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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생의 교과학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태도를 변화시키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을 신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교과교사들의 인식이 높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전담인력(사서교사, 사서, 일반교사)에 따라 일선 교과교사들이 느끼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집단형태별, 수업모형별, 협력수업모형별)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밝혀서 그 결과를 교육현장에 발전적으로 적용하여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전
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10개 지역의 30개 고등학교의 교과교사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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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er understandings of school library-assisted instruction from teachers are required to
develop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which can improve their learning capabilities,
problem solving techniques and learning attitud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difference in subject teachers’ perception of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group type, class model, and collaborative class of class utilizing the school library and to
apply and activate class utilizing the school library constructively in the field of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concept, necessity, type and process of class utilizing
the school library, etc.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78 subject teachers sampled
from 30 high schools in 10 areas of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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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보관하는 공간이 아닌 학교교육의

21세기의 학교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

핵심적 공간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사

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종

와 사서교사의 협력에 의한 체계적인 학교도서

합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관 활용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

력을 신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

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활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

성화 여부는 교과교사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

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수립하고, 학생

된다고 할 수 있다.

들이 탐구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이에 본 연구는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시설, 장서확충, 교육과

활용수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알

정 운영에 의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강화한

아보고, 나아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형태별

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인식의 차이를 밝혀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쾌적한 환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경은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도 학교

를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도서관을 활용한 교과수업은 활발히 이루어지

활용수업의 유형과 형태를 분석하고, 교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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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여러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설문조

한 기대역할을 설문조사를 통해 규명하였다.

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근거로 학

조사 결과, 교사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은 학교도서관 이용률의 증대, 독서 분위기 조

제시하고자 한다.

성 및 독서 교육 강화, 다양한 정보자료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교수-학습 방법 개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여건 조성, 학생들의 정보

2. 선행연구

자료 활용능력 향상 등 영역별 효과에 대해서
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학교도서관 활
용수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한 연구 중에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를 중심

이유경(2006)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

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덕주(1999)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집

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

단형태와 수업모형, 그리고 사서교사와 교과교

인해 보고 그들이 기대하는 요구와 의견을 설

사의 협력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

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학교도서관 이용

하고, 각 유형에 따른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학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의 외적인

생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이용률은 증가하였으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이지희(2003)는 효과적인 협력수업을 통한

과 같은 적극적인 이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도하였다.

났다.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사의 측

이를 위해 도서관 협동프로그램의 개념과 목

면보다 사서로서의 측면을 더욱 중시하고 있

적, 모형을 살펴보고, 나아가 운영 현황 및 문

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 사서교사의 배치 및

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도서관이

다양한 정보매체의 구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학교의 핵심 공간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교수

역설하였다.

방법의 연구를 통하여 사서교사와 협의하여 독

이연희(2009)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

서교육과 관련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자

고 도서관 담당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고등학교

중심의 창의적인 수업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의 교사를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수업 현황과

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요구 그리고 활용수업 인식도 차이를

김민자(2004)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도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 활용수업

서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학교도서관

의 현황과 특정 요인이 교사의 학교도서관 활

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

용수업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

향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

서관 활용수업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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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별(개별학습, 모둠학습, 전체학습)과 수업모형

허지영(2009)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활

별(탐구수업, 토의수업, 문제해결수업, 협동수

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활용수업의 실

업), 협력수업모형별(단순협력, 일반협력, 밀

시현황을 조사하여 실시여부에 따른 교과교사

접협력)로 나누어 각각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의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역할과 도서관

대한 교과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없

활용수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었다.

였다. 설문분석 결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정착
과 도서관 활용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

3.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유형

과별 도서관 활용수업 모형의 개발, 교과교사
를 위한 도서관 활용수업 연수와 도서관 활용

전술한 이덕주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수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 등이 필요함이 확인

활용수업을 집단형태와 수업모형, 그리고 사서

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한 선

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정도에 따라 세 가지

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유형으로 구분하고 <표 1>, <표 2>, <그림 1>,

활용수업에 대한 인식도 연구라는 점에서 본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이덕주

연구와의 유사성은 있으나, 본 연구처럼 경기

1999).

도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덕주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집단형태

전담인력에 따라 사서교사 배치교, 사서 배치

에 따라 개별학습, 모둠학습, 전체학습으로 나

교, 일반교사 배치교로 나누어 진행한 연구는

누고, 각각의 형태에 따른 교과교사, 사서교사,

없었다. 특히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집단형태

학생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표 1>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태와 역할
역할

집단형태

교과교사

사서교사

학생

개별학습

∙학습목표, 내용 제시
∙과제 및 정보 제시
∙진행 사항 통제

∙정보활용 지도 상담
∙수준별 자료 준비
∙자료 정보 제공

∙개별 정보활용 학습
∙정보 시스템을 통한 학습

모둠학습

∙집단 구성
∙학습과제 제시

∙집단별 정보 활용지도
∙대화 촉진

∙집단별 과제 수행
∙과제 분담
∙집단발표, 조별발표

전체학습

∙학습 내용 제시
∙관련자료 수집방법제시

∙학습자료 기기 준비
∙자료 제시

∙개별 학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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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수업모형과 역할
역할

교과교사

수업모형

사서교사

학생

탐구수업

∙탐구 과제 제시

∙탐구자료 준비
∙탐구 절차 지도
∙정보 활용법 지도

토의수업

∙학습목표, 주제 제시

∙토론 관련 자료 탐색 지도 ∙토론 자료 제시

문제해결수업

∙학습목표, 과제 제시
∙해결책 방안 유도

∙문제 해결 과정 지도
∙정보 활용 지도 상담

∙문제 규명 및 해결책 제시
∙독립 변인 조사
∙탐색, 수집, 비교 조사

협동수업

∙학습목표, 과제 제시
∙역할 분담 유형 제시

∙자료 준비
∙각 정보별 위치 전달

∙개인적인 임무 파악
∙자료 접근법 알기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수업모형

∙개별 정보 활용학습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순협력모형의

에 따라 탐구수업, 토의수업, 문제해결수업,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협동수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형태에 따른

일반협력모형은 교과교사가 자료에 대한 문

교과교사, 사서교사, 학생의 역할도 정립하

의를 하고 사서교사가 이에 대하여 자세한 자

였다.

료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과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사서교사와 교

교사는 연구보고서 제출형 수행평가과제를 학

과교사의 협력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생들에게 제시하고 사서교사는 해당 자료를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단순협력모형은 교과교

구입 비치하고 주제어를 입력하며, 교과교사의

사가 사서교사에게 자료의 준비만을 부탁하는

수업에 도서관 독서자료 및 과제해결을 위한

경우로서 교과교사가 미리 협력수업에 대한 계

각종 자료를 학생들에게 안내해 준다. 이는 단

획이나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나 기대 없

순협력모형에 비해 교사들 간의 상호협력이 보

이 단지 필요한 과제 해결용 자료의 비치를 요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가장 보

구하는 방식, 또는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에게

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의 형태이다.

교과수업 내용과는 관련 없이 도서관 이용지

일반협력모형에서 교과교사, 사서교사, 학생과

도나 도서관 안내 등의 수업시간을 요청받게

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교과교사

자료요청
→

사서교사

자료준비
→

교과교사

<그림 1> 단순협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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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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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사서교사

교과교사

협력수업
보고서 제출

자료문의
자료안내

과제부여
학생

<그림 2> 일반협력모형

밀접협력모형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가

과교사의 수업방식과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장 이상적인 형태로서 수업 계획과 단원 설정,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를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시작

밀접협력모형을 통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와

에서부터 학생들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까지의

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수업모형은 교

목표

학업성취의 극대화
사서교사

① 접근 시도

자료원에 대한 지식,
정보탐색의 (이용)기술

일반교사

학습내용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② 협력교수프로그램 계획
교수활동 계획 및 실행

학습목표의 설정

학습 내용의 결정 및 조직

교수방법 및 전략의 결정

학습활동의 전개

교수-학습 결과의 평가
<그림 3> 밀접협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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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가설 2-1. 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라 일반 교과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

4.1 가설

태별 효과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라 일반 교과

본 연구는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수업모

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차

형별 효과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가설 2-3. 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라 일반 교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라 교과교사들의 학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

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여러 유형별 인식의 차이

업모형별 효과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

를 밝혀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기

이다.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술한 연구의

4.2 연구의 절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전술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가설 1. 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라 일반 교과교

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

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필요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본 연

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라 일반 교과

구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 충실히 이루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

어지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태별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준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설 1-2. 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라 일반 교과

기본적인 공간(교실 2칸 이상)과 학습자원 구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수업모

입예산(학교예산의 3.0%를 도서구입비로 사용

형별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학교)을 갖춘 고등학교로 조사대상기관을
한정하였다.

가설 1-3. 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라 일반 교과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

둘째, 앞선 방식으로 선정된 전국의 고등학

업모형별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

교 중에서 국내 평균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다.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사서

가설 2. 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라 일반 교과교

교사가 배치된 10개교, 사서(계약직 포함)가

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효과

배치된 10개교, 일반교사가 배치된 10개교를

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단순무작위표본추출법에 의하여 선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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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당 10부씩 총 300명의 교과교사를 대

식 정도, 학습자원 활용횟수, 교사의 요구정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에 대한 질문 등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셋째, 설문지는 교과교사들의 인구사회학적

척도로 측정하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특성과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태별, 수

교과교사의 인식도가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

업모형별, 협력수업모형별 필요성과 효과성 인

석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3> 참조).

<표 3> 설문지의 조사 영역 및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성
연령
개인적 배경

교직경력
담당계열
직위
소속 학교의 도서관 전담인력
이용도

학교도서관

이용목적
비이용 사유
유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목적
어려운 점
비이용 사유
인식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필요성

집단형태별 필요성 인식 수준
수업모형별 필요성 인식 수준
협력수업모형별 필요성 인식 수준
인식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효과성

집단형태별 효과성 인식 수준
수업모형별 효과성 인식 수준
협력수업모형별 효과성 인식 수준
참고도서 활용도

학습자원 활용도

비도서자료 활용도
정기간행물 활용도
참고질의 수준

교사의 요구정도

자료의 최신성 요구 수준
자료의 풍부성 요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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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용하였다.

전술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30개교에 일

5. 연구 결과 및 분석

반우편과 전자우편 방식을 통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278부(92.7%)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회수되었다. 설문지는 세 유형의 고등학교
에 공히 100부씩 배포하였으나 실제로 회수한
결과는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 103부, 사서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교과교사의 인

배치된 학교 86부,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 89

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과교사 278명을 대상

부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10년 8월

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분포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9일간에 걸쳐서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이루어졌다.

체 278명 중에서 여성은 158명(56.8%), 남성
은 120명(43.2%)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가

4.4 데이터 분석 방법

장 많은 100명(36.0%)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40대의 83명(29.9%), 20대의 49명(17.6%), 50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분석 방법은 다음

대 이상의 46명(16.6%)의 순이었다. 교직경력
별 분포에서는 5년 미만과 5년 - 10년이 공히 75

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고등학교 교과교사의 인구사

명(2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1년 - 15년

회학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의 63명(22.7%), 16년 - 20년의 32명(11.6%)과

시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21년 이상의 32명(11.6%)의 순이었다. 담당

교과교사의 필요성과 효과성 인식 정도를 알아

계열별 분포에서는 인문계열이 가장 많은 93

보기 위하여 하부집단이 두 집단인 경우에는

명(33.5%)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사회계열의

독립표본 t-test분석을, 세 집단 이상인 경우에

75명(27.0%), 자연계열의 66명(23.7%), 예체

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

능계열의 44명(15.8%)의 순이었다. 교사의 직

다. 셋째, 일원배치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

위별 분포를 보면, 일반교사가 208명(75.1%)

가 나타난 경우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세

이었으며, 부장교사는 69명(24.9%)이었다. 도

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검

서관 전담인력별 분포에서는 사서교사가 배치

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된 학교의 교과교사가 103명(37.1%)으로 나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정하였다. 다섯째,

타났고, 다음은 일반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사

과교사가 89명(32.0%), 사서(계약직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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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연령

교직경력

담당계열

직위

도서관 전담 인력

구분

응답수(명)

비율(%)

표본 수

278
120
158
49
100
83
46
75
75
63
32
32
93
75
66
44
69
208

100.0
43.2
56.8
17.6
36.0
29.9
16.6
27.1
27.1
22.7
11.6
11.6
33.5
27.0
23.7
15.8
24.9
75.1

103

37.1

86

30.9

89

32.0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년 미만
5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 이상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부장교사
일반교사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사서(계약직 포함)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배치된 학교의 교과교사가 86명(30.9%)의 순

가지 유형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이었다.

많았고, 다음은 ‘보통이다’와 ‘매우 필요하다’
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인 학

5.2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

필요성 인식

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자승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전

검정(

test)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유의수

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

준 <.05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학

없었다.

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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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
N(%)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0
(0.0%)

3
(2.9%)

32
(31.1%)

52
(50.5%)

16
(15.5%)

103
(100.0%)

사서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0
(0.0%)

2
(2.4%)

20
(23.5%)

50
(58.8%)

13
(15.3%)

85
(100.0%)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0
(0.0%)

8
(9.6%)

17
(20.5%)

51
(61.5%)

7
(8.4%)

83
(100.0%)

교사

x (P)
2

11.303
(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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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태별

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필요성 인식

미한 차이가 있었다(F=25.665, p=0.000).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전

모둠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역시 사서

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

(3.84)와 사서교사(3.76)가 배치된 학교는 높

수업의 집단형태별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

은 반면에 일반교사(3.04)가 배치된 학교는

과, 개별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사서(3.60)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

와 사서교사(3.46)가 배치된 학교는 높은 반면

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

에 일반교사(2.84)가 배치된 학교는 상대적으

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

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8.416,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p=0.000).

<표 6>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태별 필요성 인식
MEAN(SD)
집단형태
교사

개별학습

*사후검정

모둠학습

사서교사가 배치된
3.46
b
학교의 교사
(0.76)
사서가 배치된
3.60
b
학교의 교사
(0.79)
일반교사가 배치된
2.84
a
학교의 교사
(0.71)
계
3.31(0.82)
F(P)
25.665(0.000)***
*<.05, **<.01, ***<.001
*scheffe’s Multiple Comparison(a <b <c)

*사후검정

3.76
b
(0.65)
3.84
b
(0.70)
3.04
a
(0.66)
3.55(0.75)
38.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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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사서(3.62),

토의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역시 사서

일반교사(3.55), 사서교사(3.53)의 순이었으나

(4.01)와 사서교사(3.83)가 배치된 학교는 높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은 반면에 일반교사(3.29)가 배치된 학교는 상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

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0.353, p=0.703).

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2.006, p=0.000).

5.2.2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수업모형별

문제해결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역시

필요성 인식

사서(4.02)와 사서교사(3.90)가 배치된 학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전

는 높은 반면에 일반교사(3.33)가 배치된 학

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

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

수업의 수업모형별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

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과, 탐구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사서(4.01)

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

와 사서교사(3.79)가 배치된 학교는 높은 반면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5.373,

에 일반교사(3.10)가 배치된 학교는 상대적으

p=0.000).

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협동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역시 사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4.04)와 사서교사(3.91)가 배치된 학교는 높

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은 반면에 일반교사(3.51)가 배치된 학교는 상

미한 차이가 있었다(F=49.737, p=0.000).

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표 7>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수업모형별 필요성 인식
MEAN(SD)
수업모형

탐구수업

*사후검정

토의수업

*사후검정

문제해결
수업

*사후검정

협동수업

*사후검정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3.79
(0.64)

b

3.83
(0.63)

b

3.90
(0.59)

b

3.91
(0.58)

b

사서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4.01
(0.52)

b

4.01
(0.60)

b

4.02
(0.55)

b

4.04
(0.57)

b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3.10
(0.72)

a

3.29
(0.63)

a

3.33
(0.64)

a

3.51
(0.61)

a

교사

계

3.64(0.74)

3.71(0.69)

3.76(0.66)

3.82(0.63)

F(P)

49.737(0.000)***

32.006(0.000)***

35.373(0.000)***

19.642(0.000)***

*<.05, **<.01, ***<.001
*scheffe’s Multiple Comparison(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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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업모형별 필요성 인식
MEAN(SD)
협력수업 모형

단순 협력형

*사후검정

일반 협력형

*사후검정

밀접협력형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3.39
(0.63)

b

3.58
(0.60)

b

3.83
(0.63)

사서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3.67
(0.60)

c

3.62
(0.62)

b

3.83
(0.74)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2.83
(0.71)

a

3.08
(0.66)

a

3.72
(0.62)

교사

계

3.30(0.73)

3.43(0.67)

3.79(0.66)

F(P)

38.462(0.000)***

20.869(0.000)***

0.827(0.439)

*<.05, **<.01, ***<.001
*scheffe’s Multiple Comparison(a <b <c)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

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9.642, p=0.000).

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F=20.869, p=0.000).

5.2.3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업

반면에 밀접협력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모형별 필요성 인식

사서(3.83)와 사서교사(3.83), 일반교사(3.72)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전

의 순이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차이

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

수업의 협력수업모형별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

결과, 단순협력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사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67)와 사서교사(3.39)가 배치된 학교는 높

(F=0.827, p=0.439).

은 반면에 일반교사(2.83)가 배치된 학교는 상

5.3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효과성 인식

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8.462, p=0.000).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전

일반협력형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사서(3.62)

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

와 사서교사(3.58)가 배치된 학교는 높은 반면

용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에 일반교사(3.08)가 배치된 학교는 상대적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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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
N(%)
효과성

전혀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보통이다

효과 있다

매우
효과 있다

계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0
(0.0%)

0
(0.0%)

18
(18.8%)

61
(63.5%)

17
(17.7%)

96
(100.0%)

사서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0
(0.0%)

0
(0.0%)

26
(30.2%)

50
(58.1%)

10
(11.6%)

86
(100.0%)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0
(0.0%)

1
(2.7%)

14
(37.8%)

18
(48.7%)

4
(10.8%)

37
(100.0%)

교사

x (P)
2

11.901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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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태별

가지 유형 모두에서 ‘효과 있다’는 응답이 가장

효과성 인식

많았고, 다음은 ‘보통이다’와 ‘매우 효과 있다’
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인 학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전

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

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

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 유의

수업의 집단형태별 효과성 인식을 조사한 결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자승

과, 개별학습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사서(3.58)

test)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유의수

와 사서교사(3.48)가 배치된 학교는 높은 반면

준 <.05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에 일반교사(2.81)가 배치된 학교는 상대적으

없었다.

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정(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표 10>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태별 효과성 인식
MEAN(SD)
집단형태
교사

개별학습

*사후검정

사서교사가 배치된
3.48
b
학교의 교사
(0.70)
사서가 배치된
3.58
b
학교의 교사
(0.71)
일반교사가 배치된
2.81
a
학교의 교사
(0.72)
계
3.29(0.78)
F(P)
30.850(0.000)***
*<.05, **<.01, ***<.001
*scheffe’s Multiple Comparison(a <b <c)

모둠학습

*사후검정

3.85
b
(0.62)
3.85
b
(0.62)
3.02
a
(0.69)
3.59(0.75)
50.2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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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정

3.58
ab
(0.73)
3.44
a
(0.75)
3.80
b
(0.57)
3.61(0.70)
6.1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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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수업모형별

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효과성 인식

미한 차이가 있었다(F=30.850, p=0.000).
모둠학습에 대한 효과성 인식도 역시 사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3.85)와 사서교사(3.85)가 배치된 학교가 공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히 높은 반면에 일반교사(3.02)가 배치된 학교

활용수업의 수업모형별 효과성 인식을 조사

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한 결과, 탐구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사서

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4.00)와 사서교사(3.76)가 배치된 학교는 높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

은 반면에 일반교사(3.22)가 배치된 학교는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0.288,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

p=0.000).

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

전체학습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반대로 일

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

반교사(3.80)가 배치된 학교의 인식이 높았고,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6.598,

사서(3.44)와 사서교사(3.55)가 배치된 학교의

p=0.000).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

토의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도 사서(3.98)

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와 사서교사(3.79)가 배치된 학교는 높은 반면

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에 일반교사(3.36)가 배치된 학교는 상대적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6.105,

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03).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표 11>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수업모형별 효과성 인식
MEAN(SD)
수업모형
교사

탐구수업

*사후검정

토의수업

*사후검정

사서교사가 배치된
3.76
3.79
b
b
학교의 교사
(0.60)
(0.62)
사서가 배치된
4.00
3.98
c
b
학교의 교사
(0.53)
(0.55)
일반교사가 배치된
3.22
3.36
a
a
학교의 교사
(0.72)
(0.61)
계
3.66(0.70)
3.71(0.65)
F(P)
36.598(0.000)***
24.247(0.000)***
*<.05, **<.01, ***<.001
*scheffe’s Multiple Comparison(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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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수업

*사후검정

3.86
b
(0.59)
3.99
b
(0.54)
3.42
a
(0.62)
3.76(0.63)
22.820(0.000)***

협동수업

*사후검정

3.86
b
(0.55)
4.02
b
(0.55)
3.53
a
(0.59)
3.81(0.60)
17.3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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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

미한 차이가 있었다(F=24.247, p=0.000).
문제해결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도 사서

수업의 협력수업모형별 효과성 인식을 조사한

(3.99)와 사서교사(3.86)가 배치된 학교는 높

결과, 단순협력형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사서

은 반면에 일반교사(3.42)가 배치된 학교는 상

(3.49)와 사서교사(3.29)가 배치된 학교는 높

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은 반면에 일반교사(2.85)가 배치된 학교는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

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2.820, p=0.000).

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

협동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사서(4.02)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2.003,

와 사서교사(3.86)가 배치된 학교는 높은 반면

p=0.000).

에 일반교사(3.53)가 배치된 학교는 상대적으

일반협력형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사서

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3.51)와 사서교사(3.50)가 배치된 학교는 높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은 반면에 일반교사(3.11)가 배치된 학교는

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

미한 차이가 있었다(F=17.395, p=0.000).

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
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

5.3.3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업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1.120,

모형별 효과성 인식

p=0.000).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전

반면에 밀접협력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표 12>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업모형별 효과성 인식
MEAN(SD)
협력수업 모형
교사

단순 협력형

*사후검정

사서교사가 배치된
3.29
b
학교의 교사
(0.62)
사서가 배치된
3.49
b
학교의 교사
(0.63)
일반교사가 배치된
2.85
a
학교의 교사
(0.70)
계
3.21(0.70)
F(P)
22.003(0.000)***
*<.05, **<.01, ***<.001
*scheffe's Multiple Comparison(a <b <c)

일반 협력형

*사후검정

3.50
b
(0.64)
3.51
b
(0.63)
3.11
a
(0.65)
3.38(0.66)
11.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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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협력형

3.82(0.68)
3.93(0.65)
3.83(0.53)
3.86(0.63)
0.87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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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3.93)와 일반교사(3.83), 사서교사(3.82)

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태별 필

의 순이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차이

요성 인식에는 개별학습과 모둠학습의 경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

사서가 배치된 학교와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

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

교의 순으로 높으며,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는 낮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F=0.874, p=0.419).

미한 차이가 있다. 반면에 전체학습의 경우에
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차이가 없다.

6. 결론 및 제언

셋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교사
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수업모형별 필요

학생의 교과학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

성 인식에는 수업모형(탐구수업, 토의수업, 문

상시키고 학습태도를 변화시키는 등 자기주도

제해결수업, 협동수업)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

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선 학

에서 사서가 배치된 학교가 가장 높고, 다음은

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교과교사들의 인식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순이다. 반면에 일

이 높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전

반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낮다. 또한 이러한 차

담인력(사서교사, 사서, 일반교사)에 따라 일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선 교과교사들이 느끼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넷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교

(집단형태별, 수업모형별, 협력수업모형별)에

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업모형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별 필요성 인식에는 단순협력형과 일반협력형

는지를 밝혀서 그 결과를 교육현장에 적용하

의 경우, 사서가 배치된 학교와 사서교사가 배

여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

치된 학교의 순으로 높으며, 일반교사가 배치

하고자 하였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된 학교는 낮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10개 지역의 30개 고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반면에 밀접협력형

등학교의 교과교사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는 통계적으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교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효과성

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섯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둘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교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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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인식에는 개별학습과 모둠학습의 경우,

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집단형태별, 수

사서가 배치된 학교와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

업모형별, 협력수업모형별의 필요성과 효과성

교의 순으로 높으며,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

인식에서 사서와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는 낮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교사들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도서

미한 차이가 있다. 반면에 전체학습의 경우에

관 활용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학교도서관에

는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높고, 사서와 사

사서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

둘째, 교과교사들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인식에서는 모두 높은

있다.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 활용

일곱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

수업을 하기에는 수업 준비에 따른 어려움 등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수업모형별

이 있으므로 교과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효과성 인식에는 수업모형(탐구수업, 토의수

연수나 다른 형태의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하여

업, 문제해결수업, 협동수업)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위한 교과자료 및 교

유형에서 사서가 배치된 학교가 가장 높고, 다

수매체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은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순이다. 반면

셋째, 사서교사 및 사서는 교과교사들이 학

에 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낮다. 또한 이러

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

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축하여 이를 홍보하고 교과 수업과 연계할 수

있다.

있는 다양한 자료와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는 등

여덟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따른 교과

교과교사와의 협력 아래 진정한 학교도서관 활

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업모

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형별 효과성 인식에는 단순협력형과 일반협력
형의 경우, 사서가 배치된 학교와 사서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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