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치료적 참고 면담
이영식1)
참고면담(reference interview)이란 참고봉사(reference service)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용자들은 종종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신문광고에서 오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자신
의 심리•정서적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정보에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한 기대를 가지
고 온다. 이때 참고봉사 사서나 북멘토의 역할은 이용자의 정확한 정보 욕구를 파악하여 가
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이 곧 참고면담이다.
참고면담의 과정과 기법들을 알아보자. 이 글은 미국 하이오 주 도서관협회에서 온라인
으로 제공하는 참고봉사 사서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1) 참고 면담의 기본은 이용자에게 당신이 접근 가능한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하
는 것이다.
도서관과 서점, 병원, 관공서와 같은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을 것이다. 이용자가 다가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사무만 보는 사람,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장시간 전화를 받는 사람, 말을 붙여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삶, 눈을 전혀 마주치려 하지 않는 사람, 너무 바쁘게 보이는 사람에게 무엇
인가 중요한 것을 묻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따라서 참고 면담의 기본은 당신이 접근가능한
사람(approachable person)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
코 아니라 일종의 기술임을 알아야 한다. 일본인들이 대체로 친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
의 속마음 때문이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 때문이다.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는데 장애요소는 독서치료 참고봉사자나 상담자 자신의 태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과 구조, 그리고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편견,
신체적 제약(어린이와 장애인), 언어적 장벽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독서치료적 참고 봉사는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미리 예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이제 이용자가 접근하기에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탐구해 보자.
① 언어적 반응
a. 미소를 지으라. 접근해 오는 사라에게 먼저 인사하라.
b. 편안하고 명랑한 목소리를 사용하라. 전화를 받을 때 다 경험하는 바이겠지만 목소릴 착
깔고 반응하는 것과 밝고 경쾌한 목소리의 반응은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 전화를 받을
때도 자신의 미소가 목소리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 독서치료학회 감사, <독서치료 어떻게 할것인가>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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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둘씩 짝을 지어서 다음의 단순한 응답에 느껴지는 바를 서로 이야기 보자.
▶ “네~↘” - 목소리를 끝을 내린다.
▶ “네~↗” - 목소리의 끝을 올린다.
② 비언어적 태도
이용자가 당신이 접근가능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언어적 반응보다 비언어적
태도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미 훈련된 사람을 모델로 실습을 하거
나 역할 연습을 통해서 서로의 태도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a.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얼굴을 주시하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서 적당한 아이 컨택이 필
요한데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란 무척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라.
b. 가능하다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라. 특히 어린이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배려는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c. 편안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한다.
연습)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역할을 연습한다. 한 사람이 이용자가 되어서 편안하고 수
용적인 자세를 취해본다. 이때 이용자 역할을 한 사람의 느낌을 피드백 해준다. 사서나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부러 몸을 뒤로 젖히거나 이용자를 외면하는 행동을 취해
보고 느낌을 나누어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편안하고 수용적인 자세란 자기 생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느끼기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d. 이용자에게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라.
e. 앉아 있다면 이용자에게 살짝 몸을 기울이는 자세를 취하라.
f. 한군데 앉아 있기보다 열람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g, 독서치료적 참고봉사 상담자, 또는 사서임을 알리는 명찰을 사용하라.
h. 질문하기에 적절한 상황을 제공하라(Provide an appropriate setting.)
i. 사적인 거리를 유지하라(Maintain privacy.)
j. 신체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라(Eliminate physical barriers.)

- 2 -

PDF created with FinePrint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k. 책상이 어지럽지 않게 하라(Reduce desk clutter.)
l.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소음을 줄이라(Lower distracting noise levels.)
(기타 정보 이용자가 편안하게 접근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2) 내담자나 정보 이용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 면담 기법

'(reference interview)을 활용하라.
내담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나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참고면담reference interview)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참고면담이란 내담자나 정보 이용자

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참고 면담은 이미 잘
구성된 질문지에 반응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구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 오하이오주립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참고봉사 사서 훈련 프로그램2)에

따르면 참고면담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단계와 기술은 다음과 같다. 이 단계들의 명칭은 곧
구체적인 기술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ⅰ) 말을 바꾸어 반응하기(Paraphrasing)
ⅱ) 열린 질문 사용하기(Asking open questions)
ⅲ) 명료화하기(Clarifying)
ⅳ) 검증하기(Verifying)
ⅴ)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Getting all the needed information)
ⅵ) 추수(追隨)활동(Following up)
ⅶ) 인터뷰 종료하기(Ending the interview)
여기에다 상담의 공동기법 가운데 『정보요구(상담요구)알아차리기』와 『적극적 경청 기
술』을 더하여 차례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① 이용자의 첫 접근과 다양한 정보 요구 알아차리기
참고 봉사자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용자들은 처음 접근해 온다. 도서관이나 서점,
혹은 비슷한 정보제공 기관을 이용할 때 특히 처음 이용자들은 누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
서 거기 있는지 알지 못한다. 때문에 첫 번째 말을 거는 행위는 참고봉사자가 자신의 정보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을 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동기에서 말을 걸어 올 수 있는데 이 때 상담자는 이용자의 정보 욕구를 정
2) http://www.olc.org/Ore/2interview.h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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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참고면담이 시작될 것이다.
a. 정보를 얻으려는 부탁
“주부들의 우울증에 읽을만한 문학작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이들이 방학 기간동안에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b. 실행적 행위를 해 주기 바라는 부탁
“오늘 집에 갈 차비가 없는 돈 좀 빌려 주시겠어요?”
“ 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c. 부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부탁
“요즈음 한국 정치 돌아가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기 앉아 있는 사서님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사람들이 불평이 많네요. 선생님이 어떻
게 말 좀 해 주시겠어요?”

이해, 관여를 원하는 부탁

d.

“지난 밤 너무 고민이 많아서 한 숨도 자지 못하고 도서관에라도 가볼까 해서 찾아 왔답
니다.”
“우리 아이가 요즈음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행동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대면에서 이용자들의 진짜 욕구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라는 질문은 화장실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일수도 있
지만 과연 이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즉 접근 가능한 사
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으
시는군요. 혹시 필요한 책이나 자료가 필요해서 오셨나요?"라고 질문을 덧붙인다면 이용자
의 진짜 정보 욕구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a와 d의 경우 곧장 참고 면담으로 연결 할
수 있고 b와 c의 경우는 진짜 정보 욕구가 무엇인지 한 번 되물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② 적극적 경청 기술 활용하기
상담(相談)은 본디 내담자와 상담자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으로 특히 내담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 따라서 적극적 경청기술은 모든 상담의 기본이
므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두어야 한다.
적극적 경철 기술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신체적
인 비언어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다. 즉 시선의 마주침, 얼굴표정, 몸을 약간 내담자에게
기울이기, “으흠, 그래서요, 아~네”와 같은 반응으로 맞장구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등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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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
어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며,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수용 받
고 있다는 느낌), 더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의사소통 기
술의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다.

<경청기술 역할 연습>
a. <경청 체험>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활동한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3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두 번째 사람은 관심기울이기 기술을 염두에 두
고 듣는다.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의 듣는 기술을 평가하여 잘하고 있는 것과 더
보충해야할 부분을 피드백 해 준다.
b. <비경청 체험>두 번째는 한 사람이 이야기 할 때 듣는 사람이 중간에서 딴청을 부리는
척 한다. 예컨대 구두를 닦는 척 한다든지 메모지를 꺼내는 등의 딴 짓을 한다. 그때 말
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본다. 역할을 바꾸어 본다.
c. <느낌 정리>경청했을 때와 경청하지 않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종합적으로 토론해 보자.
③ 말을 바꾸어 반응하기(paraphrasing) 기술사용
영어의 "paraphrasing"은 ‘다른 사람의 말은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기술은 이용자의 말을 되받아 표현하는 것이지 상담자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덧붙여 제안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상담자
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들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상담자에 대한 신뢰
를 갖게 되고 자신의 말이 잘 전달된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지고 더 깊은 참고면담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사례1>

이용자: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저는 우울증에 관한 책을 찾고 있는데요. 도서관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몇 몇 분들에게 물어봐
도 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상담자: “손님께서는 우울증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시군요?”
<사례2>

이용자: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최근에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 가기도 싫어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아이에게 권
해줄 만한 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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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네, 어머니께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아동이 읽을 만한
책을 찾으시는군요?”
④ 열린 질문 사용하기(Asking open questions)
질문에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다. 닫힌 질문은 “예”나 “아니요”로 단순하게 대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예컨대 “선생님 자신이 읽을 만한 우울증에 관한 책인가요?”라고
물으면 “예”나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열린 질문은 “우울증에 관한 어

떤 종류의 자료인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라고 묻는 것이다. 일상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지레 짐작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따라서 말을 다
듣기 전에 짐작하지 말고 이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자신이 설명하도록 기
회를 부여하는 질문이 『열린 질문 기법』이다.
<질문 사례>
“우울증에 관해서 어떤 종류의 자료인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울증에 관한 책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울증에 관하여

책이나 비디오 등 어떤 매체의 정보를 찾으시는지요?

⑤ 명료화하기(Clarifying)
열린 질문을 통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나면 좀 더 구체적으
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명료화 질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열린 질문을 통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40대 주부의 우울증에 관한 문학을 원한다고 여겨지면 그 자료의
형태가 책인지 비디오인지 혹은 다른 매체인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책이라면 소설인지
그림책인지, 혹은 시나 수필인지 장르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구체
화 시켜나간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출판사나 작가를 기억하고 있는지의 추가 질문도 도
움이 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 알았다고 가정하지 말고 명료화 질문을 통해
서 구체화 시키라.
<질문 사례>
“우울증에 관한 문학작품이 필요하신가요?”
“우울증을 소재로 다룬 비디오가 필요하신가요?”
“찾으시는 책이 우울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가치료서 종류인가요?”
⑥ 검증하기(Verifying)
열린 질문과 명료화 질문을 통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냈다고 판단
되어 이제 정보를 찾을 단계라고 생각될 때 성급하게 결론을 짓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검증하기이다. 이 마지막 질문은 이용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확인 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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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례>
“선생님께서 원하는 자료는 우울증이 심한 40대 여성이 읽을 만한 국내 문학작품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책은 학교생활의 적응을 소재로 한 그림책이라는 말씀이지요?“
“아버님께서 찾으시는 자료가 자녀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 시키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
은 영상자료라는 말씀이군요?”

3) 참고 면담 이후의 과정

⑦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Getting all the needed information)
참고 면담을 통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자료를 찾아가는 과
정이다. 위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한다.
• 자신의 독서치료 목록 활용하기
• 일차 자료에서 정보 찾기(Finds answers in first source)
• 다른 자료 검색(Searches other sources)
• 이용자에게 계속 연락하기(Keeps patron informed)
•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기(Offers referral)
⑧ 추수(追隨)활동(Following up)
추수활동은 일반적으로 “이 정보가 당신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기
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질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종료된다.
⑨ 인터뷰 종료하기(Ending the interview)
만약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내에 정보를 찾지 못하면 연락처를 받아 둔 다음 이메일이

나 팩스, 또는 다음에 내방하여 자료를 받아 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적절한 책 한권을 만나
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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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봉사

종합연습 ▶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연습해 본다. 실제로 도서관과
비슷한 상황을 설정하고 독서치료적 참고봉사 사서나 상담자의 역할을 실습해보자.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사서역할을 맡고, 두 번째 사람은 이용자, 세 번째 사람은
관찰자가 된다. 관찰자는 상담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피드백 해준다.

<체크리스트>
관찰항목

관찰된 것

이용자-상담자 대화

1. 접근성(Approachability)
• 미소(Smiles)

__________

• 눈 맞춤(eye contact)

__________

• 인사(Gives friendly greeting)

__________

• 눈높이 맞추기(Is at eye level)

__________

2. 편안함(Comfort)

__________

•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Speaks
in relaxed tone)
• 이용자와 동행하기(Goes with
patron)

__________
__________

3. 관심도(Interest)
• 눈 맞추기(Maintains eye contact)

__________

• 정중한 코멘트(Makes attentive
comments)

__________

• 주의 집중(Gives full attention)

__________

4. 경청능력(Listening)
• 끼어들지 않기(Does not interrupt) __________
•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

__________

• 말 바꾸어 반응하기(Paraphrases)

__________

• 명료화하기(Clarifies)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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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색능력(Inquiring)
• 열린 질문을 통한 탐색Asks open
questions)

__________

• 검증하기(Verifies)

__________

6. 문헌조사 능력(Searching)
• 일차 자료에서 정보 찾기(Finds
answers in first source)
• 다른 자료 검색(Searches other
sources)
• 이용자에게 계속 연락하기(Keeps
patron informed)
•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기(Offers
referral)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7. 정보제공하기(Informing)
• 명료하게 설명하기(Speaks clearly) __________
•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Checks if
__________
answer understood)
• 자료인용하기(Cites source)

__________

8. 추수(追隨)활동Follow-up
• “이 정보가 당신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기

__________

• 더 필요한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기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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