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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어린이서비스  로그램 운  사이에 어떤 상 계가 있는지 

조사하 다. 문헌조사를 기 로 어린이 사서의 문성은 6가지 역으로 구성하고 로그램 운 은 기획과 

진행으로 나 어, 공공도서  어린이서비스 담당 사서 262명(응답률 58%)을 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어린이 로그램 기획은 어린이 사서 문성의 모든 역과 상 계가 있었으며, 

로그램 진행은 문성 계발을 포함한 3가지 역에 속한 역량과 련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이 

사서의 문성 강화  어린이 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ism of children’s librarians 

and the program operation in children’s servic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librarians’ 

expertise was divided into 6 areas, and the program operation was divided into planning and 

proceeding, and an e-mail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62 public librarians (response 

rate 58%).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children’s program planning was correlated with all 

areas of professionalism of children librarians, and the program progress was related to the 

competence of the three areas including professional development.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children’s librarians and preparing ways 

to activate children’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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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공공도서 은 민주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도서 에서 자

신의 가족이 처한 경제  여건 등에 계없이 

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독서에 한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 에서 

처음부터 어린이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은 아니

다. 공공도서  발  기에 어린이는 서비스 

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도서  어린이서비스

가 일반화되기까지 사람들의 인식 환 등 여러 

과정이 필요했고, 어린이와 어린이책에 정통한 

사서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막

상 공공도서 에서 어린이를 한 서비스 제공

이 리 확 되자, 어린이 자료에 정통하고, 어

린이를 사랑하며, 교육  역할과 로그램 운  

능력을 겸비한 어린이 문사서에 한 요구도 

함께 두하게 되었다(Rollock 1988). 

우리나라의 경우 1920년  경성도서  아동

열람실과 조선총독부도서 의 부녀자문고를 어

린이서비스의 효시로 볼 수 있다. 체 공공도서

에서 어린이실 설치 비율은 2004년을 기 으

로 55%에 머물 으나, 2006년 국립어린이청소

년도서 이 건립된 이후 2010년에는 82%, 2015

년에는 92%의 공공도서 에 어린이실이 마련

되었다(한국도서 회 2005; 한국도서 회 

2011;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2016). 그러나 어

린이실 설치 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을 

통한 하향식 어린이서비스 지원 등은 기 어린

이서비스 진작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지역

사회의 각 도서 이 지속 으로 문 인 어린

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서  어린이서비스가 생명력을 갖기 

해서는 장서를 개발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며 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서의 문성이 매우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 사서

의 문성 강화를 한 방안 마련  제도 개선

을 해 어린이 문 사서를 한 자격 제도, 교

과과정 개편, 계속 교육 등이 지속 으로 연구

되어 왔다(이연옥 2005; 차미경 2006; 윤희윤 

2007; 이상복 2008; 장윤 , 정행순 2008; 한복

희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서비스 사이의 련성을 실증 으로 밝

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어린이서비스의 주요 역 

 하나인 로그램 운 과 어린이 사서의 

문성 사이에 어떤 상 계가 있는지를 실증

으로 조사 분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어린이 사

서의 문성 역 가운데 도서  어린이 로

그램과 련된 역에 한 심층 분석을 통하

여 향후 어린이 사서의 문성 강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1.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문직으로서 사서직

을 구성하는 요건, 어린이 사서의 문성, 공공도

서  어린이 로그램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

았다.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램에 하

여 알아보기 해 국제도서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 미국도서 회 어린

이서비스분과(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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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ildren: 이하 ALSC)를 비롯하여 국, 스

웨덴․노르웨이․덴마크, 싱가포르 등에서 제시

하고 있는 기   지침을 살펴보았다. 

둘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공공도서  어

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램 운  사이의 

상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설문지는 어린

이 사서의 문성, 로그램 운 , 응답자의 배

경으로 나 어 문항을 구성하여, 3번의 사  조

사를 통해 문항의 타당성, 가독성, 불필요한 문

항 삭제 등 수정 작업을 거쳤다. 어린이 사서의 

문성에 해서는 ALSC(2015)에서 발표한 

｢공공도서  어린이 사서 역량｣(Competencies 

for Librarians Serving Children in Public 

Libraries)과 문직으로서 사서직 요건  선

행연구를 참조하여 어린이에 한 이해, 정보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자료에 한 이해, 지역

사회 연계  홍보, 도서  경   리, 문

성 계발 역으로 나 고 세부 역량을 구체화

하 다. 

어린이 로그램 운 은 로그램 기획과 진

행으로 구분하여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로그램 유형 구

분은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독서 련 로

그램을 책 소개 로그램, 책 읽기 로그램, 독

서동아리 운 , 독후 활동(독서연계) 로그램, 

독서교실로 구분하 다. 다른 로그램은 정보

활용교육 로그램, 이용자교육 로그램, 학습 

 진로연계 로그램, 문화 술 로그램으로 

구분하 다. 

설문 조사는 어린이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

규직 사서가 5명 이상 근무하는 국 293개 공

공도서 (2016년 국가도서  통계 기 ) 에 

설문을 수락한 262개 의 어린이 로그램 담

당자를 상으로 진행하 다, 152부의 응답을 

받아 회수율은 58% 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

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150부의 설문지를 분석

하 다.

응답 결과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활용하여 황 악을 한 빈도분석, 기술통

계, 다 응답분석을 사용하 고,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램 운  사이의 상 계를 알

아보기 해 상 계 분석과 T검증을 이용하

다. 

1.3 선행연구

어린이 사서의 문성에 해서는 어린이 사

서의 문성 강화를 한 계속교육  교과과

정의 정비와 어린이 사서의 직무에 한 분석

을 기 로 문사서 제도 도입 방안에 한 연

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이연옥 2005; 차미경 

2006; 윤희윤 2007; 이상복 2008; 장윤 , 정

행순 2008; 한복희 2010). 

이연옥(2005)은 어린이 사서의 자질을 어린이

에 한 이해와 지식, 어린이자료에 한 이해와 

지식, 어린이와 어린이자료를 매개하는 능력으로 

나 고 각각에 해당하는 자질(competency)들을 

명시하 다. 차미경(2006)은 어린이 사서의 역

량으로 사서로서의 업무와 련된 문성과 어

린이에 한 “백과사 인” 이해를 함께 갖출 

것을 강조하 다.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와 책

을 매개하는 독서 진흥  어린이 이용자에 

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유롭고 개방 이며 

자주 인 도서  분 기에서 어린이의 사회성

과 민주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함께 요

구된다고 언 하 다. Bird(2002), Adkin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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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r(2004), Hamada와 Stavridi(2014)는 사

회 변화에 따른 어린이 사서 문성에 하여 

새로운 기술을 숙지한 후, 새로운 기술을 토

로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을 지원하고 장서를 

개발하며 로그램을 운 하는 역량을 강조하

다.

국도서 회(Library Association: 이하 

LA, 재는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에 통합됨)에서 

발간한 Children and Young People(1997) , 

IFLA(2003)에서 발표한 ｢도서 의 어린이 서

비스 지침｣(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ALSC(2015)에서도 어린이 사서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하여 언 하고 있다. 이

들 지침에서는 어린이  지역사회에 한 이

해와 요구 분석, 어린이 자료에 한 이해  

장서개발, 이용자 요구에 근거한 정보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의 력, 로그램 기획력, 변

화하는 정보 기술을 익히고 어린이서비스에 

용하는 능력을 비롯하여 커뮤니 이션 능력과 

문성 계발 등에 하여 언 하고 있다. 무엇

보다 어린이서비스에 한 열정과 도서  체

의 서비스에 어린이서비스를 조화시켜야 한다

는 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 로그램 운 을 다룬 연구로 홍 진 

외(2009)는 국내 어린이도서  21개 , 해외 6

개국 29개 어린이 도서 을 방문하여 로그램 

운  황을 조사하 다. 어린이도서  담당자

들은 로그램 운  시 지역사회  이용자에 

한 고려를 시하고 있었으며, 공연  활동 

로그램에 한 수요가 높다고 언 하 다. 

해외 도서 의 경우, 어린이 발달단계를 고려

한 장서개발  공간구성, 학교 교과과정 연계 

 숙제 지원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정연경

(2013)은 독서 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

는 척도를 개발하 다. 독서 로그램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 , 가족의 독서환경, 사

서의 극성, 사서와 어린이와 계된 지역사회

의 성인들과의 력으로 분석하 다. 

Sullivan(2005)은 어린이 로그램을 독서

와 비독서 로그램으로 구분하고 로그램 기

획 시 도서 의 사명과 목 , 지역사회  이용

자 요구, 장서와의 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 언 하 다. Leitão 외(2015)는 공공도서

과 학교 도서 이 어린이 로그램을 력하여 

운 할 때 어린이 사서의 홍보에 한 극성

에 따라 참여자 수가 달라진다고 밝히며 어린

이 사서 역할의 요성을 강조하 다.

2. 어린이 사서와 문성

2.1 어린이의 특성

아동학에서는 발달단계를 기 으로 어린이를 

성인과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발달은 개인

의 특성  사회․문화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조복희(2006)는 어린이들의 발달단계

를 수정 후 출생까지 태내기, 생후 24개월까지 

아기, 2세부터 6세 사이 유아기, 6세에서 12세

까지 아동기, 12세부터 20세까지 청년기로 구분

하고, 유아기의 특징을 언어 능력의 발달과 기

본 인 사회화의 시작으로 보는 한편 아동기의 

특징으로 정신능력의 발달과 사회화의 진행을 

언 하 다. 

어린이들이 시기에 따라 공통 으로 갖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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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단계상의 특성은 어린이를 성인과 다른 존재

로 구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Pellegrini 1995). Sullivan(2005) 역시 

어린이들은 연령별로 발달단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어린이서비스에 한 요구도 달라지기 때

문에 이를 식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성

인 상 도서  서비스에 비해 더 어렵고 요

한 문제라고 언 하고 있다. 를 들면 개념에 

한 인식  의사소통에 련된 언어  기반은 

유아 시기부터 갖추어지므로, 도서 의 유

아 서비스는 해당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

아의 언어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Vestergaard 2009). 

뉴욕 퀸즈도서 에서는 어린이에 한 이해

를 기 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가이

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 다(<표 1> 참조). 어

린이의 발달단계에 따라 읽어주어야 하는 책의 

종류와 로그램 구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사서에게는 어린이의 발달단계

에 한 이해  어린이 자료에 한 이해 등에 

한 문성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서비스 상으로서 어린이에 하여 

조 성(2006)은 어린이를 등학생에 하는 

신체 성장  학습 심리 발달 도서  용

아기 
(0～2세)

일생에서 신체 발달이 가장 빠르
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감각기
에 한 자극에 반응하며 기 언
어 능력이 발달한다. 

자기 심 이며 가족 지향 이다. 
감각기 의 발달로 , 귀, 손, 발 
 입을 통해 주  환경에 한 정

보를 받아들인다. 부모에 한 모
방이 심리가 발달하므로 부모의 본
보기가 되는 행동이 요하다.

아기들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주기 
시작할 때이다. 보드북이 권장되고 동
요를 틀어주어도 좋다. 랩시트 로그
램의 권장 연령이며, 로그램 운  
시 부모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편이 
권장된다.

유아기
(2～3세)

신체 능력의 발달이 계속되고 걸
음마가 시작된다.

자아 분석이 시작된다. 단순 개념 
 순서, 인과 계에 한 이해가 

시작된다. 아직은 체로 혼자서 
논다.

개념 책, 들춰보기 책(lift-theflap)  
층  구조를 가지거나 반복 인 이

야기를 선호한다. 신체활동 병행 로
그램이 더 우선되고, 보호자동반이 필
요하다. 

유치원 
입학  
(4～5세)

언어가 격히 발달하며 단어 사
용이 는다. 순서, 공간 인 계 
 기타 기 인 수학능력이 개

발된다.

핵가족을 넘어 래 친구를 알아보
기 시작하고, 상상 놀이를 즐긴다. 

지시를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활
동과 간단한 만들기도 가능하다. 혼자
서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학년 
(유치원
～2학년)

논리 인 유추 능력이 생기고, 
읽고 쓰고 셈하는 것 주로 공부
가 진행된다. 체험학습이 필수
이다.

질문이 많아지며 그룹에 속해서 작
업하는 것을 즐긴다. 개인 인 생
활경험이 세계 을 지배한다.

스스로 읽는 것을 즐기고 남이 읽어주
는 것도 좋아한다. 다양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간학년 
(3학년
～5학년)

독립 으로 공부하고 복잡한 사
유를 시작한다. 수집을 즐기며 취
미생활을 시작한다.

개성이 늘어나지만, 자아는 직계가
족 밖의 계에 의해 더 향을 받
는다.

도서  서비스 반에 한 이용이 
가능하다. 챕터북(chapter book)과 
혼자서 하는 공부에 필요한 자료에 
한 심이 생긴다. 

출처: Cerny, Markey and Williams 2006. Outstanding library service to children: Putting the core competencies 
to work.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p. 6-8.

<표 1> 퀸즈 도서  어린이 발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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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으로 구분하고 유아는 어린이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다. 김종성(2011)은 어린이를 만 

3세 이 의 유아 그룹, 3세부터 취학 까지 

유아 그룹, 등학교에 재학 인 어린이 그룹

으로 구분하고, 그 외 어린이 교육자, 어린이 보

호자, 기타 어린이 련 직무 종사자로 어린이

서비스 상을 구분하고 있다. Sullivan(2005)

은 어린이서비스 상으로 아, 유아, 취학  

어린이, 등학교 학년 어린이, 트 에이져, 

십 /청소년, 부모, 홈스쿨 가정, 교사와 학교

도서  사서, 비 어권 태생, 문자해득 수 이 

낮은 성인을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 성

(2006), 김종성(2011), Sullivan(2005)의 구분

에 따라 어린이는 만 12세 이하, 그  유아

는 등학교 입학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연

령으로 정의하 다.

2.2 어린이 사서의 문성

어린이 사서는 어린이 상의 장서나 어린이 

도서 연구자 상의 장서를 구축하고, 도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문직으로서 사서를 의미

한다(日本図書館情報学会 用語辞典編集委員

会 編 2011). 즉, 어린이 사서는 문직으로서 

사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고 어린이를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문성을 갖

춘 사서라고 할 수 있다.

문직으로서의 사서직 요건을 논의한 연구로

는 명숙(1996), 구본 (2002), 이제환(2003), 

엄 애(2004), 김용근(2005)의 연구가 있다. 이

에 근거하여 문직으로서 사서의 요건을 알아

보면, 문 지식과 기술, 직업윤리  태도, 자

격 제도, 교육 훈련, 문직 단체, 업무 수행의 

자율성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를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어린이 사서에게는 어린이  어린이와 련된 

성인들을 이해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Ray 1979). 문직 단

체 내에서 동료 사서들과의 교류를 통해 어린

이서비스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다시 개별 도

서 의 맥락에 맞게 구 할 때, 어린이 자료  

변화된 정보 기술에 한 지식을 갖추고 어린

이 정보 서비스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Benne 1991).

Benne(1991)는 어린이 사서에게 교육과 실

무 경험도 요하지만,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며 

도서  체의 사명․목 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어린이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어야 하고, 어

린이들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동시 의 여러 

상황에 한 자각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언 하 다. 한 문직의 에서 어린이서

비스 련 이슈를 다루고 어린이서비스 발  모

델을 보여주는 문직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

다. 한편 각국의 도서 회에서도 어린이 사서

의 역량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LA(1997)에서는 어린이  어린이 문화에 

한 이해, 어린이에 한 공감 능력, 어린이 자

료에 한 이해와 독서 진흥, 어린이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정보원에 한 지식과 

활용 능력, 지역사회 유  기 과의 업 능력, 

커뮤니 이션 능력, 도서  이용 진, 계 맺

기에 한 기술, 도서  체 맥락에서 어린이

서비스 계획 수립을 한 도서  경  과정 참

여와 언어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IFLA(2003)의 ｢도서 의 어린이서비스 지

침｣에서는 어린이에 한 이해를 기 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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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어린이 장서와 독서 진흥에 한 지식과 

이해, 각종 문화 활동에 한 지식․이해  제

공 능력, 문성 계발을 한 노력, 열정, 커뮤

니 이션 능력, 변화에 한 유연성과 수용 능

력 등을 언 하 다. 

Yap(2010)은 싱가포르 국가도서 원회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이하 

NLB)에서 제시한 ｢사서의 역량강화지침｣(NLB 

Competency Framework)과 련하여 어린이 

사서 역량에 해 언 하 다. 참고 상담 서비

스 능력, 어린이 장서 개발과 리 능력, 도서  

경  능력, 이용자 요구 분석 기반 로그램 기

획력, 홍보 능력과 더불어 강연, 쓰기, 출  

능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성 계발 등

을 제안하 다.

ALSC(2015)에서는 0세부터 14세까지 어

린이를 상으로 하는 ｢공공도서  어린이 사

서의 역량｣을 제시하 다. 1989년 최  제정 

이래 1999년, 2009년, 2015년에 개정되었다. 

｢공공도서  어린이 사서의 역량｣에서는 어

린이 사서의 역량을 어린이에 한 이해, 어

린이 자료에 한 이해, 정보 서비스 제공, 어

린이 로그램 운 , 지역사회 연계  홍보, 

문성 계발, 도서  경   리 역량으로 

구분하 다. 

이상을 종합하면 어린이 사서의 문성은 어

린이에 한 이해를 기 로 지역사회와 도서

의 사명․목 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고, 

변화된 정보 기술을 숙지하여 어린이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을 한 조건을 도서

 체의 략  기획 등 경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3. 공공도서  어린이 로그램

3.1 특징  유형

공공도서  어린이서비스는 성인과 다른 어

린이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이면서, 

어린 시 의 신체․정신  발달을 진하고, 

일생에 걸쳐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역량

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사회 으로는 어린 

시 부터 공공성을 익히고 성장한 개인이 민주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에서 발간한 Standards for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ies(1964) , LA(1997), 

IFLA(2003),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3국

이 공동으로 만든 ｢어린이 도서 을 한 권고

안(2008)｣, 우리나라의 한국도서 기 (2013)

에서는 각각 어린이서비스에 한 목표 혹은 

기 , 원칙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ALA(1964)에서는 어린이서비스의 목표에 

하여 폭넓고 다양하며 쉽고 매력 인 장서 제

공, 어린이 자료 선택 지도와 안내, 자발성과 

즐거움에 기 를 둔 독서 진흥  도서  자원

을 이용한 평생 교육 장려, 어린이 각각의 능

력 신장  사회  이해를 한 도움 제공, 어

린이 복지를 한 지역사회의 다른 기 들과

의 력 등의 내용을 제시하 다. 

LA(1997)에서는 어떤 배경을 지닌 어린이

라도 어린이서비스에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지역사회 어린이 체를 포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 하 다. 어린이를 한 서

비스는 도서  서비스의 필수 인 부분이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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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며, 극 이고 

꾸 한 직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을 주

지하고 있다. 

IFLA(2003)는 어린이서비스의 목표로 어린

이들의 권리 보장과 자유와 안  옹호를 강조하

다. 도서 은 모든 어린이들의 정보․언어․

시각․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를 진작하고, 

문화  성장, 독자로서의 성장, 평생교육을 지

원하며 여가시간을 한 건 한 로그램과 모

든 자료  미디어에 한 자유로운 근을 제

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북유럽 3개국이 

참여한 ｢어린이 도서 을 한 권고안(2008)｣

에서는 어린이 서비스 제공 시 어린이 의견을 경

청해야 한다고 언 하 다. 도서  공간은 안

하고 자유로우며, 재미있고,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편 독서 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

들은 어린이를 이해하고 어린이 생활과 문화, 

매체에 해 해박한 어린이서비스 담당자와 사

서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도서 기 (2013) 에

서 어린이 담사서 배치의 필요성  독서지도

와 독서상담 실시, 학교도서  력, 소외계층 

어린이를 상으로 한 서비스와 어린이 연령별 

독서 진흥 로그램 등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진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서비스  로그램은 도서 의 사명

과 목 을 이루기 한 활동이자 략으로, 이

용자교육,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포함하며, 

도서 에서 정기․비정기 으로 운 하는 모

든 활동․행사로 통칭할 수 있다. 로그램은 

도서   자료 이용을 진하고 교육 이거나 

문화 인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공공도

서  역할을 피력할 수 있는 요한 수단이기

도 하다. 이러한 어린이 로그램은 책 소개 

로그램, 책 읽기 로그램, 독서동아리 운 , 독

후 활동(독서연계) 로그램  독서교실을 포

함하는 독서 련 로그램, 문화 술 로그

램, 이용자교육 로그램, 정보활용교육 로그

램, 학습  진로 연계 로그램 등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3.2 운

어린이 로그램 운 은 크게 로그램 기획

과 진행의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ALSC(2015)에서는 로그램 기획 시 염두에 

둘 사항으로 도서 의 사명과 목 , 지역사회 

 이용자 요구에 한 분석, 로그램 기획 단

계에서 장서와의 련성, 도서   자료 이용 

활성화, 로그램 운  공간에 한 고려, 로

그램 운  지침 보유 여부, 평가  결과 반  

여부 등으로 나 어 언 하고 있다. 

도서  어린이 로그램은 도서  어린이서

비스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도서  

어린이서비스는 도서  체 서비스의 맥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  

반 인 서비스 방향은 도서 의 사명과 목

에 의해 결정된다는 에서 도서 의 사명과 

목 은 로그램 기획 시 고려해야 할 가장 기

본 인 지향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도서

의 사명과 목  설정의 근거이자 실제 로

그램에 참여자이기도 한 지역사회와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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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어린이 로그램이 어린이의 도서   

자료 이용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장서

와의 직․간  연 성을 고려하는 한편, 도서

을 더욱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끼며 원활한 

로그램 진행을 해 한 공간 등에 한 고

려도 필요하다(홍 진 외 2009; Sullivan 2005; 

Claesson 2010). 

로그램의 진행은 로그램을 사서가 직  

진행하는 경우와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경우, 

외부 강사와 사서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로그램 내용  도서  상황에 

따라 효과 인 방식은 달라질 수도 있고 문화

술 로그램의 경우 외부 강사의 활용이 더 효

과 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연경(2013)의 연

구에 따르면 사서가 독서 로그램 진행에 극

으로 참여한 경우, 사서와 도서 에 매우 

정 인 개념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

서의 극성이 로그램 성과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  어린이 

로그램은 해당 지역사회  이용자 요구를 고

려하고, 로그램을 통해 도서   자료 이용

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서의 문성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4.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램 
운  조사

4.1 조사 설계

4.1.1 연구 질문

공공도서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

램 운  사이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  어린이 사서의 문성은 어린

이 로그램 기획과 어떤 상 계가 있

는가?

∙공공도서  어린이 사서의 문성은 어린

이 로그램 진행과 어떤 상 계가 있

는가?

4.1.2 조사 상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램 운  사이

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한 설문조사 상은 

공공도서 에서 어린이 로그램을 담당하는 

사서로 하 다. 표집 상 도서 은 어린이 로

그램 담당 사서가 있기 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규직 사서가 5명 이상 근무하며 어린

이실이 설치된 공공도서  는 어린이도서 으

로 하 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황을 수록

한 2016년 국가도서 통계(www.libsta.go.kr)

의 978개 공공도서  에, 어린이실이 설치된 

공공도서 은 815개 이었으며 어린이도서

은 89개 다. 여기에 정규직 사서 5명 이상이면

서 어린이실이 설치된 공공도서 은 287개 , 

어린이도서 은 6개 으로, 총 293개 도서 이 

설문 상 도서 으로 악되었다. 이 도서

들에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화 통화를 

시도하여 설문을 수락한 도서 은 262개 이

었다. 어린이 로그램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를 확인한 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

메일로 설문을 발송하고 회신은 이메일  팩

스로 받았다. 262부 발송 후 152부의 회신을 받

았고, 회수율은 58% 다. 152부  응답이 불

충분한 2부를 제외한 150부를 분석 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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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설문지

설문 조사 항목은 응답자의 배경에 한 질

문과 어린이 사서의 문성  어린이 로그

램 운 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어린이 로그램 기획에 한 

설문 문항의 문항별․ 역별 크론바흐 알  

계수는 <표 2>와 같다. 크론바흐 알  계수는 

0.679~0.923으로 측정되어 신뢰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났다. 

4.2 조사 결과

4.2.1 응답자의 배경 

응답자는 여성이 부분이었으며(88.0%), 연

령은 30  사서가 가장 많았고(48.7%) 20  사

서가 그 다음을 차지하여(20.6%) 은 사서들이 

어린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도서  

근무 경력 5년 미만인 사서가 70명(46.7%)이었

고, 응답자의 반가량인 73명(48.7%)이 어린이

서비스 경력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서비스 업무가 신입 사서에게 주로 배정되는 

상이 여 히 지속되고 있었다. 로그램 업무만

을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서는 거의 없었고, 함께 

수행하는 다른 업무 에서는 자료실 운 이 가

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료실 운  이

외에 주로 병행하는 업무는 지역 연계 련 업무

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분석 상 총 150부의 설문 에서, 도서  

확인이 가능한 설문지는 총 142부 다. 응답 도

서 의 지역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국 으로 

고른 분포를 보 다(<표 4> 참조). 

2016년 국가도서  통계  어린이서비스와 

련이 있는 항목을 참조하여 분석 상 도서

과 국 도서 의 어린이서비스 황 평균을 비

교한 결과, 어린이서비스 이용자수, 어린이 출

자 수, 어린이 자료 출권수 등의 항목이 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2016년 

국가도서  통계 기  정규직 사서 정원 평균 3명

항목 측정 변인 문항수 Crombach’s ɑ

어린이 

사서의 

문성

어린이 이해 3 0.834

0.923

정보 서비스 제공 5 0.736

어린이 자료 이해 6 0.801

지역사회 연계 3 0.811

도서  경 4 0.694

문성 계발
직업윤리  태도, 사회 사, 문직 단체, 문 

지식, 교육 훈련, 자율성
10 0.849

어린이

로그램

운

기획

도서 의 사명과 목 1 -

0.867

지역사회의 요구 4 0.709

이용자의 요구 3 0.679

장서와의 련성 1 -

도서   자료 이용 활성화 2 0.752

로그램 운  공간 확보 1 -

<표 2> 설문 측정 항목별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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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 변인 빈도(명) 비율(%) 구분 측정 변인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 11.3

연령

20 31 20.6

여성 132 88.0 30 73 48.7

무응답 1 0.7 40 45 30.0

합계 150 100 무응답 1 0.7

문헌

정보학

학력

문학사 10 6.6 합계 150 100

사서

자격증

사서 15 10.0학사 109 72.7
2  정사서 

(사서교사자격증 소지 

10명 포함)

126 84.0
석사 11 7.4

박사 1 0.7

사서교육원 14 9.3 1  정사서 

(사서교사자격증 소지 

1명 포함)

7 4.7
기타 3 2.0

무응답 2 1.3 무응답 2 1.3

합계 150 100 합계 150 100

근무

경력

5년 미만 70 46.7

어린이

서비스

련

경력

1년 미만 2 1.3

5년 이상 10년 미만 40 26.7 1년 이상 3년 미만 71 47.4

10년 이상 15년 미만 18 12.0 3년 이상 5년 미만 31 20.6

15년 이상 20년 미만 8 5.3 5년 이상 10년 미만 33 22.0

20년 이상 13 8.6 10년 이상 11 7.4

무응답 1 0.7 무응답 2 1.3

합계 150 100 합계 150 100

*담당

업무

수서 40 9.6

직

9 38 25.3

8 33 22.0분류․목록 37 8.9

7 49 32.7자료실운 133 32.0

6 9 6.0로그램 135 32.5

기타 18 12.0지역연계 60 14.5

무응답 3 2.0기타 10 2.5

합계 415 100 합계 150 100

* 복수응답

<표 3> 응답자의 배경

구분　 서울 부산 인천 주 구 울산 세종 제주

빈도(명) 28 14 8 3 3 5 3 1 1

비율(%) 19.7 9.9 5.6 2.1 2.1 3.5 2.1 0.7 0.7

구분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남 북 합계

빈도(명) 4 28 4 3 20 6 8 3 142

비율(%) 2.8 19.7 2.8 2.1 14.1 4.2 5.6 2.1 100

<표 4> 응답 도서 의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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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도서 (142개 ) 국 공공도서 (978개 )

항목 평균 항목 평균

어린이 회원등록자수  5,045 어린이 회원등록자수  3,585

어린이서비스 이용자수 96,888 어린이서비스 이용자수 49,057

어린이 출자수  3,617 어린이 출자수  3,021

어린이 인쇄 자료 수 44,327 어린이 인쇄 자료 수 37,976

어린이 증가 인쇄 자료 수  3,659 어린이 증가 인쇄 자료 수  2,735

어린이 자료 출권수 60,639 어린이 자료 출권수 42,118

<표 5> 분석 상 도서 과 국 공공도서  어린이서비스 통계 비교

(단 : 명, 책)

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사서 5명이 근무하

는 도서 을 표본으로 삼은 것과의 련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4.2.2 문성 분석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련된 질문은 어린

이에 한 이해, 정보 서비스, 어린이 자료에 

한 이해, 지역사회 연계  력, 도서  경 , 

문성 계발 등 총 6가지 역으로 나 어 구성

하 다(<표 6> 참조).

어린이 사서 문성을 구성하는 각 역의 

세부 역량에 한 체 평균은 3.64, 표  편차

는 0.81로 나타났다. 문성 역 에 정보 서

비스 제공  어린이 자료에 한 이해 역은 

상 으로 높은 수 에 있었으며, 지역사회 

연계  홍보와 도서  경   리 역은 다

른 역에 비해 낮은 수 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성 계발 역은 평균 수 을 보 지만 

어린이 사서 역량  가장 높은 수 의 역량과 

낮은 수 의 역량이 동시에 속해 있었으며, 다

른 역량에 비해 가장 낮은 수 으로 나타난 

문직 단체 가입  활동 역량은 문직의 핵심 

구성 요건  하나와 계된 것으로써 문직 

단체 가입  활동의 활성화를 한 방안 마련

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문직을 

구성하는 요건인 문 지식과 기술, 교육 훈련, 

문직 단체 등과 련된 자기 평가  계속 교

육 역량, 어린이․어린이 자료․교수법 련 

최신정보 숙지 역량, 문직 단체 가입  활동 

역량 수 이 문성 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

났다. 

4.2.3 로그램 운  황

로그램 기획 시 염두에 둘 사항에 한 사

서들의 응답 결과는 <표 7>과 같다. 반 인 

평균은 높으나 부모  어린이와 계된 성인

에 한 요구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어린이

들의 요구에 한 고려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

은 수 을 나타냈고 도서  간 편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어린이 사서의 문성에서 

지역사회 연계  홍보와 련된 문성 역

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던 것과 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로그램 유형별 운  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도서 에서 독서교실을 운 하고 있었다

(96.7%). 독후 활동(독서연계) 로그램, 책 읽

기 로그램, 책 소개 로그램, 독서동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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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서의 문성 평균 표 편차

어린이에 한 

이해

발달단계 이해 3.61 .78

어린이 상 교수-학습 방법 이해 3.47 .80

소외계층 어린이 요구 이해 3.34 .87

계 3.48 .71

정보 서비스 제공

어린이의 정보 이용 지원 4.33 .64

자료 이용 편의성 향상 4.13 .61

립 인 해답 제공 3.97 .68

참고정보  독자 상담 3.63 .78

참고정보원 제공 3.57 .81

계 3.93 .50

어린이 자료에 

한 이해

어린이 자료 이용 동향 악 3.90 .66

어린이 자료 특성 고려 선정 3.82 .75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자료 이해 3.76 .70

어린이 자료 출  동향 악 3.70 .78

어린이 장서개발정책 수립 3.50 .96

어린이 자료의 분류․목록․색인 3.49 .89

계 3.74 .54

지역사회 연계  

홍보

어린이서비스 련 지역사회 요구 이해 3.49 .96

어린이 자료, 서비스  로그램 홍보 3.36 .92

지역사회 유  기 과의 소통과 력 3.33 .96

계 3.39 .81

도서  경   

리

보조 직원과의 업 3.57 .90

어린이서비스 산 배정 근거 마련 3.45 .81

도서  경  계획 과정에 참여 3.41 .80

어린이서비스 계획 수립 3.18 .78

계 3.40 .60

어린이 사서의 

문성 계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4.44 .67

변화에 한 유연성 4.10 .68

사서직 체 맥락에서 어린이 사서 업무 요성 인식 4.06 .70

업무 수행의 자율성 3.97 .77

사서 사이에서의 차별 배제와 문화 다양성 이해 발 3.65 .85

도서 인 윤리선언 숙지 3.48 .88

자기 평가  계속 교육 3.41 .87

문화 다양성에 한 이해 3.39 .86

어린이․어린이 자료․교수법 련 최신정보 숙지 3.38 .83

문직 단체 가입  활동 2.81 1.10

계 3.68 .54

계 3.64 0.81

<표 6> 어린이 사서 문성에 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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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기획 평균 표 편차

어린이의 요구 고려 4.43 0.56

로그램 운  공간 확보 4.24 0.82

어린이 자료와의 연 성 4.20 0.68

지역사회 내 로그램 강사에 한 인지 4.19 0.70

어린이의 발달단계 고려 4.18 0.66

도서  방문 계기 마련 4.18 0.74

지역사회 요구 고려 4.16 0.64

자료 이용 활성화 계기 마련 4.07 0.71

지역사회 유 기 과 력하여 로그램 운 4.03 0.89

도서 의 사명과 목  고려 3.98 0.72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한 로그램 고려 3.81 0.86

부모  어린이와 계된 성인의 요구 고려 3.54 0.88

계 4.06 0.49

<표 7> 로그램 기획에 한 응답 결과

독서 련 로그램과 문화 술 로그램을 80%

이상의 도서 에서 운 하고 있었다, 이용자교

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도서 은 77.3%

고, 학습  진로연계 로그램은 54%의 도서

에서 운 하고 있었다. 반면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은 응답도서  에 18.7%에 해당하는 

도서 만이 운 하고 있었다. 

어린이 로그램 진행 주체를 묻는 질문에 

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로그램 

진행자에 한 외부 강사  자원 사자에 의

해 진행되는 비율이 사서에 의한 진행 비율보

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로그램은 로그램 특성에 따라 외부 강사에 

의한 진행이 오히려 효과 일 수 있다. 문화

술 로그램으로 음악회나 연극 등을 기획하게 

되면 외부 강사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로그램은 단순한 도서  행사가 아니

라 도서  운  계획의 일환이자 도서 의 사

명과 목  달성을 한 수단이므로 어린이서비

스의 맥락을 이해하고 로그램을 진행할 사서

의 문성도 함께 요구되며, 외부 진행자에 의

한 로그램 운 은 도서  서비스의 목 에 

합한 수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로그램 유형별로 사서의 직  진행 여부를 

살펴보면 로그램마다 사서의 직  진행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표 9> 참조). 사서에 의한 진

행 비율이 높은 로그램으로는 이용자교육 로

그램과 책 소개 로그램이 있다. 한편 문화 술 

 진행 구분
응답 황 

외부강사 사서 자원 사자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 인원(명) 95 93 26 1 3 218

비율(%) 43.6 42.7 11.9 0.4 1.4 100

* 복수응답

<표 8> 로그램 진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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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어린이 로그램

사서 외부강사 자원 사자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이용자교육 로그램 108 89 4 3 10 8 122 100

책 소개 로그램 101 80 15 12 11 9 127 100

정보활용교육 로그램 23 61 12 32 3 8 38 100

학습  진로연계 로그램 50 56 37 41 3 3 90 100

독서동아리 운 69 53 35 27 25 19 129 100

독서 교실 98 47 102 49 10 5 210 100

기타 5 42 5 42 2 17 12 100

독후활동(독서연계) 로그램 61 37 85 51 21 13 167 100

문화 술 로그램 49 32 92 60 13 8 147 100

책 읽기 로그램 52 31 38 23 77 46 167 100

* 복수응답

<표 9> 로그램 유형별 진행자

로그램은 외부강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책 읽기 로그램은 자원 사자에 의해 운 되

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램 
운 의 상 계

5.1 문성과 로그램 기획의 상 계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 로그램 기획’ 변

인 사이의 상 계수는 0.702로 높은 상 계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 사서의 문

성’을 구성하는 문성 역과 ‘ 로그램 기획’

을 구성하는 항목 사이에도 부분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는 어

린이 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어린이 사서의 

문성 반에 속하는 역량들이 모두 활용된다

는 것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사서의 문성’을 구성하는 세부 역

량과 ‘ 로그램 기획’과의 상 계는 <표 11>

과 같다. 어린이 ‘ 로그램 기획’은 ‘어린이 사

서의 문성’을 구성하는 6가지 역의 모든 역

량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서의 문성

로그램 기획

어린이
사서의
문성

어린이에 
한 이해

정보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자료에 한 

이해

지역사회 연계 
 홍보

도서
경   리

문성
계발

로그램
기획

Pearson 상 계수 .702*** .409*** .551*** .494*** .323*** .494*** .68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8 146 147 145 146 147 142

도서
사명과
목

Pearson 상 계수 .567*** .425*** .476*** .461*** .197* .450*** .498***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17 .000 .000

N 139 147 148 146 147 148 143

지역
사회
요구

Pearson 상 계수 .516*** .262*** .386*** .278*** .302*** .342*** .554***

유의확률 .000 .001 .000 .001 .000 .000 .000

N 139 147 148 146 147 148 143

<표 10>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램 기획의 상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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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린이 사서의 역량　 Pearson 상 계수 유의확률　 유효응답

어린이에 

한 이해

발달단계 이해 .316*** .000 146

소외계층 어린이 요구 이해 .366*** .000 147

어린이 상 교수-학습 방법 이해 .380*** .000 147

정보 서비스 제공

자료 이용 편의성 향상 .384*** .000 147

참고정보  독자 상담 .348*** .000 147

립 인 해답 제공 .316*** .000 147

어린이의 정보 이용 지원 .534*** .000 147

참고정보원 제공 .370*** .000 147

어린이 자료에 

한 이해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자료 이해 .418*** .000 147

어린이 자료 이용 동향 악 .407*** .000 147

어린이 자료 출  동향 악 .313*** .000 147

어린이 자료 특성 고려 선정 .376*** .000 146

어린이 장서개발정책 수립 .338*** .000 146

어린이 자료의 분류․목록․색인 .494*** .000 147

지역사회 

연계  력

어린이서비스 련 지역사회 요구 이해 .283*** .001 146

어린이 자료, 서비스  로그램 홍보 .206* .013 146

지역사회 유  기 과의 소통과 력 .332*** .000 146

도서  

경   리

도서  경  계획 과정에 참여 .412*** .000 147

어린이서비스 계획 수립 .383*** .000 147

어린이서비스 산 배정 근거 마련 .314*** .000 147

보조 직원과의 업 .326*** .000 147

문성 계발

도서 인 윤리선언 숙지 .427*** .000 147

사서직 체 맥락에서 어린이 사서 요성 인식 .511*** .000 146

문직 단체 가입  활동 .244** .003 147

어린이․어린이 자료․교수법 련 최신정보 숙지 .517*** .000 146

자기 평가  계속 교육 .460*** .000 145

문화 다양성에 한 이해 .459*** .000 145

사서 사이에서의 차별 배제와 문화 다양성 이해 발 .583*** .000 147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440*** .000 147

업무 수행의 자율성 .417*** .000 147

변화에 한 유연성 .481*** .000 147

*p<.05, **p<.01, ***p<.001

<표 11> 로그램 기획과 상 계가 있는 어린이 사서의 역량

 어린이 사서의 문성

로그램 기획

어린이
사서의
문성

어린이에 
한 이해

정보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자료에 한 

이해

지역사회 연계 
 홍보

도서
경   리

문성
계발

이용자
요구

Pearson 상 계수 .607*** .361*** .499*** .449*** .286*** .413*** .573***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9 147 148 146 147 148 143

이용
활성화

Pearson 상 계수 .622*** .382*** .500*** .507*** .230** .483*** .606***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5 .000 .000

N 138 146 147 145 146 147 142

자료와
연 성

Pearson 상 계수 .579*** .323*** .448*** .526*** .220** .457*** .540***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7 .000 .000

N 139 147 148 146 147 148 143

로그램
공간확보

Pearson 상 계수 .163 .026 .237** .062 .030 .219** .229**

유의확률 .057 .754 .004 .462 .717 .008 .006

N 137 145 146 144 145 146 14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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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문성과 로그램 진행의 상 계

사서에 의한 어린이 로그램 진행 여부와 어

린이 사서의 문성 사이의 련성에 하여 알

아보기 해 T검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어린이 사서의 로그램 직  진행 여부

에 따른 어린이 사서 문성의 평균 차이는 유

의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어

린이 사서의 로그램 직  진행 사이에 유의

미한 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 로그램의 유형별 어린이 사서의 

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문성의 차이를 T검

증을 통해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이에 따르

면 책 소개 로그램, 독서동아리 운 , 독후 활

동(독서연계) 로그램, 독서교실, 이용자교육 

로그램  학습  진로연계 로그램의 진

행 여부에 따른 어린이 사서의 문성 수 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 수 문성 평균 표 편차 t 값 자유도 유의확률

진행 86 3.71 .44
-2.457 136 0.015*

미진행 52 3.53 .42

*p<.05

<표 12> 로그램 진행 여부와 어린이 사서 문성의 T검증 결과

구분 진행여부 사례 수 문성 평균 표 편차 t 값 자유도 유의확률

책 소개

로그램

진행 94 3.70 .41
-2.501 131 0.014*

미진행 39 3.49 .52

책 읽기

로그램 

진행 50 3.74 .46
-1.914 131 0.058

미진행 82 3.58 .44

독서동아리 운
진행 65 3.80 .46

-3.007 131 0.003**
미진행 68 3.53 .42

독후 활동(독서연계)

로그램

진행 60 3.75 .45
-2.503 131 0.014*

미진행 73 3.56 .44

독서교실 
진행 92 3.70 .44

-2.052 131 0.042*
미진행 41 3.52 .45

정보활용교육

로그램

진행 21 3.74 .48
-1.119 131 0.265

미진행 112 3.62 .45

이용자교육

로그램

진행 101 3.69 .43
-2.281 131 0.024*

미진행 32 3.49 .87

학습  진로 

연계 로그램

진행 47 3.75 .44
-2.020 131 0.045*

미진행 86 3.58 .45

문화 술

로그램

진행 47 3.72 .46
-1.459 131 0.147

미진행 86 3.60 .44

**p<.01, *p<.05

<표 13> 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어린이 사서 문성의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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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 로그램으로는 책 읽기 로그램, 

문화 술 로그램,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책 읽기 로그램은 자원

사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 술 로

그램에는 공연 등이 포함되어 외부 강사가 진행

하는 것이 효과 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은 사서의 

직  진행 여부뿐만 아니라 운  여부, 요도

에 한 사서의 인식,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의 

련성이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 사서의 로그램 진행 여부와 어린이 

사서의 문성 사이에 어떤 련성이 있는지 

역량별로 T검증한 결과, 로그램 진행 여부와 

계있는 어린이 사서의 문성 역은 어린이

에 한 이해, 도서  경   리, 문성 계

발 역에 속하는 역량들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로그램 유형

어린이 사서의 
문성

독서 련 로그램

이용자교육
로그램

학습  진로
연계 로그램책 소개

로그램
독서동아리

운

독후활동
(독서 연계)

로그램
독서교실

T값
유의
확률

T값
유의
확률

T값
유의
확률

T값
유의
확률

T값
유의
확률

T값
유의
확률

어린이에 한 이해 2.600 .010** 2.247 .026*

어린이 발달단계 이해 2.514 .012*

어린이 교수-학습방법 이해 2.086 .039*

소외계층 어린이 요구 이해 2.895 .004**

도서  경 2.453 .017* 2.499 .014* 2.840 .005** 2.099 .038*

도서  경  과정 참여 2.398 .018*

어린이서비스 계획 수립 2.271 .025* 4.139 .000*** 4.485 .000*** 3.359 .001***

어린이서비스 산 배정 근거 마련 2.485 .014* 2.042 .043*

보조 직원과의 업 2.100 .040*

문성 계발 2.175 .031* 3.233 .002** 2.949 .004** 2.621 .010** 2.587 .011* 2.504 .013*

도서 인 윤리 선언 숙지 3.579 .000*** 2.521 .013*

사서직 체 맥락에서 어린이 사서 
요성 인식

3.446 .001*** 3.070 .003** 3.293 .001***

문직 단체 가입  활동 2.175 .031* 4.002 .000*** 2.479 .014*

어린이․어린이 자료․교수법 련 
최신 정보 숙지

2.379 .019* 2.175 .031* 2.733 .007** 2.719 .007**

자기 평가  계속 교육 2.585 .011* 2.664 .009** 2.054 .042* 2.857 .005** 2.658 .009**

문화 다양성에 한 이해 2.699 .008** 2.295 .023*

사서직 내 차별 배제와 문화다양성 
이해 발

2.125 .035* 2.072 .040* 2.068 .040*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2.132 .035*

업무 수행의 자율성 2.171 .032*

변화에 한 유연성

*p<.05, **p<.01, ***p<.001

<표 14> 사서에 의한 어린이 로그램 진행과 어린이 사서 역량의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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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서의 역량  자기 평가  계속 교

육에 한 역량은 가장 여러 유형의 어린이 로

그램과 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

이 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운 을 활성화하기 

해 어린이 사서들을 한 계속 교육의 필요성

과 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서비

스 계획 수립 역량은 독서 련 로그램과 공통

으로 유의하게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부분의 도서 에서 어린이 독서 진흥 

기능을 구 하기 해 독서 련 로그램을 도

서  운  계획의 일환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의

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어린이 사서의 문성 계

발과 련된 역량은 책 소개 로그램, 독서 동

아리 운 , 독후 활동(독서연계) 로그램, 독서

교실, 이용자교육 로그램, 학습  진로 연계 

로그램 모두와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로그램 유형별로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의 유의한 련성에 한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책 소개 로

그램과 독서동아리 운 은 가장 많은 수의 어린

이 사서 역량과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독서동아리 운 은 어린이 로그

램  문성 계발에 속하는 가장 많은 수의 역

량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

서 련 로그램들은 이용자교육 로그램과 

학습  진로 연계 로그램에 비해 어린이 사서

의 문성과 유의한 련성이 있는 역량들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램의 진행과 어린이 

사서 문성과의 유의한 련성은 도서  독서 

로그램이 타 기 에서 운 하는 독서 로그

램과 달리 사서의 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도서 에서 운

하는 어린이 로그램을 다른 기 에서 운 하

는 어린이 로그램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이

자 도서  어린이 로그램 운 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서 련 로그램을 포함하여 

어린이 로그램을 운 하는 사서의 문성 계

발을 해 계속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꾸 한 계

속 교육 이수를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6. 결론  제언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어린이 서비스는 일

제시기 경성도서 과 조선총독부 도서 의 어

린이를 한 자료실 설치를 효시로 하여 2000년

 반 이후 양 인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더

불어 어린이 사서의 문성에 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 왔으나, 사서의 문성과 어린이 서비

스 사이에 어떤 련이 있는지 실제로 밝  어

린이 사서의 문성 강화를 언 하는 연구는 많

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어린이 로그램의 운  사이에 어떤 

상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어린이 

로그램 운 을 로그램 기획과 진행 측면으

로 나 어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의 상 계

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사서의 모든 역량은 

로그램 기획과 상 계가 있었으며, 어린이 사

서의 로그램 직  진행 여부와 문성 역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서의 모든 역량과 로그램 기획 사

이에 상 계가 있다는 것은 어린이 로그램 

운 이 특정 역량에 국한되지 않고  역의 

문성에 걸쳐 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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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 차원의 로그램 운  능력 향상을 

해서는 장 사서들의 요구 로 특정 유형의 

로그램 운 을 한 실무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

린이 사서로서 업무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도 필

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어린이 사서를 

한 별도의 자격 기 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

고,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내 편성된 교과목 이

수만으로 어린이 사서로서 반 인 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을 고려하면, 어린이서비스

의 기본 인 이념과 서비스 자세 등 업무의 본

질을 다루는 교육에 한 필요성 역시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 로그램을 운 할 사서를 

한 교육에는 어린이서비스의 이념과 목 에 

충실한 교육도 함께 구성하고, 실무와 이론 교

육을 병행할 필요성에 하여 장 사서들과 

공감 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램 운  

사이에 유의한 련성은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어린이 로그램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요

소이다. 를 들어 공공도서  어린이 로그램

에는 공공도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

과 어린이 사서의 직업윤리  태도가 반 되어 

있다. 어린이 사서의 직업윤리  태도는 어린

이를 한 사람 그 자체로 존 하고, 어린이가 처

한 사회․경제․문화  배경에 한 편견과 차

별 없이 자료  정보 이용을 지원하는 어린이

서비스와 로그램을 통해 나타난다. 어린이 

로그램과 어린이 사서직로서 직업윤리  태도

의 연 성은 도서  어린이 로그램이 타 기

의 어린이 로그램과 다른 윤리  기반을 가지

고 어린이에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 

공공도서  어린이 로그램은 다른 기 의 어

린이 문화 로그램에 비해 차별성을 가지며, 

어린이 로그램 운 은 문직으로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어린이 사서의 업무 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린이 사서의 문성과 

로그램 운  사이에 유의미한 련성은 어린

이 사서의 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어린이 

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는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 사서의 문성

을 알아보기 한 문항들이 체로 미국 ALSC

의 기 에 기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어린이 사서의 문성 항목 개발이 필요

하다. 한 어린이 사서의 문성을 언 한 선

행연구에서 어린이 사서로서 열정이나 어린이

를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 등이 문성과 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 하여 어린이

서비스  어린이 사서의 문성에 한 논의

를 개할 때 어린이 사서와 도서  어린이서

비스의 상 계에 한 보다 발 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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