육 담당자 그룹  학도서  

소속 담당자는 활용도를 낮게 보고 있는 데 비

하여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소속 담당자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능력단 로 꼽고 있고, ‘문

헌정보시스템 운 ’ 능력단 의 경우에는 도서

 장의 실습교육 담당자 그룹  학도서

, 문도서  소속 담당자는 활용도를 높게 

보고 있는 데 반하여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소속 담당자는 활용도가 아주 낮은 능력단 로 

꼽고 있어 도서  종에 따라 그 활용도 차이

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B 집단에서는 NCS 

능력단  활용도 평가 의견 제시가 없었다. C 

집단에서는 실제 문헌정보학 장실습 경험을 

토 로 ‘문헌정보조직’과 ‘이용자 정보서비스’, 

‘독서문화 로그램 운 ’ 능력단 의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문헌정보 큐 이션’, ‘문헌정보시스

템 운 ’, ‘도서 정보센터 경 리’ 등의 능력

단 의 활용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도서  실습기 에서 장실습 때 실제로 활용

되어진 정도에 입각하여 NCS 능력단 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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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가한다면, 도서  장실습에서 주로 교

육을 받았던 내용이 ‘문헌정보조직’, ‘이용자 정

보서비스’, ‘독서문화 로그램 운 ’, ‘문헌정보

수집’ 등 일부의 능력단 에 한정되었던 것 같습

니다. 몇 몇 능력단 를 제외하고는 실제 장실

습에서 거의 체험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

니다. 앞으로 문헌정보학 장실습에서는 실질

으로 도서  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

는 능력단 로 구성된 장실습의 구성요소 설

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장실습 참여자 1) 

②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장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요

인(우선순 )

NCS ‘문헌정보 리’ 직무 능력단   장

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

무로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요인을 우선순 로 

꼽자면 A 집단은 ‘문헌정보조직’ > ‘독서문화

로그램 운 ’ > ‘이용자 정보서비스’ > ‘문헌정

보서비스마 ’ 순으로 우선순 가 높게 나타

나고 있고, 반면에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 

‘문헌정보 큐 이션’ < ‘문헌정보시스템 운 ’ 

순으로 우선순 가 낮게 나타내고 있으며, B 

집단에서는 NCS 능력단  활용도 우선순 에 

한 평가 의견 제시가 없었다. C 집단에서는 ‘문

헌정보조직’ > ‘독서문화 로그램 운 ’ > ‘이용

자 정보서비스’ > ‘문헌정보서비스마 ’ 순으

로 높은 우선순 를 꼽고 있으며, 반면에 ‘문헌정

보 실무 연구수행’ < ‘문헌정보 큐 이션’ < ‘문헌

정보시스템 운 ’ < ‘도서 정보센터 경 리’ 

순으로 낮은 우선순 를 꼽고 있다.

(4) NCS 연계 문헌정보학 장실습 개선안

① 장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

의 능력단   능력단 요소의 합성에 

한 반  인식

장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

서 직무로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

단   능력단 요소의 합성에 한 반  

인식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은 A 집단은 재 

개발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능력단 요소는 장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약간 미진하다거나 보통이라는 

의견 제시가 가장 주를 이루었고, B 집단에서

는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능

력단 요소를 실제 도서  장의 장실습에 

활용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 폭 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C 집

단에서는 앞으로 문헌정보학 장실습에서는 

실질 으로 도서  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

고 있는 NCS 능력단 의 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이는 인터뷰에 참여한 모

든 장실습 교육 담당자, 학의 교육자, 장

실습 참여자 그룹이 재 개발되어 있는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능력단 요

소가 장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 자리잡기 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악

되었다.

“ 재 개발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

단   능력단 요소는 장실습 과정에서 실

제로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서는 많이 부족

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론 으로는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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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단 나 능력단 요소가 실제 도서  

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헌정보 큐 이션’ 능력단 만 하더라도 실제 

문헌정보학 이론 부문에서는 상당히 요성이 

높고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장 활용도는 거의 없는 능력단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의 NCS를 장실습에 용하기 

해서는 그 게 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도서  직무를 제외하고 장 활용성이 높은 능력

단   능력단 요소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  장의 실습교육 담당자 4)

② 장실습에 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외 

추가되어야 할 요소(능력단 )

장실습에 활용하기 한 사서 직무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외 추가되어야 

할 요소(능력단 )로서 A 집단은 도서  산

(재무), 도서  력, 작권(도서 정책), 이

용자별 서비스, 도서  열람 업무 등을 꼽고 있

고, B 집단에서는 도서  력, 이용자 연구, 정

보 리터러시 등을 주로 들고 있고, C 집단에서

는 의견 제시가 거의 없었다.

“먼  장실습을 한 도서  업무  가장 기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열람 업무가 간과되고 

있고, 도서 을 운 하기 해서는 산(재무) 

부문이 상당히 요한 부분인데 이 요소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타 기 , 타 

도서 , 지역사회 연계 등 도서  력이 도서  

업무에서 엄청나게 요한 역인데 이 한 추가

되어져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작권, 도서 법

을 비롯한 각종 법제  조례 등의 도서 정책에 

한 이해가 장에서는 상당히 요한 역인데 

NCS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도서  장의 실습교육 담당자 5)

3.3.4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

델을 개발하기에 앞서 먼  모델 개발의 기반

이 되는 이론  배경을 고찰하고, 선행연구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 고, 도서  장의 

문헌정보학 장실습 향요인  만족도 조사

를 통해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여러 구성요인 

 어떠한 요인들이 장실습 성과에 향을 

미치는 지, 만족도는 어떠한 지를 탐구하여 문

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 설계의 방향

을 제시하 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장실습 

기 의 실습지도 담당자를 상으로 실제로 문

헌정보학 장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실

습교육과정 구성요소로서 NCS ‘문헌정보 리’ 

직무상의 능력단 를 활용한 요도  활용도 

평가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장실습 실태  문제 의 분

석과 NCS 능력단 의 요도  활용도 등을 

심층 으로 조사하여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

육과정의 NCS 기반 교육과정  기  등 장

실습 교육과정 모델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이러한 몇가지 연구들을 통하여 조사된 분석

결과를 종합 으로 검토하고 반 하여, <그림 

3>과 같이 총 12개의 실습단   55개의 실습

단 요소로 구성된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

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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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기반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

[실습단 ] < 실습단 요소 >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하기
문헌정보 선택하기 문헌정보 입수하기

문헌정보 

평가하기

문헌정보조직 문헌 분류하기 목록 작성하기 공동목록 운 하기 메타데이터 작성하기

문헌정보열람
출․반납․ 약 

처리하기

연체, 분실  훼손 

처리하기
장서 검 처리하기

제본, 제   폐기 

처리하기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 기획하기 참고면담 운 하기
디지털정보서비스 

운 하기

력형정보서비스

운 하기

원문서비스 운 하기 정보안내서비스 운 하기 정보서비스 평가하기

도서 시스템 운

수서모듈 운 하기 정리모듈 운 하기 열람모듈 운 하기
연속간행물 모듈 

운 하기

회원 리모듈 운 하기 통계모듈 운 하기 자도서  운 하기

도서  정보센터 

경 지원

도서  산 리 

지원하기

도서  인 자원 리 

지원하기

도서  서무 리 

지원하기

도서  력

운 하기

이용자별 서비스
어린이서비스 

운 하기
장애인서비스 운 하기 다문화서비스 운 하기 노인서비스 운 하기

도서  정책

작권 환경 분석하기 법령  조례 분석하기
도서  통계 

작성하기

도서  평가 

비하기

단기․ 장기 계획 

수립하기

단기․ 장기 계획 

운 하기

문헌정보보존 수집자료 리하기 보존하기 폐기하기
디지털 

아카이빙

이용자 교육 이용자 교육 기획하기 이용자 교육 운 하기 이용자 교육 평가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

문헌정보 서비스 

마  기획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  

실행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홍보 운 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  평가하기

독서문화 로그램 

운
운 계획 작성하기 로그램 진행하기 로그램 평가하기

로그램 

조정하기

<그림 3> NCS 기반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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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내용 

기   지침 구체화

3.4.1 연구내용

본 장에서의 연구는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여 진행하 다. 

첫째, 설계된 국가직무능력표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기반으

로 향후 NCS에 기반한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기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습단 별 

교육목 , 실습교육시간, 실습단 요소, 수행

거, 필요 지식․기술․태도, 실습지도방법, 실

습장비  도구, 실습평가방법, 실습정보원, 실

습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을 한 실습단 별 로 일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둘째, 문헌정보학 장실습에서 실습생이 학

습해야 할 실무  역량을 심으로 그 내용과 방

법을 시하는 장실습 교육지침서를 작성, 제

안한다. 이는 문헌정보학 장실습이 NCS 기반

에서 보다 효과 으로 개될 수 있도록 할 목

으로, 일반 인 장실습의 과정과 차에 부합

하면서 각 단계에 맞는 체계 인 장실습 기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3.4.2 장실습의 실습단  로 일

앞 에서 도출된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실습단 별

로 NCS 기반 장실습 교육내용의 기   지

침 등을 시한 장실습 로 일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실습단 별로 문헌정보

학 공 실습생이 실습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실무  역량을 심으로 실습목 을 설정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NCS와 연계된 체계 인 

장실습 기   지침으로 구체화한 로 일로 

제안하여, 궁극 으로는 장실습 과정에서 실

습생이 도서  실무를 하게 학습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앞으로 실제 도서  장의 문헌정보학 장

실습 교육과정에서 실증 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앞 에서 제안된 문헌정보학 공 장실

습 교육과정 모델의 실습단  에서 표 으

로 ‘문헌정보수집’ 실습단 의 로 일을 작성

하여 <표 9>와 같이 제안한다.

장실습 실습단  로 일

직무  

실습단

직무명 실습단 명 련 NCS 능력단

사서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수집(0801010401_14v2)

이수구분 필수 이수단 4 실습시간 12

실습목표

도서 의 목 과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자료구성과 선택시 알아야 할 기본 인 개념들과, 각종 자료선택 

 장서 리에 한 실무 능력을 익  하고도 필수 인 자료들을 선택․입수․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 에서의 문헌정보수집  장서개발 능력을 배양하는데 본 실습단 의 목표가 있다.

실습내용

이용자에게 필요한 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목표로 정보자료  매체의 종류와 

활용도에 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기 로 효율 인 도서  정보자료의 선택  장서 리에 

련된 폭넓은 도서  업무를 숙련한다.

<표 9>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실습단 별 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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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단

요소 

수행 거

실습단 요소명

(실습명)
수행 거

NCS

용 여부

1.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하기

1.1 도서 의 목 에 근거하여 이용자 공동체의 정보 이용 환경과 이용자 

정보 요구를 분석할 수 있다.

1.2 문헌정보 유통 환경과 출  동향 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1.3 다양한 련 정보의 분석을 통해 수집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1.4 이용자 공동체의 정보 요구에 근거하여 균형 인 장서구성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용

2. 문헌정보 선택하기

2.1 자료유형별 기 에 따라 문헌정보를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2.2 주제별 기 에 따라 문헌정보를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2.3 다양한 정보원  선정도구를 통해 문헌정보를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용

3. 문헌정보 입수하기

3.1 비용의 효율성에 따라 한 입수 방법과 거래처를 결정할 수 있다.

3.2 입수의 신속성에 따라 한 입수 방법과 거래처를 결정할 수 있다.

3.3 입수된 문헌정보를 검수하고 등록할 수 있다.

용

4. 문헌정보 평가하기

4.1 도서 의 목 에 근거하여 평가 목   평가 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4.2 수집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수집 데이터와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4.3 수집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한 평가 도구를 선정할 수 있다.

4.4 평가도구와 방법에 따라 수집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할 수 있다.

용

지식/

기술/

태도

실습단 요소명

(실습명)
지식 기술 태도

1.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하기

∙서비스 상 

이용자공동체에 한 지식

∙도서 의 목 과 정책에 

한 지식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한 지식

∙수집정책에 한 지식

∙문헌정보유통환경에 한 

지식

∙장서구성 방법에 한 지식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분석능력

∙정책개발능력

∙서비스 상 이용자 

공동체 분석능력

∙체계  분석태도

∙ 외 계, 조노력

∙변화를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

∙타인에 한 이해노력

2. 문헌정보 선택

하기

∙자료특성에 한 지식

∙주제에 한 지식

∙정보원에 한 지식

∙자료유형에 한 지식

∙선정도구에 한 지식

∙선정도구 활용능력

∙자료평가 능력

∙자료선택 능력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려는 

태도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려는 

태도

∙주도면 한 자세

∙변화를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

3. 문헌정보 입수

하기

∙출 경향에 한 지식

∙자료유통 시장에 한 지식

∙입수방법에 한 지식

∙자료유형에 한 지식

∙재무분석과 산 리에 

한 지식

∙수집시스템에 한 지식

∙구입처 선정 능력

∙자료입수 능력

∙자원 공유(resource 

haring) 능력

∙입수자료의 검수 능력

∙환율변동을 분석하는 

능력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려는 

태도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려는 

태도

∙ 력하고자 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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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지침서

한 앞 에서 도출된 NCS 기반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장실

습 과정에서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

침서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장실습을 NCS 기반에서 보다 효과 으로 개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인 장

실습의 과정과 차에 부합하면서 각 단계에 

맞는 체계 인 장실습 항목  기 의 제시

를 통하여, 문헌정보학 장실습을 도서  

장에서 직  지도하는 장사서들은 교육지침

서를 히 참조하여 실습생들을 효과 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고, 학에서 장실습 교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장실습 교육지침

서에 따라 학생들을 하게 사 교육하고 평

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실습생에게 요구되는 장실습 교육지침서를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은 각 실습기 에 따라 

4. 문헌정보 평가

하기

∙평가 목 에 한 지식

∙데이터 수집방법에 한 

지식

∙평가도구에 한 지식

∙평가방법에 한 지식

∙평가목   평가항목 

개발 능력

∙평가도구 선정 능력

∙데이터 수집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객 인 업무 수행

∙공정한 평가와 단

∙주도면 한 자세

실습․

지도방법

a b c d e f

O O O

a. 이론 안내 b. 시연․실습 c. 발표 d. 토론 e. 포트폴리오 f. 기타

장비  

도구

∙컴퓨터(인터넷)

∙복사기

∙ 린터

∙스캐

∙도서통합 리시스템

평가 방법

A B C D E F G H I J K

O O O O O

A. 포트폴리오 B. 문제해결 C. 작업평가 D. 구두발표 E. 사례평가 F. 평가자 질문 G. 평가자 체크리스트 

H.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I. 일지/  J. 역할연기 K. 기타

실습 

정보원

∙출 동향보고서

∙출 연감

∙도서서평지

∙국가서지, 2차 자료(색인, 록)

∙자료선정기

실습 

고려사항

∙이 실습단 는 도서 의 목 과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 형태로 선택하고 입수한다.

∙지역사회  모기 에 한 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기술변화  동향 등을 악하고 측하여야 한다.

∙출 유통변화, 추세를 악하여 측하여야 한다.

∙자료선정도구를 조사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료평가를 한 통계 툴, 통계기법을 악하고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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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담당자에 따라 장실습의 진행 차, 구

성 항목  기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략에 최 한 기여할 것으로 단

된다. 

효과 인 장실습의 수행을 한 한 구

성항목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지침서’를 <표 10>과 같이 작성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순서 주요 항목 구성 내용 비고

1 실습목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개념  기본목 을 시한다.

2
실습기  

자격기

자격 있는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 , 한 실습환경을 갖추고 실습 

지침에 하여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  등의 실습기  기 을 시한다.

3
실습지도자 

자격기

사서자격증 소지 여부, 도서  련 업무의 수행경력 등 실습기  

실습지도자의 기 을 시한다.

4 실습생 자격기
실습 선수과목에 한 이수 여부, 재학 학년 등 실습생의 자격 기 을 

시한다. 

5 실습시기  기간
장실습을 수행하기 한 한 시기(계 제, 학기제 등)와 기간

(120시간 이상 등)을 시한다.

6 실습 상인원
실습기  실습지도자  학 실습지도교수 1인당 정한 최  실습지

도 인원을 시한다.

7
실습생 모집  

차

실습기 과 학의 상황에 따라 실습생을 모집, 선정, 운 하는 정한 

차를 시한다.

8
실습내용  

로그램

각 실습과정에 따라 다루어야 할 실습내용  로그램을 실습단 별

로 시한다.

-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조직, 문헌정보열람, 정보서비스, 도서 시

스템운 , 도서 ․정보센터 경 지원, 이용자별서비스, 도서 정

책, 문헌정보보존, 이용자교육, 문헌정보서비스마 , 독서문화

로그램운  등 12개 실습단  

‘NCS 기반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 교육과정 모

델’의 실습단  포함

9 실습 지도방법

실습과정 에 효율 인 방법으로 시에 실습생에게 제공되어 실습

지도 내용이 히 학습․반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습 지도방법에 

해 시한다.

10

실습기   

학과의 

연계방안

장실습을 의뢰받는 도서  장과 이를 의뢰하는 학이 유기 인 

계를 맺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실습생에 한 정보공유를 하는 

등 성공 인 장실습 수행을 한 연계방안에 해 시한다. 

11 실습 평가

지도교수에 의한 장실습기 의 제반규정 수여부, 실습지시사항

의 수행 성실성, 장실습일지 작성 상태 등을 평가하는 지표와 장실

습기  지도담당자에 의한 책임성, 력 계, 직무 공의식, 실습능력 

등을 평가하는 지표를 포함하고 상 평가, 평가, 실습평가회 등의 

한 장실습 평가방법에 해 시한다.

12
실습 지도양식  

서식

실습의뢰서, 실습신청서, 실습생 로 일, 사 교육확인서, 실습순회

지도평가서, 실습지도계획서, 실습신청의뢰서, 실습지도자 로 일, 

장실습 출근부, 실습지도기록서, 실습평가서, 실습생서약서, 실습신

고서, 실습일지, 실습주간보고서, 실습기 분석보고서, 실습 설문조사

서, 실습종합보고서, 실습자체평가보고서 등 장실습 운 을 해 

학, 실습기 , 실습생에게 필요한 지도양식  서식에 해 시한다.

<표 10>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지침서 구성항목  내용



48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1호 2016

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학생의 장실습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요인을 분석하고, 실

습기 의 NCS와 연계된 장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용도 악을 통해 장실습 구성

요인으로서 합한 NCS 능력단 를 도출하여 

국가직무능력표 (NCS)과 연계된 문헌정보

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하고, 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장실습교육 내용의 기  

 지침을 구체화하여 체계 인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목 을 갖고 연구

를 진행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 공학생의 장실습의 

체 만족도를 구성하는 6가지 변인(‘실습환경’, 

‘실습시기  기간’, ‘실습지도자’, ‘실습 로그

램’, ‘실습평가’, ‘사 비’)별로 응답자의 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과 그 향 계는 어

떠한지 분석한 결과, 4가지 변인이 제외되고 

‘실습 로그램’ 변인, ‘실습환경’ 변인만이 반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둘째, 장실습기 의 NCS와 연계된 문헌

정보학 공 장실습 구성요인의 요도  

활용도 평가 결과, NCS ‘문헌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이용자 정보서비스’, ‘문헌정보조

직’, ‘문헌정보수집’, ‘독서문화 로그램운 ’, ‘문

헌정보서비스마 ’ 능력단  순으로 요도

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NCS와 연계된 문헌정보학 공 장

실습 구성요인의 활용도 평가 결과, NCS ‘문헌

정보 리’ 직무의 능력단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문헌정보 큐 이션’, ‘문헌정보시스

템 운 ’, ‘문헌정보 이용 분석’ 능력단  순으

로 낮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다. 

넷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통해 문헌

정보학 장실습 실태  문제 을 분석하고, 

NCS 능력단 의 요도  활용도 등을 심층

으로 탐색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총 12개

의 실습단   55개의 실습단 요소로 구성된 

NCS 기반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

을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

육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NCS에 기반한 

문헌정보학 장실습의 기   지침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실습단 별로 장실습 교육내용

을 구체화하여 장실습 실습단  로 일 

시와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지침서를 개발

하여 제안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사서 양성을 

한 문헌정보학 교육기 , 문헌정보학 장실

습교육 수행기 인 각종 도서  장에서의 체

계 이고 효과 인 장실습 운 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상된다.

먼 , 사서 양성을 한 문헌정보학 교육기

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국가직무능

력표 (NCS)과 연계된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 모델과 실습교육을 한 체계화된 기

과 지침을 통해 향후 문헌정보학 장실습 

교육과정의 표 화와 문화, 체계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NCS를 기반으로 설계

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표 화된 장실습 교육

과정 모델은 문헌정보학 공 장실습에서 

NCS와의 직 인 연계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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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헌정보학 교육기  즉 학에서 제

공하는 교육과 장 실무에서 다루는 업무간의 

불일치로 인해 교육과 장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 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계와 장의 입장이 동시에 고려된 장실습 

교육과정의 설계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여 

향후 문헌정보학 장실습 수행기 인 일선 도

서 의 장실습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교육과 

장간의 간극을 보다 좁  나갈 수 있을 것으

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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