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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학교도서  담인력의 문성 강화를 한 계속교육에 한 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계속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하여 경기도 고양지역 ․ ․고등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사서 6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의 계속교육에 

한 심과 참여 경험이 높다는 사실을 악하 다. 둘째, 참여비 이 가장 높은 계속교육 유형은 단기연수  강습과정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고 있는 계속교육이 실무와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자의 낮은 인식과 지역  

제약과 합한 계속교육 로그램의 부재가 계속교육의 방해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무시간 과 방학 의 계속교육을 

선호하며, 다양한 주제의 계속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지속 이고 장기 인 계속교육, 계속교육을 독려하기 

한 정책지원, 문성을 한 계속교육 과정 개발, 리자의 인식 환  계속교육에 한 홍보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 of continuing education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school librar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continuing educ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69 librarians and school librarians teacher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ibraries in Goyang, Gyeonggi-do, an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that librarians have a high interest in and participation 

in continuing education. Second, the type of continuing education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participation 

was short-term training and training courses, and the link between educational content and practice was 

low. Third, managers’ awareness needs to be improved, and regional constraints and the lack of suitabl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are the obstacles to continuing education. Fourth, preference for continuing 

education during working hours and vacation was emphasized.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that 

continuous and long-term continuing education, policy support for encouraging continuing education,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for professionalism, manager's awareness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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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교도서 은 학생에게는 학습공간이자 쉼

터로, 교사에게는 수업 연구공간과 교수-학습센

터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는 열린 공간으로 

그 활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

교도서 에서 근무하는 문인력의 역할도 다

변화되고 있다.

학교도서   학교도서  문인력의 역할

이 다양화됨에 따라 학교도서 의 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0년  들어서면서 

본격 으로 인 자원을 배치하고 학교도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많은 산을 들여 학

교도서 에 심이 기울이고 있다. 그간 학교

도서 이 양 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학교도서 의 문인력배치율은 매우 조

한 수 이다. 더욱이 학교도서  수 비 정식 

사서교사의 비율은 약 8%에 그치고 있어, 학교

도서  담 문인력  공무직 사서나 기간

제 사서가 차지하는 비 이 크다. 학교도서

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도서  

문인력의 배치확 가 기 되고, 메이커스페이

스 운 , 진로독서 등 학교도서 의 역할은 커

지고 있어, 그에 상응할 수 사서  사서교사를 

한 문화된 교육환경은 실하다.

도서 에서의 계속교육이란 ‘도서  사서나 

기타 정보기 의 직원들로 하여  지식 는 기

술을 지속 으로 향상시키고 개발하기 한 교

육으로, 정규교과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

육, 성인 기   언어 교육, 직업 능력 향상, 인

문 교양, 문화 술, 시민 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 인 교육 활동’(한국도서 회 

2010)을 지칭한다. 세계도서 회연맹(IFLA) 

교육연수분과(Education and Training Section)

에서는 1976년 사서와 도서  직원의 계속교육 

기 을 제시하 고, 미국도서 회(ALA)에

서는 1970년 ‘도서  교육과 인력 활용(Library 

Education and Personnel Utilization)’을 발표

한 후 2002년에 ‘문헌정보학과 인 자원 활용을 

한 성명(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nd 

Human Resource Utilization: A Statement of 

Policy)’을 통해 계속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제공

에 한 책임을 강조하 다. 국도서 정보

문가 회(CILIP)도 장교육에 을 맞추어 

계속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문화과는 1983년부

터 사서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 하고, 다양한 

사서 계속교육 과정과 교육내용의 문화를 

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

 문인력을 상으로 하는 집 된 계속교육 

과정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  역시 사서연수를 운 하고, 국

립 앙도서 보다는 어린이 청소년을 상으

로 하는 연수에 집 하고 있으나, 국립 앙도

서 과 마찬가지로 학교도서  문인력을 

상으로 하는 사서연수는 제한 으로 운 되고 

있다. 경기도 내 학교도서  사서  사서교

사가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

청과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경기도고양교육지

원청에서 진행하는 학교도서  담당 문인력

에 한 연수 역시 반복 이며 기본 인 교육

내용으로 인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

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운 되던 연수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학교도서 의회에

서도 매년 신규사서교사를 상으로 한 연수

로그램에 을 두고 있으며, 을 두고 있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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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교육은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 에서 근무하는 문인력의 계속교

육은 환경 으로 매우 미흡하다. 

공공도서 (임동빈 2001; 김미령 2003; 김

혜주 2015; 최서빈 2015; 김남지, 조재인 2016) 

 학도서 (황옥경 2006; 홍진주 2013; 이

정, 김기  2017) 등 타 종에 비해 학교도

서 의 문인력를 상으로 한 계속교육에 

한 연구는 제한 으로 이루어졌다. 계속교육은 

학교도서  사서  사서교사의 성장은 물론,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

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  사서  사서교

사의 문성 강화를 한 계속교육 황  담

당 문인력의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도서  계

속교육을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학교도서 을 상으로 한 계속교육에 한 

연구는 제한 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공도서

  학도서  등 타 종에 한 계속교육 

련 연구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학교도서

과 련한 연구로는 김미경(2008)은 학교도서

 사서의 계속교육에 한 인식과 참여도에 

따른 사서의 업무수행과 문성 인식 차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서울․경

기지역의 사서 는 사서교사 100명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학교도서

 사서의 계속교육에 한 심은 높으나 

문성 인식수 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교도서 을 담당하는 사서의 

문성 인식수 이나 계속교육 참여시간에 따

라서 사서의 문성 인식수 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 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문성

을 갖춘 사서가 학교도서 을 더욱 발 시킬 

수 있고, 사서의 지 를 확고히 하여 학교도서

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을 제시하 다. 김성

(2009)은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효과

인 방안 모색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설

문조사를 통해 사서교사의 문성 인식수 을 

조사하고, 사서교사 양성과정의 문제 을 지

하는 것은 물론, 문성 신장시키는 방안을 제

시하 다. 연구결과로 재의 ‘사례 심’의 

직연수를 학교도서 의 본질 인 내용 심으

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 하 다. 사서교

사의 문성 신장의 방법으로 실 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다. 

학교도서 에 비해 타 종은 계속교육과 

련한 연구가 상 으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주로 공공도서   학도서 을 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어린이도서  사서, 정리사서 등 

특정 업무를 심으로 한 계속교육에 한 연

구도 수행되었다. 먼  공공도서  분야의 계

속교육과 련해서는 김태희와 리상용(2014)

은 탁공공도서  사서의 계속교육 개선방안

을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설문  면담

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탁공공도서  사서

들은 사이버 교육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지역 표도서 을 통한 지방사서의 교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연구 시사 으로 

실무 심의 계속교육 로그램 구성, 문 강

사 확보와 교육 이수 후 평가방법의 체계화, 계

속교육 지침의 개발, 계속교육 담기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 다. 김혜주(2015)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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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사서 양성과 문성 강화를 한 

계속교육 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

행하 다. 이를 해 문헌연구, 인터뷰를 진행

하고 국립 앙도서  계속교육 강좌를 조사․

분석하 다. 시사 으로 교육내용을 기 과정

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4 역으로 나

어 개발하여 도서  장애인서비스 문사서를 

한 계속교육 로그램 모형을 제안하 다. 

최서빈(2015)은 어린이 담당사서의 문성 개

발을 한 계속교육 개발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문헌연구, 어린이 담당

사서 교육 황 조사  분석, 계속교육 담당자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국내․외 어

린이서비스 련 기 을 찾아 비교한 연구결과, 

국내의 경우 어린이 담당사서의 능력과 자질에 

하여 명확한 기 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어린이 담당사서의 문성 개발을 한 과정이 

부족함을 악하 다. 시사 으로 어린이 담당

사서들을 한 지속 이고 양질의 계속교육이 

체계 으로 계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김

남지와 조재인(2016)은 공공도서  사서를 

상으로 평생교육업무에 한 재교육 수요를 

악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인천지

역의 지역 표 도서  17개 과 공공도서  47

개 의 평생교육 조직  운 황을 조사하

는 것은 물론, 공공도서  사서 100명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인천지역 

평생교육 담인력인 평생교육사의 배치 황

은 19%로 낮은 배치 비율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육 로그램의 수요는 높게 나타났으나, 사

서를 상으로 한 평생교육은 깊이 있게 교육

되지 못하고 있었다. 시사 으로 공공도서  

사서들이 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

록 한 재교육 로그램이 운 되어야 함을 

제언하 다.

학도서 과 련해서는, 최말희(2001)는 

학도서  이용자에 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서의 문성 향상을 한 계속교육에 한 

인식조사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 다. 부산지

역 학도서  사서 154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국내외 도서  문단체에서 실시하

고 있는 계속교육 활동을 비교하 다. 연구결

과,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해 재정  지원과 

담기구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

으로 실무사서와 문헌정보학자들의 공동연

구, 체계 인 도서  지원체계, 국가차원의 계

속교육 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 황옥경(2006)은 학도서  사서직 계속교

육 로그램 주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설문  국립 앙도서 , 미국도서

회(ALA), 미국 연구도서 회(ARL)의 

교육과정을 조사하 다. 연구결과, 가장 선호하

는 계속교육 로그램의 주제로는 이용자교육

으로 나타났으며, 학도서  사서직 계속교육

을 한 지속 이고 다양한 주제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장혜란, 홍 진, 노 희와 

오의경(2008)은 학도서  사서들의 문성 

강화를 한 계속교육 로그램 개발 방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국내․외 

학도서  계속교육 로그램 황조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사서들은 계속교

육에 한 의지가 강하지만, 교육 기회의 부족, 

교육주제 선정의 문제, 학도서  환경에 부

합하지 않는 로그램 등의 문제 이 있음을 

악하 다. 한 보다 다양한 계속교육에 

한 경험  온라인교육 확 에 한 요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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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악하 다. 홍진주(2013)는 학도서  

사서들의 계속교육에 한 개선방안 제안을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문헌연구, 사

례조사 등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학도서  사서들을 한 지속 이고 문

인 계속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한계 이 

드러났다. 연구의 시사 으로 효율 이고 바람

직한 계속교육 로그램 형태가 필요하다고 제

안하 다. 이 정과 김기 (2017)은 학도서

 사서의 계속교육 효과성에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 다. 교육에서 습득한 것을 

용하는 학습 이와 학습만족도에 을 두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이들의 

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조사결과, 계속교육 

후 학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 이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연구의 시사 으로 

학습 이 향요인을 기반으로 사서 계속교육 

운  방안을 제시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도서

, 공공도서 , 탁공공도서 의 다양한 종

과 어린이 담당사서, 아동사서, 장애인서비스 담

당사서, 의학사서와 같은 다양한 사서직에 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졌으며, 계속교육에 한 요성이 지속

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상 으로 학교도서  담인력에 한 계속

교육에 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사서의 계속교육에 한 연구는 부분 문헌

연구, 국내․외 계속교육 로그램 황 조사 

 분석, 해당 사서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인 사항, 계속교육 참여 경험  황, 계속교

육의 필요성, 계속교육에 한 의견  요구 등

의 항목을 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학교도서  문인력 계속교육 
황

국내 학교도서  사서  사서교사 상 계

속교육은 국립 앙도서 ,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한 교정｣(

통령령)에 의거 매년 1  사서교사를 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비교

과 교사를 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생활

지도, 교육동동체, 교사리더십 등 교사로서의 

기본  문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고 있으

므로 학교도서  문인력을 으로 하는 교

육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가

장 표 인 사서 교육 시행기 인 국립 앙도

서 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그리고 본 연

구 설문 상인 경기도를 심으로 경기도고양

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된 최근 5년 동안의 학교

도서  문인력 상 계속교육 로그램 황

을 조사하 으며, 조사를 해 기  홈페이지 

분석  화면담을 실시하 다. 

3.1 국립 앙도서 의 학교도서  담인력 

계속교육 

국립 앙도서 은 도서 법(법률 제11310호) 

제 19조 제1항 제5호 ‘도서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도서 에 한 지도․지원  력’에 

근거하여 국․공립도서 의  사립 도서  등 

국 도서 의 사서직원에 한 연수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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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 으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에 의한 

교육훈련의무가 있는 제4조 문교육훈련기

이다. 국립 앙도서 에서 실시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학교도서  담당자를 

상으로 실시한 계속교육 로그램은 <표 1>과 

같다. 

국립 앙도서 에서 실시한 학교도서  

담인력 상 계속교육 로그램은 학교도서

운 , 학교도서 력수업, 지역교육청과 연계

한 찾아가는 사서교육인 학교도서 운 ( 력

과정)이 있다. 찾아가는 사서교육을 제외하고

는 모든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2015년~2016년에 실시된 찾아가는 

사서교육 로그램의 운  일정을 살펴보면 여

름방학에 해당되는 7, 8월에 집 되어있다. 모

든 교육과정의 비용은 무료 으며, 교육 상은 

학교도서  담당자 60명~90명 내외이며 2일 

동안 14시간의 단기교육으로 운 하고 있다. 

찾아가는 사서교육에서 다 진 교육내용은 학

교도서  활용 교과연계 수업, 독서동아리 운

, 학교도서  운  활성화를 한 담인력 

역량 강화, 독서교육  장서 리 등이다. 2015

년~2019년  각 년도 별로 교육과정 운

황을 살펴보면 2015년 총 87개 과정(104회), 

2016년 총 90개 과정(105회), 2017년 총 98개 과

정(110회), 2018년 총 98개 과정(111회), 2019

년도 교육과정명 일정 형태 년도 교육과정명 일정 형태

2015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

서 운  - 남교육청
3~4월 

오

라인

2016

학교도서 력수업 6.1~6.30 온라인

학교도서 력수업 6.1~6.30 온라인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서

운  - 경북교육청
7.28~7.29

오

라인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

서 운  - 교육청
7.23~7.24

오

라인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서

운  - 강원도교육청
7월말~8월

오

라인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

서 운  - 서울시교육청
7월 말

오

라인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서

운  - 세종교육청
8월

오

라인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

서 운  - 부산시교육청
7~8월

오

라인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서

운  - 인천교육청
8월 둘째주

오

라인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

서 운  - 울산교육청
8.18~8.19

오

라인
학교도서 운 10.4~10.31 온라인

학교도서 운 9.1~9.30 온라인
2017

학교도서 력수업 6.1~6.30
온라인/

모바일

2016

학교도서 력수업 6.1~6.30 온라인 학교도서 운 10.2~10.31 온라인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

서 운  - 경북교육청
7.28~7.29

오

라인
2018 학교도서 력수업 9.3~10.31

온라인/

모바일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

서 운  - 강원도교육청
7월말~8월

오

라인
2019

학교도서 운

(개정)
7.1~7.31

온라인/

모바일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

서 운  - 세종교육청
8월

오

라인
학교도서 력수업 11.1~11.29

온라인/

모바일

[찾아가는 사서교육] 학교도

서 운  - 인천교육청
8월 둘째주

오

라인

학교도서 운 10.4~10.31 온라인

<표 1> 국립 앙도서  학교도서  련 계속교육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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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총 97개 과정(135회)이 개설되었지만, 학교도

서  담인력을 상으로 한 계속교육은 2015

년 7개 과정, 2016년 6개 과정, 2017년 2개 과

정, 2018년 1개 과정, 2019년 2개 과정만이 개

설되었으며, 2015년 비 과정이 차 축소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 앙도서  사서교육과정은 모든 종

을 상으로 로그램을 계획․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담인력의 참여가 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도서  담인력의 문

성 강화를 한 계속교육 로그램으로 생각하

기엔 지속성  특수성이 없고, 특정 기간에만 

단기 으로 개설되는 교육 로그램에 그친다

는 단 이 있다. 

3.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학교도서  

담인력 계속교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은 국내 어린이․청

소년 도서 의 표 기 으로 워크 과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나 어 사서연수를 실시하고 있

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학교

도서  담인력을 한 워크  과정은 <표 2>

와 같이 진행하 다.

년도 교육과정명 일정 형태 년도 교육과정명 일정 형태

2015

새내기 사서와 함께하는 책이야기 2.17~3.13 워크

2017

새내기 사서를 한 어린이책 북큐
이션(2차)

5.15~10.16
(총 6회)

워크

이야기 들려주기(1기)
4월~7월
(총4회)

워크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 로그
램(2차)

5.19
(5시간30분)

워크

어린이 독서교실 4.23~24 워크
새내기 사서를 한 어린이책 북큐
이션(1차)

6.5~11.6
(총 6회)

워크

어린이책의 세계 6.22~23 워크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독서 동아리 6.16, 6.20 워크

｢자유학기제｣ 자세히 알아보자!
8.26

(3시간)
세미나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 로그
램(3차)

6.30
(7시간)

워크

이야기 들려주기(1기)
9~12월
(총4회)

워크
사서교사(사서)를 한 독서, 화, 
쓰기 역량 향상

8.9~10 워크

독서토론 코칭의 실제
9.21~22
(13시간)

워크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 로그
램(4차)

9.8
(5시간30분)

워크

청소년 독서교실
10.26~27
(12시간)

워크
2017년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문화 
로그램 ｢도서 의 보물상자｣

10.13
(3시간30분)

워크

독서기반 쓰기 로그램(1차)
11.6

(4시간)
워크

2018

｢찾아가는 워크 ｣ 주 지역
3.29~30
(2일간)

워크

독서기반 쓰기 로그램(2차)
11.13

(4시간)
워크 4차 산업 명 기술

4.18~19
(2일간)

워크

2016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 로그
램(1차)

4.29
(7시간40분)

워크 디자인 씽킹과 독서토론
4.26~27
(2일간)

워크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 로그
램(2차)

5.20
(7시간30분)

워크 과학지식의 형성
5.16~17
(2일간)

워크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 로그
램(3차)

6.3
(3시간30분)

워크 ｢찾아가는 워크 ｣ 춘천 지역 
8.29~30
(2일간)

워크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 로그
램(4차)

8.31
(3시간30분)

워크 ｢찾아가는 워크 ｣ 서울 지역 
11.7~8
(2일간)

워크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 로그
램(5차)

10.7
(3시간30분)

워크 2019 아동문학의 연구
4.25~26
(2일간)

워크

<표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학교도서  련 계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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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실시한 학교도

서  사서교사를 한 워크 은 어린이․청소

년 독서교실, 자유학기제 기반 독서문화 로그

램, 독서기반 쓰기, 독서토론 코칭, 어린이책 

북큐 이션, 독서동아리, 아동문학의 연구, 사

서를 한 독서․ 화․ 쓰기 역량 향상, 찾

아가는 맞춤형 독서문화 로그램, 찾아가는 

워크  등이 진행되었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

료이며, 교육 상은 20명~60명 내외이다. 교

육 상이 부분 공공․학교도서  사서  사

서교사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도서

 사서  사서교사를 상으로 한 계속교육

은 2015년 10과정, 2016년 5과정, 2017년 8과

정, 2018년 6과정, 2019년 1과정에 불과하다. 

교육 상이 학교도서  문인력만을 집 으

로 하는 교육이 부족한 과 부분의 워크

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진행되는 

이 아쉽다. 

3.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학교도서  담

인력 계속교육

경기도 고양지역의 ․ ․고등학교도서  

담인력 계속교육 황을 악하기 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의 사서교육 로그램을 살펴보

았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학교도

서  담인력 교육 로그램은 내 ․ ․

고등학교 도서  사서  사서교사  담당자(교

사)를 상으로 진행하 고, 사서 교육 로그램

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다음과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

년간의 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학교도서  운

을 한 기본 실무나 사례 발표, DLS  독

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  안내  방법, 단

계별 독서지도, 독서 로그램 기획과 운 , 학

교도서  장서개발과 북큐 이션, 독서 동아리 

등 기본 인 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 으며, 교

육 상은 학교도서  담당자 25명~160명 내

외로 하고 있었다. 

학교도서  신규담당자 연수, 학교도서  

체사서 연수, 학교도서  담당자 연수처럼 해

마다 진행되는 연수를 제외하고 학교도서  

문인력의 문성 강화를 한 연수는 1년에 1

회 정도로 매우 제한 으로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내용 한 기본 실무 교육을 

심으로 주로 운 되고 있다. 이는 매년 비슷

한 양상을 보이며, 학교도서  문인력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 인 연수라고는 보기에는 한

계가 있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은 학교도서  담인력의 

문성 강화를 한 계속교육의 황  인식을 

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

다. 이를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

사는 2019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 

고양지역 ․ ․고등학교도서  체 147교

에 근무 인 문인력을 상으로 실시하 다. 

설문문항은 계속교육 경험  황에 한 5문항, 

계속교육의 필요성  발 방안에 한 7문항, 

인 사항에 한 8문항 등 총 3개 역의 20문항

으로 구성하 다. 설문문항은 김미경(2008), 김

태희(2014), 최서빈(2015)의 연구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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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정명 일정 형태 년도 과정명 일정 형태

2015

독서치료(문학을 통해보는 나)
2.23~2.27
(15시간)

학교도서  
담당자 

2018

학교도서 에서 시작하는 
독서동아리

1.29~1.31
(9시간)

학교도서  
사서교사 

∙학교도서  운 을 한 기
본 실무

∙DLS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운  방법

3.6
(3시간)

학교도서  
신규 담당자

∙학교도서  운 을 
한 기본 실무 교육

∙DLS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 교육

2.27
(2시간 40분)

학교도서  
신규담당자

∙학교도서  운 의 실제
∙DLS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운  안내

∙고양교육지원청 주요사업 
안내  질의응답

9.14
(3시간)

학교도서  
체사서

∙ 등: 2015 개정교육과
정과 독서교육

∙ 등: 학생 심 선택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4.18
(2시간 40분)

학교도서  
담당자 

학교도서  심 단계별 독서
지도

4.2
(3시간)

학교도서  
담당자 

∙ 등: <온작품읽기>로 펼
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 등: ‘한 학기 한 권 읽
기’와 학교도서  독서
로그램

8.8~8.9
(6시간)

학교도서  
담당자 

2016

사서로서의 나, 퍼스  랜딩
1.16~1.18
(9시간)

학교도서  
사서교사 역량 
강화 워크

보드게임으로 독서교육
1.22~23
(14시간)

학교도서  
사서교사 역량 
강화 워크

독서 로그램 기획과 운
4.7

(3시간)
학교도서  
담당자 

보드게임으로 독서교육
1.24~25
(14시간)

학교도서  
사서교사 역량 
강화 워크

북트 일러를 활용한 교과융
합독서

7.27~7.29
(6시간)

학교도서  
담당자

∙DLS 진 처리  신학
기 처리사항

∙학교도서  운 을 한 
기본 실무

3.8
(3시간)

학교도서  
신규 담당자

학교도서  운 의 실제
9.27

(2시간)
학교도서  
체  신규사서

2019

보드게임으로 독서교육
1.22~23
(14시간)

학교도서  
사서교사 역량 
강화 워크

2017

학교도서  운  사례 발표
4.18

(2시간40분)
학교도서  
담당자 

보드게임으로 독서교육
1.24~25
(14시간)

학교도서  
사서교사 역량 
강화 워크

십진분류표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서  문화

7.17
(2시간)

학교도서  
사서

∙DLS 진 처리  신학
기 처리사항

∙학교도서  운 을 한 
기본 실무

3.8
(3시간)

학교도서  
신규 담당자

학교도서  장서개발과 북큐
이션

8.3~8.4
(5시간)

학교도서  
담당자

<표 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주  학교도서  련 계속교육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문항)

인 사항 ∙성별   ∙연령   ∙근무경력   ∙취득 자격증 8문항

계속교육 경험  황

∙계속교육 참여경험
∙계속교육 만족도, 만족이유  불만족 이유
∙계속교육 장려정도  장려방안
∙계속교육 방해요인

5문항

계속교육 필요성  발 방안

∙계속교육 필요성 여부, 필요이유
∙계속교육 로그램 유형
∙활성화 요인
∙계속교육 개발 주제 역

7문항

<표 4> 설문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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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설문내용을 참조하여 문항추출 방법으로 

한 내용을 발췌하여 구성하 다. 응답척도

는 문항에 따라 리커트 5  척도와 명목척도를 

이용하 다. 

설문작성은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69명( 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  담당사서 

 사서교사의 46.9%)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

며, 응답자 경험  근무경력, 직 에 따른 계속

교육의 필요성, 경험여부의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에 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5. 연구결과

5.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수는 총 69명

(46.9%)으로, 체 응답자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성별은 남성(4명, 5.8%) 비 여성(65명, 

94.2%)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은 31세 ~ 

40세(37명, 53.6%)와 41세 ~ 50세(16명, 23.2%)

이 많았으며, 근무하는 학교 유형은 등학교 

35명(50.7%), 고등학교 18명(26.1%), 학교 

16명(23.2%)이었다. 학교도서  근무경력은 10

구 분 빈도(N) 백분율(%) 구 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4 5.8

직

교육공무직 사서 48 69.6

여성 65 94.2 기간제 사서교사 16 23.2

계 69 100 정식 사서교사 3 4.3

연령

20세 ~ 30세 3 4.3 체직 사서 2 2.9

31세 ~ 40세 37 53.6 기타 0 0

41세 ~ 50세 16 23.2 계 69 100

51세 이상 13 18.9

최종

학력

2년제 학교 졸업 6 8.7

계 69 100 4년제 학교 졸업 31 44.9

근무 

학교 

유형

등학교 35 50.7 학원(석․박사) 재학 10 14.5

학교 16 23.2 학원 졸업 22 31.9

고등학교 18 26.1 기타 0 0

특수학교 0 0 계 69 100

계 69 100

담당 

업무

(*복수

응답)

반 인 도서 운 69 100

근무 

경력

1년 미만 7 10.2 교수-학습 지원 53 76.8

1년 이상 ~ 5년 미만 3 4.3 도서  이용자 교육 65 94.2

5년 이상 ~ 10년 미만 23 33.3 창의  체험활동 10 14.5

10년 이상 ~ 15년 미만 27 39.1 정규 동아리 활동 22 31.9

15년 이상 ~ 20년 미만 9 13.1 자율 동아리 활동 14 20.3

20년 이상 0 0 학부모 동아리 활동 23 33.3

계 69 100 방과 후 활동 3 4.3

보유 

자격증

(*복수

응답)

사서 17 15.5 방학  활동 29 42.1

2  정사서 46 41.8 지역사회 력 9 13.1

1  정사서 8 7.2 교과 수업 6 8.7

사서교사 39 35.5
기타 5 7.2

기타 0 0

<표 5> 조사 상자의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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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 15년 미만(27명, 39.1%)과 5년 이상 

~ 10년 미만(23명, 33.3%)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보유 자격증 유무는 2  정사서 46명(66.7%), 

사서교사 39명(56.5%), 사서 17명(24.6%), 

1  정사서 8명(11.6%)으로 2  정사서와 사

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악되었다. 학교 내 직 에 해서는 

교육공무직 사서 48명(69.6%), 기간제 사서교

사 16명(23.2%), 정식 사서교사 3명(4.3%), 

체직 사서 2명(2.9%)으로 부분의 담인

력이 교육공무직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담인력도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비 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은 4년제 학교 졸업

(31명, 44.9%)과 학원 졸업(22명, 31.9%)이 

가장 많았다. 

학교도서 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해

서는 반 인 도서 운 (69명, 100%), 도서

 이용자 교육(65명, 94.2%), 교수-학습 지원

(53명, 76.8%), 방학  활동(29명, 42.1%), 학

부모 동아리 활동(23명, 33.3%), 정규 동아리 

활동(22명, 31.9%) 등이 높게 나타났다.

5.2 계속교육 경험  황 

5.2.1 계속교육 참여경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계속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문인력은 47명

(68.1%)으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계속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계속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서교사들  참여횟수는 ‘6회 이

상’(16명, 34%), ‘1회 ~ 2회’(14명, 29.8%), ‘3회 

~ 4회’(11명, 23.4%) 순으로 나타나서, 6회 이

상 계속교육에 참여한 사서와 1회 ~ 2회로 참

석한 문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인력에 따라 참석횟수가 6회 이상으로 매우 

많거나 1회 ~ 2회의 매우 낮은 빈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  문인력들이 참여한 계속교육

의 유형으로는 ‘단기연수  강습과정’ 33명

(36.2%), ‘경기도교육청’ 29명(31.9%),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 ’ 11명(12.1%), ‘국립 앙

도서 ’ 9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도서  문인력들은 국립 앙도서 이나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제공되는 계속교육

(20명, 22%)보다 단기연수  강습과정(워크

구 분 N % 구 분 N %

참여 

경험

있었다 47 68.1

유형

(*복수

응답)

국립 앙도서  제공 계속교육 9 9.9

없었다 22 31.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제공 계속교육 11 12.1

계 69 100 경기도교육청 제공 계속교육 29 31.9

참여

횟수

1~2회 14 29.8 사서교사 모임 제공 계속교육 0 0

3~4회 11 23.4 단기연수  강습과정 제공 계속교육 33 36.2

5~6회 6 12.8 기타 9 9.9

6회 이상 16 34
계 91 100

계 47 100

<표 6> 계속교육 참여경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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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 세미나, 학술회의 등)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계속교육(62명, 68.1%)에 참여한 빈

도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나서, 편 된 계속교육 

유형의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5.2.2 계속교육 만족도 

계속교육에 참여했을 때 교육내용의 도움여

부는 <표 7>과 같다. 업무추진 능력향상에서 ‘도

움 되었다’(26명, 55.3%)와 ‘충분히 도움 되었

다’(12명, 2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

균 수로 환산하면 평균 4.04 으로 도움 되었

다고 답한 문인력(38명, 80.8%)이 도움 되

지 않았다고 답한 문인력(1명, 2.1%)에 비

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료 간의 학교도서

 담당사서에 한 인식변화에서 ‘도움 되었

다’(22명, 46.8%)와 ‘보통이다’(15명, 31.9%)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산 수는 3.7 으

로 도움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29명, 61.7%)

가 도움 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3명, 

6.4%)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도서  

문인력의 자 심 향상에서 ‘도움 되었다’(21명, 

44.7%)와 ‘보통이다’(16명, 34%)가 가장 높게 

났으며, 환산 수는 3.7 으로 나타났다. 학교

도서  담당자로서 장실무 문성 개발에 

해서는 ‘도움 되었다’(22명, 46.8%)와 ‘충분히 

도움 되었다’(13명, 27.7%)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환산 수는 4.02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 로 업무추진 능력향상, 동료 간의 학교도

서  담당자에 한 인식변화, 학교도서  

문인력에 한 자 심 향상, 학교도서  문

인력으로서 장실무 문성 개발 모든 항목에

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업무추진능력향상  

문성 개발 부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 8>에서 계속교육에 참여했을 때 그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에 한 평가는 다

음과 같다. ‘기타’ 24명(41.4%)  ‘실무와의 연

계성 부족’ 13명(22.4%), ‘교육시간 불충분’ 13

명(22.4%)에 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도서  문인력이 계속교육에 해 불만

족스럽다고 느끼는 이유  가장 응답이 높았던 

‘기타’ 24명(41.4%)의 의견으로는 한정 인 교

육내용의 반복, 교육 강사의 문성 부족, 계속

교육의 필요성을 못느낌, 교육장소의 거리, 교

육 안내 부족, 교육 시수 인정, 장기 이고 지속

구 분
 도움 되지 

않았다

도움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 

되었다

충분히 도움 

되었다
계/평균

업무추진 능력향상
N 0 1 8 26 12 47

% 0 2.1 17.1 55.3 25.5 100

동료 간의 학교도서  담

당자에 한 인식변화

N 0 3 15 22 7 47

% 0 6.4 31.9 46.8 14.9 100

문인력으로서의 자

심 향상

N 0 2 16 21 8 47

% 0 4.3 34 44.7 17 100

학교도서  문가로서 

장실무 문성 개발

N 0 0 12 22 13 47

% 0 0 25.5 46.8 27.7 100

<표 7> 계속교육에 한 만족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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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

평가

(*복수응답)

기타 24 41.4

실무와의 연계성 부족 13 22.4

교육시간 불충분 13 22.4

부 한 교육내용 4 6.9

교육환경 부 3 5.2

교수방법의 부 1 1.7

교재의 완성도 부족 0 0

계 58 100

<표 8> 계속교육에 한 불만족 이유

성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가 나타났다.

5.2.3 계속교육 장려여부 

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계속교육을 장

려하는지에 해 ‘장려한다’(56명, 81.2%)가 

으로 높게 나타나서(<표 9> 참조), 부분

의 학교에서 계속교육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에서 계속교육을 장려한다고 응답

한 담인력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려책에 

해서는 ‘교육 출장 허가  승인’ (49명, 46.2%)

과 ‘출장비 는 교통비 지원’ (36명, 33.9%)이 

압도 으로 많았다. 한 계속교육의 참여결정

은 ‘본인의 의견’ (43명, 62.4%)에 한 응답이 

가장 높아서, 부분의 학교도서  문인력 본

인이 계속교육 참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공되는 제공정책은 출장허가

나 출장비 등 기본 인 행정 인 지원임을 알 

수 있다. 

5.2.4 계속교육 방해요인

계속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때 방해되는 요인

은 개인요인과 학교요인으로 나 어 살펴보았

다. 개인요인에서 시간  제약은 ‘보통이다’(27

명, 39.1%)와 ‘방해되었다’(17명, 24.6%)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산 수는 3.16 으로 방

해되었다고 답한 응답자(25명, 36.2%)가 방

구 분 N % 구 분 N %

장려 

여부

장려한다 56 81.2

참여

결정

리자의 의견 18 26.1

장려하지 않는다 13 18.8 소속 부서의 상사의 의견 3 4.3

계 69 100 본인의 의견 43 62.4

장려책

(*복수

응답)

교육 출장 허가  승인 49 46.2
기타 5 7.2

계 69 100

출장비 는 교통비 지원 36 33.9

교육 이수 후 인사에 반 6 5.7

개인 연가 사용 허용 8 7.6

기타 7 6.6

계 106 100

<표 9> 학교 내 계속교육 장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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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17명, 24.7%)

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  제약의 환산

수는 2.54 으로 방해되었다고 답한 담

인력(14명, 20.3%)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답

한 담인력(29명, 42%)에 비해서 반 이상 

낮게 나타났다. 교육장소의 지역  제약은 3.88

으로 나타났으며, 합한 계속교육 로그램

의 부재는 3.71로 나타나서, 방해되었다고 답

한 응답자(41명, 59.4%)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4명, 5.8%)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계속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때 방해되는 요인

으로 근무하는 학교요인은 다음과 같다. 근무시

간의 제약은 ‘매우 방해되었다’(28명, 40.6%)와 

‘방해되었다’(25명, 36.2%)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환산 수는 4.03 으로 나타났다. 리자

의 인식 부족은 ‘보통이다’(22명, 31.9%)와 ‘매

우 방해되었다’(20명, 29%)가 가장 높았으며, 

환산 수는 3.48 으로 나타났다. 업무량 과다

는 ‘방해되었다’(25명, 36.2%), ‘보통이다’(21명, 

30.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산 수는 

3.39 이었다. 행정  지원 부족은 ‘방해 다’(21

명, 30.4%)  ‘보통이다’(18명, 26.1%)가 가

장 높았으며, 환산 수는 3.25 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요인  교육장소의 지역  제약이 방

해요인(3.88)의 1순 로 나타났고 합한 계속

교육 로그램의 부재(3.71), 시간  제약(3.16), 

경제  제약(2.5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

요인  근무시간의 제약(4.03)이 방해요인의 1

순 로 나타났고 리자의 인식부족(3.48), 업무

량 과다(3.39), 행정  지원 부족(3.25) 순서

로 뒤를 이었다. 

근무시간의 제약이나, 개인  제약으로 시간

 제약 등에 한 의견은 주 식 답변에서도 나

타났다. 학교도서 의 특성상 사서나 사서교사가 

없으면 도서  운 이 어렵고, 방학 에도 도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교육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학교도서 이 1인 

체제로 운 되고, 학교도서 이 비워지는 것에 

한 부정 인 리자들의 인식개선 부분과도 

연 이 있다. 계속교육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

지는 부분에 좀 더 그러운 시선이 필요하고, 방

학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구분
(개인요인)

 
방해 
되지 
않았
다

방해 
되지 
않았
다

보통
이다

방해 
되었
다

매우 
방해 
되었
다

계/
평균

구분
(학교요인) 

 
방해 
되지 
않았
다

방해 
되지 
않았
다

보통
이다

방해 
되었
다

매우 
방해 
되었
다

계/
평균

시간  제약
N 5 12 27 17 8 69

근무시간 제약
N 2 6 8 25 28 207

% 7.3 17.4 39.1 24.6 11.6 100 % 2.9 8.7 11.6 36.2 40.6 300

경제  제약
N 13 16 26 12 2 69 리자 

인식부족

N 6 8 22 13 20 207

% 18.8 23.2 37.7 17.4 2.9 100 % 8.7 11.6 31.9 18.8 29 300

교육장소의 
지역  제약

N 2 4 14 29 20 69
업무량 과다

N 2 12 21 25 9 207

% 2.9 5.8 20.3 42 29 100 % 2.9 17.4 30.4 36.2 13.1 300

합한 교육 
로그램 부재

N 0 4 24 29 12 69 행정  지원 
부족

N 7 12 18 21 11 207

% 0 5.8 34.8 42 17.4 100 % 10.2 17.4 26.1 30.4 15.9 300

<표 10> 계속교육 방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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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의 인식개선은 주 식 답변에서도 나

타났는데, 사서나 사서교사가 학교교육활동의 

한 부분임과 학교도서  업무의 요성과 필요

성을 리자가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는 의견

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리자 

교육을 통해 리자의 인식 환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 리자의 인식개선은 학교

도서  사서  사서교사의 답임업무 배재, 교사

로서의 인식부족, 학교마다 일 성 없는 사서교

사의 수업시수로 인해 발생되는 측면이 있으므

로 이에 한 체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

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리자의 인식개선은 

행정 , 장기  계획과 리자와 피교육자의 인

식개선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할 것이다.

5.3 계속교육 필요성  발 방안

5.3.1 계속교육 필요성  필요이유

학교도서  담인력이 인식하는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해 ‘매우 필요하다’(53명, 76.8%)와 

‘조  필요하다’(11명, 15.9%)로 ‘필요하지 않

다’(1명, 1.5%)와 ‘  필요하지 않다’(0명, 

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⅔이상이 계속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 고 그 이유로 

‘학교도서  운 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향상

하기 해서(52명, 35.9%)’와 ‘교과 력지원으

로서의 역량 습득을 해서(48명, 33.1%)’ 등 

문성 향상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타의견으로, 계속교육을 해서는 학교

도서 의 변화에 따른 변화하는 내용의 계속교

육과 지속 이며 장기 인 계획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한 다양한 주제의 계속

교육, 특히 독서교육의 요성을 문가인 사

서교사  사서에게 인식시키고 활동할 수 있

도록 지속 인 교육과 심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어서 문성 함양을 한 계속교육의 연

구  지속성, 다양성이 요함을 알 수 있다. 

5.3.2 계속교육 로그램 유형

학교도서  담인력이 원하는 계속교육의 

유형으로는 <표 12>와 같이 ‘교육청에서 실시

하는 집합교육’(49명, 33.8%)과 ‘실무 담당자 

워크 ’(34명, 23.4%)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속교육을 받고자 하는 당

한 시기로 ‘방학 ’(48명, 33.1%)과 ‘근무시간 

’(43명, 29.6%)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많은 

응답자가 시간 효용을 잘할 수 있는 방학 이

나 근무시간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평균

필요성
N 0 1 4 11 53 69

% 0 1.5 5.8 15.9 76.8 100

구 분 N %

필요이유

(*복수응답)

학교도서  운 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해서 52 35.9

교과 력지원으로서의 역량 습득을 해서 48 33.1

사서로서 사회  문성의 개발을 하여 2 1.4

기타 7 4.8

<표 11> 계속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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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 구분 N %

교육 

유형

(*복수

응답)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49 33.8
교육

시기

(*복수

응답)

근무시간 43 29.6

국립 앙도서  사서연수과정 등의 연수 32 22.1 퇴근 후 13 8.9

내 사서교사 간 개별 학습 공동체 1 0.7 주말 3 2

실무 담당자 워크샵 34 23.4 방학 48 33.1

기타 7 4.8 기타 1 0.7

교육

내용

(*복수

응답)

학교도서  경 39 26.9 독서교육 44 30.3

자료 리 21 14.5 동아리 운 17 11.7

이용자 참고서비스 21 14.5 장서개발 18 12.4

학기  로그램 기획 31 21.4 비도서 자료 리 4 2.7

방학  로그램 기획 24 16.5 독서치료 18 12.4

사서교사 문성 개발 1 0.7 독서토론 19 13.1

지역사회와의 력 8 5.5 ․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 35 24.1

학교도서 의 마 17 11.7 학부모와의 력 10 6.9

최신 도서  트 드 18 12.4 서평쓰기 5 3.4

도서  공간 기획 14 9.6 디지털 콘텐츠 구축 8 5.5

DLS  시스템 교육 5 3.4 KDC 6  이해 10 6.9

기타 2 1.3

<표 12> 원하는 계속교육의 유형, 시기  내용

문성 개발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계속교육의 주제 역으로 ‘독서교육’ 44명

(30.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학

교도서  경 ’ 39명(26.9%), ‘ ․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35명(24.1%), ‘학기  

로그램 기획’ 31명(21.4%), ‘방학  로그

램 기획’ 24명(16.5%)과 같은 로그램 기획이 

뒤를 이었다. 학교도서  담인력이 생각하는 

실무에 가장 필요한 주제로는 학교도서  경

과 독서교육, 로그램 기획, 교육과정 연계 다. 

독서교육에는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

해와 함께 연계된다. 최근 교육과정과 책이 연계

된 부분이 많아졌고, 책을 활용한 독후활동과 창

의-융합교육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 학

교도서 은 담당자가 체 인 경 을 홀로 꾸

려나가면서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책 추천이나 

큐 이션 등의 업무도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부분의 사서교사는 학기 과 방학 에 

다채로운 로그램을 운 하게 되는데 이를 

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한, 여

히 많은 학교의 리자들은 방학  로그램

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하며 학교도서  사서  

사서교사는 이를 수행하기 한 많은 아이디어

와 교수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5.3.3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  사

서교사  사서의 계속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한 응답은 ‘교육내용의 문성 확보’가 51

명(3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

어 요한 방안으로 꼽은 것은 ‘교육내용의 

다양화’ 47명(32.4%), ‘ 합한 주제 선정’ 37명

(25.5%), ‘교육의 지속성’ 36명(24.8%), ‘교수

진의 문성 확보’ 26명(17.9%) 등 교육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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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구분 N %

합한 주제 선정 37 25.5 공신력 있는 수료증 발 24 16.5

교육내용의 다양화 47 32.4 계속교육 로그램 참여 홍보  권유 14 9.6

교수진의 문성 확보 26 17.9 정보 공유  달 25 17.2

교육내용의 문성 확보 51 35.2 장기교육 로그램 19 13.1

교육의 지속성 36 24.8 온라인 교육 21 14.5

교육수료 후 보상제도 확립 19 13.1 모바일 교육 9 6.2

담기구의 설치 17 11.7 기타 2 1.3

<표 13> 계속교육의 활성화 방안(*복수응답)

련한 내용에 한 요성에 한 응답이 높

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정보 공유  달’ 

25명(17.2%), ‘교육수료 후 보상제도 확립’ 19

명(13.1%), ‘계속교육 로그램 참여에 한 

홍보  권유’ 14명(9.6%) 등의 행정 인 부분

에 한 응답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해서는 합한 주제

의 교육내용 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교육내

용 한 다양화되어 장기 이고 지속 일 수 있

어야 한다. 국립 앙도서 에서 하는 계속교육

은 부분 교육청과 함께 개설되는 학교도서  

력과정으로 2일 정도에 불과한 단기교육이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 계속교육

은 ‘DLS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  방법 

안내’ 는 ‘학교도서  운 의 실제’와 같은 안

내 차원 정도의 연수만 반복되고 있어 사실상 

학교도서  담당자를 한 계속교육이라고 하

기 어렵다. 그나마 계속교육의 형태인 교육 역

시 총 2회 5~6시간 정도의 단기간에 이루어지

는 연수로서 문성을 반 하기 어려운 이 있

다. 실무 용 가능한 문  계속교육에 한 

의견은 주 식 답변에서도 나타났다. 학교도서

에서 직  활용 가능한 실무 심의 계속교육

로그램으로 사서교사의 문성 확립에 도움

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한정된 내

용이 매년 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아쉽고, 독

서와 련된 연수 추진이나 트 드를 반 하는 

다양한 주제로 매년 새롭게 진행되었으면 좋겠

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경력별로 계속교육

과정을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도서  사서교사는 비교과 교사로서 학교

교육 참여에 소극 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극

으로 타 교과 교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활동에 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교육의 

주체자이며 교육에 필요한 인력이다. 학교도서

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에 직  혹은 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학교도

서  문인력이다. 학년 구분이 없는 일 된 

독서교육의 연수 보다는 별, 수 별 독서교육

처럼 심화과정처럼 개설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문화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장의 사서

교사에게 좀 더 효과 인 계속교육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한, 학교도서 에 재직 인 모든 사서교

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나 교육이 공문화 

되어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 주 식 답변을 통한 의견이 역시 나

타났는데, 따로 공문이 시행이 안 되다 보니 놓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 고, 가까운 지역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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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모임이나 계속교

육에 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 그리고 연수나 교육에 참여한 사서교사에

게는 공신력 있는 수료증 혹은 이수증을 발

해 보상제로 방향을 잡는다면 재보다 많은 

사서교사의 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교육장소로의 근이 어렵거나 

사정상 오 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서교사

를 해 온라인  모바일 교육도 함께 진행되

어야 함을 악할 수 있었다. 

5.4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 

5.4.1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 

근무하는 학교의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학교도서  담인력이 근무

하는 학교유형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 다. 학교유형별 계속교육에 한 필요

성에 해 등학교는 평균 4.68 , 학교는 

4.75 , 고등학교는 4.61 으로 나서, 학교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가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도서  담인력의 계속교육 참여경험

여부에 해서도 고등학교는 14명(77.78%), 학

교는 12명(75.00%), 등학교는 21명(60.00%)

이 참여경험이 있다고 나타나서, 고등학교  

학교 학교도서  담당자의 계속교육 참여경

험 여부가 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P-value가 0.335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4.2 직 에 따른 차이 

학교도서  문인력의 직 에 따라 계속교

육의 심도와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

와 같다. 직 는 교육공무직 사서, 기간제 사서

교사, 정식 사서교사, 체직 사서로 구분하

다. 학교도서  담당자의 직 에 따른 계속교육

의 필요성에 해 교육공무직 사서는 평균 4.60

, 기간제 사서는 4.81 , 정식 사서교사는 5.00

, 체직 사서는 5.00 으로 나타났다. 직 에 

따른 차이는 필요성에서 정식 사서교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 에 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value=0.019). 직

에 따른 참여경험여부에 해 ‘있다’라고 응답한 

정식 사서교사는 3명(100.00%), 교육공무직은 

37명(77.08%), 체직 사서는 1명(50.00%), 기

간제 사서교사는 6명(37.50%)으로 나타났으며 

‘없다’에 해 기간제 사서교사는 10명(62.50%), 

변수
근무

유형
N 평균

표

편차
F P-value 변수

근무

유형

참여경험여부
F P-value

있다 없다 체

필요성

등학교 35 4.686 0.583

0.189 0.667
참여

경험

등

학교

N 21 14 35

2.18 0.335

% 60.00 40.00 100

학교 16 4.750 0.683 학교
N 12 4 16

% 75.00 25.00 100

고등학교 18 4.611 0.778 고등학교
N 14 4 18

% 77.78 22.22 100

* P<.05

<표 14> 근무유형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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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직 N 평균
표

편차
F P-value 변수 직

참여경험여부
F P-value

있다 없다 체

필요

성

교육공무직 48 4.604 0.707

0.830 *0.019

교육공무직
N 37 11 5.311

10.39 *0.016

% 77.08 22.92 100

기간제 16 4.812 0.544 기간제
N 6 10 5.356

% 37.50 62.50 100

정식 

사서교사
3 5.000 0.000

정식 

사서교사

N 3 0 5

% 100.00 0.00 100

체직 2 5.000 0.000 체직
N 1 1 5

% 50.00 50.00 100

* P<.05

<표 15> 직 에 따른 차이

체직 사서는 1명(50.00%), 교육공무직은 11

명(22.92%), 정식 사서교사는 0명(0.00%)으

로 나타났다. 계속교육의 참여경험여부에 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교육공무직으로 나타났고 

P-value가 0.016으로 집단 간 차이의 통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4.3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학교도서  사서교사  사서의 근무경력에 

따른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근

무경력은 1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하

다. 다만 20년 이상은 응답이 없는 계로 제

외하 다. 필요성에 해 1년 미만은 평균 5.00

, 1년 이상 ~ 5년 미만은 4.66 ,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4.65 , 10년 이상 ~ 15년 미만은 

4.63 , 15년 이상 ~ 20년 미만은 4.66 으로 나

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필요도에 따른 인

식(P-value=0.044)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필요도는 1년 미만의 신입사서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경

험여부에 ‘있다’에 해 1년 미만은 1명(14.29%), 

1년 이상 ~ 5년 미만은 1명(33.33%),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15명(65.22%), 10년 이상 ~ 

15년 미만은 22명(81.48%), 15년 이상 ~ 20

년 미만은 8명(88.89%)순으로 나타나서, 근무

경력이 0년 이상 ~ 15년 미만의 응답자의 계속

교육 참여가 가장 많았고, P-value가 0.004로 

집단 간 차이의 통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보면 근

무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 에 따

른 차이와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는 필요성  

참여경험여부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차분석을 통해 학 

유형보다는 직  혹은 근무경력에 따라 계속

교육에 한 심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력별 혹은 직  제

한과 상 없이 모든 담인력이 참여할 수 있

는 계속교육을 운 해야 함과 동시에, 특히 

근무경력이 낮은 담당자  교육공무직에 

한 계속교육에 한 기회를 확 해야 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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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경력 N 평균
표

편차
F P-value 변수 경력

참여경험여부
F P-value

있다 없다 체

필요성

1년 미만 7 5.000 0.000

0.457 *0.044

1년 미만
N 1 6 5

10.39 *0.016

% 14.29 85.71 0

1~5 3 4.667 0.577 1~5
N 1 2 5.244

% 33.33 66.67 0

5~10 23 4.652 0.647 5~10
N 15 8 5.299

% 65.22 34.78 0

10~15 27 4.630 0.742 10~15
N 22 5 5.372

% 81.48 18.52 0

15~20 9 4.667 0.707 15~20
N 8 1 5.374

% 88.89 11.11 0

<표 16>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고양지역 ․ ․고등학교도서

 문인력의 계속교육에 한 인식  참여

도를 조사하고, 계속교육을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연구를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문항은 계속교육

에 한 심도, 참여 경험에 따른 필요성, 계속

교육에 한 발 방안, 인 사항에 한 문항

으로 구성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교육에 

한 심은 높은 편이고 계속교육 참여 경험

도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6

회 이상 계속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계속

교육의 유형으로는 단기연수  강습과정이며 

사서교사 모임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국립 앙도서 이나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 을 통한 학교도서  담당자를 

상으로 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참여가 상 으로 조한 것을 고

려하면 이에 한 확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계속교육에 참여한 문인력은 업무추

진 능력향상과 동료 간의 사서에 한 인식변

화, 사서교사의 자 심 향상, 사서교사로서 

장실무 문성 개발에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하지만 일부 교육내용이 실무와의 연

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교육시간이 충분하

지 않다고 나타났다. 학교도서  담당자는 계

속교육의 참여결정을 본인의 의견으로 결정한

다는 응답이 높았고, 근무하는 학교에서 제공

하는 장려책으로는 교육 출장 허가  승인이 

제일 높게 나타났지만, 반 인 학교 리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계속교육의 참여 방해요인  개인요

인으로 교육장소의 지역  제약과 합한 계속

교육 로그램의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요인으로는 리자의 인식부족과 근무시

간의 제약이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도서  담인력의 계속교육에 한 

필요성과 인식은 있으나 근무환경과 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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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부족으로 인해 자유로운 계속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계속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과반수이

상이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학교도서  운

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해서라고 

하 다. 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집합교

육을 가장 원하는 계속교육의 유형으로 꼽았다. 

이는 계속교육 형태의 연수나 워크  등이 공

문시행이 되어 많은 사서교사들에게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가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계속교육을 한 

당한 시기로는 방학 과 근무시간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학  연수일 수 인정과

도 상 이 있으며 근무시간 외의 연수는 선호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계속교육이 활성화되기 한 주제

역과 주제로는 요인으로는 교육내용의 다양화

와 문성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서

교육, 학교도서  경 , ․ ․고등학교 교

육과정의 이해, 학기  로그램 기획, 방학  

로그램 기획 등의 주제에 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도서 의 주요 이

용자층이 어린이  청소년인 을 감안하여 

많은 사서교사  사서가 문 인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학년별 교과과정을 이해

하기 한 노력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단된

다. 한 학기 과 방학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해야 하는 업무를 하여 다양한 주제의 계속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무유형에 따라 계속교육 경

험여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직 에 

따른 계속교육경험 여부와 근무경력에 따른 계

속교육 경험여부에는 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도서  

사서교사의 계속교육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고

려할 수 있다. 첫째, 지속 이고 장기 인 문

 계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도

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직   교육공

무직이 차지하는 비 이 크기 때문에 리자가 

사서교사의 계속교육을 독려하기 한 정책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리자의 인식

개선과 무엇보다 학교도서  문인력의 학교 

내 교사로서의 지 확립  문성에 한 인

식 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한 

문 인 계속교육 로그램의 마련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넷째, 국립 앙도서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 과 같은 기 에서 제공하는 사

서교사 상 계속교육 로그램에 한 홍보 

등 다양한 기 에서 제공하는 계속교육 로그

램을 극 으로 홍보하여 사서교사의 참여기

회를 확 할 필요가 있다. 한 학교도서

회  교육청과의 유기  력을 통한 학교도

서  트 드를 반 한 교육주제의 계속 인 연

구  개발, 교육참여 기회의 확 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다음과 같다. 연구

상이 경기도 고양지역에 근무하는 학교도서

 문인력으로 제한되어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도서  사서교

사  사서의 계속교육의 황과 인식, 개선방

안을 제시하 다는 에서, 향후 학교도서  

문인력을 한 계속교육을 이해하고, 교육과

정을 계획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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