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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의미변별법을 이용한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사서교사의 자아상을 

측정하여 개인별 특성과 자아상 간의 상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서교사의 자아상 측정 결과 사서교사는 

스스로를 ‘친 하고 계획 이며 섬세하고 조 일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불공평하고 라하며 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고 비활동 ’이라는 부정 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 에서는 교육경력이 평가 역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배 사서교사의 조언자 내지는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이 

매우 요함을 보여 다. 선배 사서교사와 후배 사서교사의 교류와 력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한국도서 회

나 한국학교도서 의회의 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

여 직업  안정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도서 의 인 자원 간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서 

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 for self-image of the teacher 

librarian by semantic differential meaning scale and to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ir 

self-image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eacher librarians have 

regarded themselves as friendly, planned, sensitive and cooperative persons as well as persons 

with discernmen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negative self-images such as partial, 

poor and uninfluential persons plus disregarder and a reserved persons. The educational career 

of teacher librarians’ background has influence on evaluation area of the self-image. This result 

shows that senior teacher librarians’ role performance as a adviser or a leader is very important. 

So mediator role of KLA and KSLA has to be reinforced to beat the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senior and the junior teacher librarians. It is necessary to appoint the teacher 

librarians obligatorily in oder to feel their professional security and sense of achievement, also 

to appreciate expertise of them through role clarification among the human resources of the 

schoo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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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자기주도 학습과 자원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

교 교육과정 운 과 교수법이 학교도서 의 정

보 리지식은 물론 정보활용능력과 하게 

연계되면서 사서교사의 자격과 교육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이다(ASLA 2000). 이러한 흐

름을 반 하듯 학교도서  지침 (IFLA and 

UNESCO 2002)에서는 보조직원으로 사서교

사를 체해서는 안 된다는 을 분명히 밝히

면서 사서교사의 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자료 심의 통 인 학교도서

이 미디어센터와 자원기반 학습을 한 환경

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국내 학교도서 에 

한 정책과 제도는 사서교사의 배치와 역할에 

해서 여 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특히 2003

년～2007년에 진행된 학교도서 활성화사업

에서는 사서교사 배치보다는 겸임사서교사 활

용, 담당교사 지정, 계약제 사서 배치, 순회사서 

 도우미 활용 등 다양한 담인력 확보 방안이 

시행되었다(교육인 자원부 2002, 14). 학교도

서 활성화사업  ․후의 학교도서  담당 인

력자원의 변화를 보면, 2002년에 164명에 불과

하던 사서교사 수가 2007년에 537명으로 늘어나

고, 2011년 재 753명으로 증가하 다. 반면에 

2002년에 880명 수 이던 계약직 사서는 2007

년에 2,552명으로 다시 2011년 재 4,641명(문

화체육 부 2012, 63)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상은 학교도서  활성화를 해하

는 가장 큰 요인이 문사서 등 문인력 부족

(이희수 2002, 35-36)이라는 정책 개발 단계에

서의 장 의견이나, 정책 시행 1년 이후 실시

한 사업 평가에서 학교장과 담당교사들이 바라

는 가장 시 한 개선책이 문사서교사의 임용 

배치(변우열 외 2003, 46-51)라는 요구를 외면

한 결과이다. 비 문가에 의한 학교도서  운

의 확 는 학교도서 진흥법 (법률 제8852

호)에서 정한 사서교사 배치에 한 임의조항

이 여 히 한 몫을 하고 있다. 

학교도서 의 역할 수행에 합한 사서교사 

배치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사서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직무 범 에 한 공통된 인식

을 갖추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향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에 한 일 성 없는 경험을 하거

나 사서교사의 존재 가치에 한 혼란을 래

하 다(정진수 2008, 298-299). 즉 사서교사의 

경우 사서교사 스스로 문가로서의 내  신념

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 학교 공동

체 구성원이 사서교사에 해서 갖는 가치와 

태도, 인상이나 느낌 등이 학교도서 의 변화

에 맞추어 제 로 정립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직무나 역할에 하여 정 인 

지각을 가지는 것은 문 인 교과 지식이나 단

순한 기술 이상으로 교수자의 역량을 최 한 신

장시킬 수 있는 자원이다(이학주 2000, 200). 

한 사서교사의 성공은 학교도서 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나, 성공여부는 

자신에 한 믿음과 자신의 일에 한 믿음으로 

평가된다(Prostano and Prostano 1999, 29). 따

라서 사서와 교사의 이  역할 수행에서 제

도와 정책의 한계에 직면해있는 사서교사의 

실 이고 합리 인 교사상 정립을 한 경험

인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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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

본 연구에서는 의미변별법(semantic differential 

meaning scale)을 이용하여 사서교사의 시각

에서 자신의 자아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인별 특성과 자아상 간의 상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

로 사서교사가 정 인 자아상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사서교사의 자아상

일반 으로 자아상이란 ‘나는 구인가?’ 

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한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의미한다(조수재 2006, 4). 그

러나 자아상은 자아를 타인과의 계 속에서 

인식하는 면과 자신에 한 느낌과 련지어 

인식하는 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

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사회  상호

작용을 통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이 개인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요한 향을 끼친다. 특히 교사 

자신의 시각에서 본 자아상은 교사의 의사결정

과 교수행동에 향을 미치고, 불확실한 교수 

상황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반성  사

고의 발달과 학생의 교사에 한 인식에 향을 

다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임승렬 2003, 

317). 따라서 사서교사의 자아상이란 사서교사

가 자기 스스로를 지각하는 이미지나 모습 그

리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 과정

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서교사에 한 인식이

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자아상 내지 교사상에 한 심은 

교사의 권 가 실추되고 있는 교육 환경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교사의 자아존 감이 학생의 자아존 감에 

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사서교사

의 경우 안정 이고 지속 인 배치가 제도 으

로 제한된 상태에서 사서와 실기교사(사서) 등 

학교도서 에 둘 수 있는 다른 자격을 갖춘 인

자원과의 직무가 불분명하다. 한 시․도교

육청 단 로 추진 인 학교도서  실무사나 

사서 실무사 등 무기 계약직의 확  정책 속에

서 문직으로서의 기감은 물론 교육  역할

을 두고 담당교사와의 경쟁도 피할 수 없는 상

황이다. 

사서교사의 문성을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국내 상황은 사서교사와 보조직원의 자격과 역

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학교도서  선언

(IFLA/UNESCO 1998)이나 학교도서  지

침 (IFLA/UNESCO 2002)과 같은 국제 기

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서교

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등의 

련 기 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자로서의 역할과

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학교도서  기

(AASL/AECT 1998)에서는 사서교사의 역할

을 교사, 교수 트 , 정보 문가 그리고 로

그램 경 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사

서교사의 문성 기 ｣(ALIA 2009)에서 사서

교사를 ‘도서 과 정보의 효과 인 운 과 평생

학습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학교 공동체의 비 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문

가’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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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서교사가 교사나 교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정보활용능력을 

거의 모든 교과와 통합할 수 있도록 다른 교사

들을 돕고, 학교나 지역 교육 원회에 참가하

여 학습 정보원, 정보활용능력, 공학기술 그리

고 학생의 정보 요구에 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Sonnon 2009).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를 상으로 한 사례연구(Brown and Sheppard 

1998)에서도 사서교사는 교사와 동일하게 교

사로서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장과 동료교사들로부터 교사로서 인

정받기 해서는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보여  

수 있는 자원기반학습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는 을 강조하 다.

국내의 경우 사서교사의 자아상에 한 연구

는 주로 동료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생각

하는 사서교사에 한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서교사의 역할에 한 등학교 교사

들의 인식도에 한 연구(박경래 2005; 유길호 

2006)와 학부모의 사서교사에 한 인식도 연

구(장석  2008)를 보면, 학무모와 일반교사의 

경우 사서교사의 존재 가치에 해서는 상당히 

우호 이다. 그러나 사서교사를 교수 트 보

다는 시간  여유가 많고, 어렵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료 리자나 제공자의 이미지로 인

식하고 있다. 학생의 사서교사에 한 이미지

에 한 연구(서 민 2005)를 보면, ‘사서직을 

정 이고 단순한 업무가 반복되는 지루한 직업’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와

는 달리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을 도와주는 존

재’로 여기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부

모와 마찬가지로 사서교사가 선호하는 직업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서교사가 배

치된 경우 ‘자료의 선정과 제공, 독서교육, 정보 

제공  제공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역할에 한 자기 인식을 보면

(신승주 2007), 교수-학습이론과 용 방법에 

숙달하고 교과교사와 등한 역할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독서지도나 도서  

이용지도에 비해서 동수업에 한 인식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 사서교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정진수 2008)에서도 도서  운

에 한 역할에 비해서 교사로서의 역할에 

한 명확한 공감 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 사서교사의 문성 인식정도를 

보면(김성  2009), 학교도서  경 과 교육

역에 높은 문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실제 양성과정에서는 정보검색과 

자료 조직 등의 과목을 보다 많이 이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듯이 사서교사의 자아상에 한 연구는 

교과교사나 학부모, 학생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연구와 문성에 한 인식에 을 두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교수자로

서의 문성이 사서직 내에서조차 확립되지 못

한 상황에서 의사결정과 교수행동에 향을 미

치는 사서교사 자신의 시각에서 본 자아상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2.2 의미변별법

의미변별법은 1950년  미국 일리노이 학

에서 Osgood과 그의 동료들이 다양한 사물, 인

간, 사상 등 추상  상에 한 개념의 의미를 

정의  특성으로 측정하기 하여 개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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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방법은 각 개념의 의미와 련된 양극

인 뜻을 가진 형용사군을 활용한다. 즉 양극

의 형용사( : 순진하다-불순하다) 사이를 5단

계나 7단계로 나 어 놓은 척도에서 피험자로 

하여  어떤 개념이 양극 인 뜻을 가진 형용사 

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되는지 표시하게 함으

로써 피험자가 갖고 있는 개념의 의미를 악하

는 것이다(임상직 2003, 5). 이를 통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개념을 어떻게 지각하

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각의 측정뿐만 아니라 태도나 가치 등을 측

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임승렬 

2003, 321). 

의미변별법에 의한 교사의 자아상 측정에 

한 연구로는 박경숙(1974), 이학주(2000), 임승

렬(2002) 등이 있다. 우선 박경숙(1974)은 40

의 형용사(<표 1> 참조)를 사용하여 5  척도

로 ‘선생의 이미지’를 측정하 다. 측정에 사용

한 형용사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21명이 가

장 많이 자유연상 한 ‘선생’이라는 단어에 한 

형용사 21 과, 1964년에 장동환이 ‘한국어의 

의미론  구조’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의미 차원 

6개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형용사 24

이다. 이 에서 자유연상 결과와 복된 형용

사는 5 이다.

이학주(2000)는 박경숙(1974)의 연구에서 사

용한 40 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직 교사를 

상으로 개별  요인 특성(성별, 경력별, 학교 

별)에 따른 자아상을 측정하 다. 연구 결과 교

사가 스스로에 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는 체

으로 정 이기는 하지만, 능력보다는 인격

인 면에 훨씬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

러한 경향은 여교사, 등학교 교사, 경력이 많

은 교사 그리고 ․소도시에 근무하는 교사에

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임승렬(2002)은 학원에 재학 인 유치원 

순번 형용사군 순번 형용사군 순번 형용사군 순번 형용사군 순번 형용사군

1 가깝다-멀다 9 귀하다-천하다 17
복잡하다-간단하

다
25

헌신 이다-이기

이다
33 범하다-소심하다

2 순진하다-불순하다 10
요하다- 요하지 

않다
18 어렵다-쉽다 26

성실하다-불성실하

다
34 양심 -비양심

3 깨끗하다-더럽다 11 평범하다-이상하다 19 이르다-늦다 27
책임감이 있다-무책

임하다
35 의욕 -체념

4 좋다-나쁘다 12 진취 -보수 20 날카롭다-무디다 28 말이 많다-말이 다 36
자존심이 강하다-자

존심이 없다

5 옳다-그르다 13 공격 -방어 21 빠르다-느리다 29 그립다-지겹다 37 부유하다-가난하다

6 부드럽다-거칠다 14 하다-어리석다 22 강하다-약하다 30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

다-불만스러운 생활

을 한다

38
융통성이 있다-고지

식하다

7 고맙다-고맙지 않다 15 극 -소극 23 새롭다-낡다 31 유능하다-무능하다 39 용감하다-비겁하다

8 밝다-어둡다 16 정신 -육체 24 활발하다-둔하다 32
친 하다-불친 하

다
40

믿을 수 있다-믿을 수 

없다

- 자유연상 결과와 복된 형용사 5 : 1, 4, 6, 9, 22번

- 의미차원에 의한 구분: 1～12-평가요인, 13～15-능력요인, 16～18-정신 ․사변 요인, 19～24-활동성 요인, 25～40-자유연상 결과

※ 출처: 박경숙 1974, 3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1> 선생(교사)의 자아상 검사를 한 형용사군(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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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5명이 자유연상으로 추출한 형용사 32

과 박경숙(1974)이 연구원을 상으로 자유연

상 기법을 용하여 개발한 21 의 형용사를 

이용하여 문가 검토 작업과 직 교사를 

상으로 한 검사를 거쳐 최종 으로 45 의 형

용사로 구성된 5  척도의 유치원 교사의 자아

상 검사 도구를 개발하 다. 그리고 요인 분석 

결과 나타난 유치원 교사의 4가지 자아상 요인

은 교사의 사회  평가, 교사의 태도, 교사의 자

질, 교사의 역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개인  배경 변인에 따른 자아상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경력이 많을수록 부정 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정 인 자아

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원 등

(2006)은 이학주(2000)의 의미변별 척도를 수

정 용하여 38 의 형용사로 특수학교 교사의 

자아상을 측정하 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

아상의 역을 활동, 평가, 능력, 자질, 역할 등 

5개로 구분하 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 연

상법을 통해서 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가 개

발되었으며, 자아상을 구성하는 요인과 개인별 

특성에 따른 분석이 교사 군별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 의미변별법에 의한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  측정 방법

3.1 의미변별법에 의한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은 ‘ 비 

연구- 합성 검토-신뢰도 검증’과정(<그림 1> 

참조)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비 연구는 ○○

학 교육 학원에 재학 인 사서교사 20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비 연구 상자에게 ‘사

서교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한 질문

과 ‘사서교사와 련해서 떠오르는 단어’를 자

유롭게 연상하여 도록 한 후, 함께 읽어가면

서 사서교사의 자아상 련 형용사 44개 을 

추출하 다.

추출한 형용사는 먼  정 인 의미를 가진 

<그림 1> 의미변별법을 활용한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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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를 먼  추출하고 국어사 을 활용하여 

각 형용사의 상  개념을 가진 형용사를 찾

은 다음 ‘ 정 -부정 ’ 개념을 가진 형용사 

을 설계한 후, 직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

학 문 교사 1인의 자문  검토를 거쳐서 완

성하 다. 다음으로 문헌정보학 문가 1인, 

비 연구 상 사서교사 20명과 함께 선택한 형

용사의 합성 정도를 검토하 다. 이 과정에

서 ‘순진하다-불손하다, 어렵다-쉽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공격 이다-방어 이다’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형용사와 의미가 복되는 

4 의 형용사를 제외시켰다. 끝으로 40개의 형

용사 을 박경숙(1974)의 4가지 요인(평가요

인, 능력요인, 정신 ․사변 요인, 활동성 요

인)과 임경원 등(2006)이 활용한 5개 역(능

력․평가․역할․활동․평가․자질)을 참고하

여 구분하고 신뢰도를 검증하 다. 이 게 의

미변별법을 활용하여 개발한 40 의 형용사 

과 신뢰도 검증 결과(Cronbach’s α=.947)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문항번호 역 문항
역별

Cronbach’s α 
체

Cronbach’s α 

1

능력

열정 인 소극 인

.742

.947

2 정 인 부정 인

3 공평한 불공평한

4 야무진 무른

5 가 있는 가 없는

6 결단력 있는 우유부단한

7 추진력 있는 추진력 없는

8 계획 인 충동 인

9 창의 인 상투 인

10 생산 인 비생산 인

11

평가

섬세한 둔한

.892

12 보람 있는 보람 없는

13 멋진 시원찮은

14 유연한* 완고한

15 편안한 불안한

16 행복한 불행한

17 후련한 답답한

18

활동

한 옹졸한

.822

19 신 한 경솔한

20 우아한 라한

21 상냥한 무뚝뚝한

22 강한* 약한

23 부지런한 게으른

24 친 한* 불친 한

25 새로운* 낡은

<표 2> 의미변별법을 활용한 사서교사 자아상 검사 도구용 형용사   신뢰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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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의 개인  특성

1
선생님의 경력은?

□①5년 미만 □②5년 이상～15년 미만 □③15년 이상

2
선생님의 근무 학교는?

□① 등학교 □② 학교 □③고등학교

3
선생님의 근무지역은?

□①특별시   □② 역시 □③시․군 지역 이하

4
근무학교의 설립 유형은?

□①국․공립학교      □②사립학교

  <표 4> 자아상 분석을 한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의 자아상을 측정하

기 해서 개발한 의미변별법(형용사 )의 문

항을 다음 <표 3>과 같이 Likert 5  척도로 구

성하 다. 따라서 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 경

향을 나타낸다.

내가 생각하는 사서교사는 

                           
01

02

열정 인   □   □   □   □   □ 소극 인

정 인   □   □   □   □   □ 부정 인

이하생략

<표 3> 의미변별법의 문항 구성( )

3.2 연구 상  측정 방법 

개발한 사서교사 자아상 검사 도구를 용하

기 하여 한국학교도서 의회의 도움을 얻어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사서교사 200명을 상

으로 2012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에 응답한 사서교사는 140명으

로 70%의 회수율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

사의 자아상을 구성하는 요인과 개인별 특성 간

의 상 계를 알아보고자, 교사 개인별 배경 변

인(<표 4> 참조)을 경력, 근무지, 근무학교  그

리고 학교 설립 형태로 구분하 다.

문항번호 역 문항
역별

Cronbach’s α 
체

Cronbach’s α 

26

역할

독립 인 의존 인

.881

27 존경받는 무시당하는

28 향력 있는 향력 없는

29 조 인 비 조 인

30 재미있는 시시한

31 유머감각 있는 유머감각 없는

32 안정 인 불안정 인

33

자질

능숙한 미숙한

.755

34 분별력 있는 분별력 없는

35 능동 인 수동 인

36 활동 인* 비활동 인

37 지 인* 무지한

38 배려심이 있는 배려심이 없는

39 개방 인 폐쇄 인

40 사교 인 비사교 인

*표시한 6개의 형용사군은 <표 1>의 교사의 자아상 검사를 한 형용사군과 복됨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과 자아상 분석  39

회수된 설문지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은 빈

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자아상 각 문항(형용사 

)에 해서는 평균, 표 편차와 같은 기술통

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 특성에 따른 자

아상 역 별 차이를 알아보기 해서 T-Test와 

One Way Anova 분석을 하 다. 본 연구의 실

증 분석은 유의수  p<.05, p<.01, p<.001에서 검

증하 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5.0 로

그램을 사용하 다.

4. 자아상 측정 결과

4.1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특징

자아상 측정에 참여한 140명의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특징을 살펴보면(<표 5> 참조), 우

선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사서교사의 비율

이 62.9%로 가장 높고, 학교 별로는 고등학교

에 근무하는 경우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근무학교의 소재지는 시․군지역이 34.3%,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근무자가 81.4%

를 차지했다. 

4.2 역별 기술 통계량 분석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역별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표 6> 참조), 평균값이 2.09인 것으

로 나타나 매우 정 인 자아상을 보 다. 

체 으로 보면, 사서교사는 스스로를 ‘친 하고 

계획 이며 섬세하고 조 일 뿐만 아니라 분

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정 으로 평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 으로 ‘불공평하

고 라하며 향력 없고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비활동 ’이라고 여기는 부정 인 자아상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별로는 능력(M=1.81)과 자질(M=1.91)

에 한 자아상이 높은 반면, 활동(M=2.06), 

평가(M=2.22) 그리고 역할(M=2.37) 역의 자

아상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측정 문항별로

는 활동 역의 ‘친 한-불친 한’(M=1.56)과 

능력 역의 ‘계획 인-충동 인’(M=1.57) 문

항의 자아상이 가장 정 으로 나타났고, 평가 

역의 ‘후련한-답답한’(M=2.98) 문항이 매

우 낮은 자아상을 보 다. 역별 평가 문항별로 

가장 정 인 자아상을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평가 역은 ‘섬세한-둔한’(M=1.69), 역할 

역은 ‘ 조 인-비 조 인’(M=1.75) 그리고 

자질 역에서는 ‘분별력 있는-분별력 없는’ 

(M=1.79)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교육경력

5년 미만 24 17.1

5-10년 미만 88 62.9

10-15년 미만 18 12.9

15년 이상 10 7.1

근무학교

등학교 54 38.6

학교 30 21.4

고등학교 56 40.0

<표 5>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특성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소재지

특별시 40 28.6

역시 36 25.7

시군이하지역 64 45.7

학교유형

국공립 114 81.4

사립 26 18.6

합계 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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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역 문항 N 최소값 최 값 평균(M) 표 편차

열정 인 소극 인 140 1 5 1.89 .950

정 인 부정 인 140 1 5 1.98 1.007

공평한 불공평한 140 1 5 2.09 1.079

야무진 무른 140 1 5 1.83 .897

가 있는 가 없는 140 1 5 2.08 .898

결단력 있는 우유부단한 140 1 5 2.14 .971

추진력 있는 추진력 없는 140 1 4 1.97 .873

계획적인 충동적인 140 1 5 1.57 .731

창의 인 상투 인 140 1 5 1.74 .755

생산 인 비생산 인 140 1 4 1.81 .804

평균 1.91

평가 역 문항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섬세한 둔한 140 1 5 1.69 .759

보람 있는 보람 없는 140 1 5 1.91 1.031

멋진 시원찮은 140 1 5 2.09 .974

유연한 완고한 140 1 5 2.08 .890

편안한 불안한 140 1 5 2.39 1.057

행복한 불행한 140 1 5 2.38 1.028

후련한 답답한 140 1 5 2.98 1.102

평균 2.22

활동 역 문항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한 옹졸한 140 1 4 2.06 .833

신 한 경솔한 140 1 4 1.83 .768

우아한 초라한 140 1 5 2.87 .995

상냥한 무뚝뚝한 140 1 4 1.70 .775

강한 약한 140 1 5 2.62 1.069

부지런한 게으른 140 1 5 1.74 .845

친절한 불친절한 139 1 4 1.56 .650

새로운 낡은 140 1 4 2.06 .841

평균 2.06

역할 역 문항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독립 인 의존 인 140 1 4 1.93 .919

존경받는 무시당하는 140 1 5 2.88 1.014

영향력 있는 영향력 없는 140 1 5 2.89 1.126

협조적인 비협조적인 140 1 5 1.75 .823

재미있는 시시한 140 1 5 2.36 .931

유머감각 있는 유머감각 없는 140 1 4 2.49 .869

안정 인 불안정 인 140 1 5 2.26 1.064

평균 2.37

자질 역 문항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능숙한 미숙한 140 1 5 1.86 .807

분별력 있는 분별력 없는 140 1 5 1.79 .773

능동 인 수동 인 140 1 5 1.88 .909

활동적인 비활동적인 140 1 4 2.16 .931

지 인 무지한 140 1 4 1.83 .739

배려심이 있는 배려심이 없는 140 1 5 1.68 .771

개방 인 폐쇄 인 140 1 5 2.04 .963

사교 인 비사교 인 140 1 5 2.07 .964

평균 1.91

체 평균 2.09

<표 6>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역별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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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역별로 가장 낮은 자아상을 보인 문

항은 능력 역 ‘공평한-불공평한’(M=2.09), 

활동 역 ‘우아한- 라한’(M=2.87), 역할 

역 ‘ 향력 있는- 향력 없는’(M=2.89), ‘존경

받는-무시당하는’(M=2.88), 자질 역 ‘활동

인-비활동 인’(M=2.16) 등인 것으로 나타

났다. 

4.3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자아상 차이 분석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능력 역에 한 자

아상(<표 7> 참조) 평균 수를 비교한 결과, 

교육경력이 15년 이상(M=1.63)된 사서교사가 

가장 정 이고, 경력 5년에서 10년 미만(M= 

1.98)의 사서교사가 가장 부정 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근무 학교별로는 고등학교(M=1.88)

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자아상 평균 수가 

정 인 반면에 학교(M=2.01)에 근무하는 

사서교사가 다소 부정 이었다. 소재지별로는 

특별시(M=1.83)에 비해서 역시(M=2.01)

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자아상이 다소 낮게 나

타났다. 학교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학교(M= 

1.81)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능력에 한 자

아상이 국․공립학교(M=1.93)에 비해서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배

경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p<.05)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평가 역에 한 

자아상(<표 8> 참조)은 교육경력 15년 미만 까

지는 상 으로 부정 (M=2.18～2.29)이지

만, 경력 15년 이상(M=1.59)을 넘어서면서 

매우 정 으로 유의미한 변화(p<.05)가 나타

났다. 근무학교별로는 등학교(M=2.19)에 근

무하는 사서교사의 자아상이 가장 정 이고, 

배경 변인 N 평균 표 편차 t/F 유의확률

교육

경력

5년 미만 24 1.93 .610

1.482 .222

5-10년 미만 88 1.98 .641

10-15년 미만 18 1.72 .605

15년 이상 10 1.63 .801

합계 140 1.91 0.66

근무

학교

등학교 54 1.89 .708

.433 .649
학교 30 2.01 .587

고등학교 56 1.88 .622

합계 140 1.91 .647

소재지

특별시 40 1.83 .606

.721 .488
역시 36 2.01 .637

시군이하지역 64 1.90 .679

합계 140 1.91 .647

학교

유형

국공립 114 1.93 .649

.893 .373사립 26 1.81 .639

합계 140 1.87 0.64

<표 7>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능력 역>에 한 자아상 차이 검증 결과



4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3

배경 변인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교육

경력

5년 미만 24 2.18 .648

2.940* .035

5-10년 미만 88 2.28 .687

10-15년 미만 18 2.29 .870

15년 이상 10 1.59 .757

합계 140 2.22 .726

근무

학교

등학교 54 2.19 .637

.136 .873
학교 30 2.28 .754

고등학교 56 2.20 .798

합계 140 2.22 .726

소재지

특별시 40 2.06 .791

1.291 .278
역시 36 2.29 .673

시군이하지역 64 2.27 .708

합계 140 2.22 .726

학교

유형

국공립 114 2.24 .692

.992 .323사립 26 2.09 .860

합계 140 2.17 0.78

<표 8>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평가 역>에 한 자아상 차이 검증 결과

소재지별로는 특별시(M=2.06) 그리고 학교 설

립 유형별로는 사립학교(M=2.09)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자아상이 정 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p<.05)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활동 역에 한 자

아상(<표 9> 참조)은 경력 15년 이상(M=1.68)

된 사서교사의 자아상이 가장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별로는 학교(M=2.02), 소

재지별로는 특별시(M=2.01)에 근무하는 사

서교사의 자아상이 정 으로 나타났다. 학교

의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M=2.06)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p<.05)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역할 역에 한 자

아상(<표 10> 참조) 역시 경력 15년 이상(M= 

1.86)된 사서교사가 가장 정 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학교 별로는 등학교(M=2.31), 소재

지별로는 특별시(M=2.27) 그리고 학교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학교(M=2.31)에 근무하는 사

서교사의 자아상이 상 으로 정 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p<.05)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자질 역에 한 

자아상은(<표 11> 참조), 경력 15년 이상(M= 

1.61)된 사서교사의 자아상이 가장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별로는 등학교(M= 

1.83), 소재지별로는 시․군 이하 지역(M=1.84)

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자아상이 더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설립 유형별로

는 동일한(M=1.91) 자아상 수 을 보 다. 그

러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p<.05)는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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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변인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교육

경력

5년 미만 24 2.04 .618

1.768 .156

5-10년 미만 88 2.11 .520

10-15년 미만 18 2.04 .585

15년 이상 10 1.68 .766

합계 140 2.06 .570

근무

학교

등학교 54 2.04 .530

.150 .861
학교 30 2.02 .555

고등학교 56 2.09 .622

합계 140 2.06 .570

소재지

특별시 40 2.01 .644

1.037 .357
역시 36 2.17 .593

시군이하지역 64 2.02 .504

합계 140 2.06 .570

학교

유형

국공립 114 2.06 .540

.076 .940사립 26 2.05 .700

합계 140 2.06 0.62

<표 9>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활동 역>에 한 자아상 차이 검증 결과

배경 변인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교육

경력

5년 미만 24 2.34 .682

2.374 .073

5-10년 미만 88 2.41 .615

10-15년 미만 18 2.48 .822

15년 이상 10 1.86 .513

합계 140 2.37 .660

근무

학교

등학교 54 2.31 .627

.436 .647
학교 30 2.45 .694

고등학교 56 2.37 .678

합계 140 2.37 .660

소재지

특별시 40 2.27 .671

.951 .389
역시 36 2.48 .675

시군이하지역 64 2.36 .644

합계 140 2.37 .660

학교

유형

국공립 114 2.38 .634

.501 .617사립 26 2.31 .774

합계 140 2.35 0.70

<표 10>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역할 역>에 한 자아상 차이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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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변인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교육

경력

5년 미만 24 1.93 .653

.823 .483

5-10년 미만 88 1.95 .607

10-15년 미만 18 1.88 .706

15년 이상 10 1.61 .904

합계 140 1.91 .650

근무

학교

등학교 54 1.83 .622

.777 .462
학교 30 1.94 .707

고등학교 56 1.98 .648

합계 140 1.91 .650

소재지

특별시 40 1.92 .684

.927 .398
역시 36 2.03 .685

시군이하지역 64 1.84 .608

합계 140 1.91 .650

학교

유형

국공립 114 1.91 .631

-.001 1.000사립 26 1.91 .741

합계 140 1.91 0.69

<표 11>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별 <자질 역>에 한 자아상 검증 결과

5. 결론  제언

5.1 결론

의미변별법을 활용한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

사 결과 교과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생각하

고 있는 사서교사에 한 부정 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스스로는 매우 정 인 자

아상(M=2.09)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체 으로 사서교사는 자신을 ‘친 하고 

계획 이며 섬세하고 조 일 뿐만 아니라 분

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 으로 ‘불공평하고 라하며 향력 없고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비활동 ’이라고 여기는 

부정 인 자아상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서

교사는 능력과 자질 역에 해서는 정 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있지만, 활동, 평가, 역할과 

련해서는 상 으로 부정 인 자아상을 형

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자아상의 검증 

결과, 교육경력이 사서교사 스스로 자신을 어떻

게 평가하는가 하는 평가 역에 유의미한 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경력이 15

년이 넘어서면서 정 인 자아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근무학교, 소재지  학

교 설립 유형 등 나머지 배경 변인은 자아상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인 은 평균 수를 기 으로 교육경

력 15년 이상 된 사서교사가 평가 역 이외에 

능력, 활동, 역할, 자질 등  역에 걸쳐서 평

균 1 의 매우 정 인 자아상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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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다. 그리고 특별시에 근무하는 사서

교사의 경우 능력, 평가, 활동  역할 역에 

한 자아상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

무학교 별로는 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

사가 평가, 역할, 자질 역에서 상 으로 높

은 자아상을 보 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

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

사가 능력, 평가, 역할 역에서 정 인 자아

상을 보이고 있다. 

5.2 제언

교육 경력 15년 이상 된 사서교사의 평가 

역에 한 자아상이 높다는 은 사서교사 상

호 간의 교류의 필요성과 선배 사서교사의 조

언자내지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요함을 보여

다. 상호교류와 선배 사서교사의 리더십의 

요성은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가 처해 있는 

내․외  환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

선 문헌정보학계 내 으로는 그 동안 지속된 

학교도서 의 침체로 인해 문헌정보학 교육에

서 사서교사 양성 역이 크게 정체되어 왔고, 

학교도서 활성화사업  등으로 상황이 바

고 있는 재까지도 개선의 조짐은 별로 나타나

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김종성 2006). 한 외

부 으로는 무자격 비정규직의 확  배치와 자

격 유형 간 역할 구분이 혼재된 상태이기 때문

에 사회 으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수자로서의 역할 제한으로 문직의 

자율성마 도 일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송

기호 2010). 

사서교사의 상호 교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12년도 국도서 운 평가 결과상의 

직무 련 연구 모임 참여율을 살펴보면, 10  

만 에 3.3 으로 겨우 33%의 도달률을 보이

고 있다(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 문

화체육 부 2013, 205). 따라서 정 인 자

아상을 가진 선배 사서교사와 상 으로 부정

인 자아상을 가진 후배 사서교사의 교류와 

력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한국도서 회

나 한국학교도서 의회의 재자로서의 역

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들 기 이 사서교사 련 의회 운 과 직무

연수를 개발할 때에는 권역별, 학교 별로 통

합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사서교사용 교원능력개발 평가지표별로 설

계한 맞춤형 연수과목에 한 사서교사의 선호

도를 분석한 결과(송기호 2011)를 보면, 사서

교사는 주로 교육정보 사 역과 련된 연수

과목을 핵심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수업용 자료 개발에 한 선호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사서

교사가 교육 장에서 기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고 정 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사서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교육정보 사 

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서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안정

인 수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사서교사가 직

업  안정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도서 진흥법 을 개정하여야 한다. 한 사서

교사, 사서, 실기교사(사서) 등 학교도서 에 

두는 인 자원의 자격 유형에 따른 명확한 역

할 구분을 통해서 문성을 인정하는 제도  뒷

받침도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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