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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범주를 설정하여 정보서비스 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스 범 와 내용 설정 결과 정보제공 역과 안내 역의 서비스 

내용이 독서교육이나 교과와 연계한 정보활용교육과정 운 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 국도서 운 평가 결과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스 도달률은 48.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독서상담

이나 독서치료 등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의  역과 련된 정보서비스 내용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사서교사 등 문 인력자원의 

지속 인 배치를 한 제도 개선이 실한 실정이다. 한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핵심 역인 정보활용교육의 

국가 수  교육과정에서의 상 강화,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서상담과 치료 등 학생의 스트 스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도서  정보서비스가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학교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us of information service and to suggest its activation 
strategies after establishing its category in the school library. As a result of establishing scope 
and contents of information service, materials of information offering and guide are converged 
on read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integrated subjects. But the arrival 
rate of information service is very low like 48.2% under the 2012 Korean Libraries' Management 
Evaluation. It is especially poor to raise self resilience and school participation of students 
with information service involved in the affective domain such as readers' advisory service and 
bibliotherapy. In order to activate its information servic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systems 
improvement in placement of the teacher librarian. It is also necessary to reinforce the status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under the nation-level curriculum and continuous base 
expansion as a core information service of the school library. Service development for readers' 
advisory service and bibliotherapy is also needed to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 and stress 
situation of the student. The school library has to make an effort to connect its information 
service with local communities for the schoo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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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필요성

정보서비스는 인간의 지식 발달에 기여하는 

모든 자료와 개인 사이를 이어주는 사서의 개

자로서의 역할을 극 으로 구 하기 한 활

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서비스를 성

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자료의 내용에 

한 이해와 함께 이용자인 개인과 각 개인이 구성

하고 있는 사회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Shera 

1984, 28).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서비스는 도서

의 설립 목 은 물론 개별 도서 이 처해 있

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도서 의 사명은 교육과정의 핵심 역

으로서 학교 교육 목  달성에 기여하고, 학생에

게 독서와 학습의 즐거움 그리고 평생 동안 도서

을 이용할 수 있는 습 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다. 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IFLA/UNESCO 

1999). 이러한 사명을 구 하기 해서 학교도

서  이용자 교육은 도서 에 한 지식과 정보

탐색  이용에 필요한 기능 그리고 도서 을 활

용해서 학습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서  이

용 동기를 포함한다. 특히 학생의 자주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하여 정보활용교육 로그

램을 실시하여야 한다(IFLA/UNESCO 2002). 

따라서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스는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교육과정

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학교도서  로그램과 교육과정

과의 완 한 통합과 서비스의 교수-학습지원을 

강조한 ALA/AECT의 1988년도 기 (Infor- 

mation Power: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과 정보활용능력의 구체 인 

기 을 제시한 AASL/AECT의 1998년도 기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의 향을 받아 제6차 교육과정

부터 정보활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활용교육이 국가 수 의 교육

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나 교과 역에 포함

되지 못한 채 선택과목이나 창의  체험활동의 

일부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정보활용

능력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활용능력으로 규정하거나, 정보서

비스에 필요한 장서와 사서교사 등 문 경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정보활용교육이 교육 

장에 정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변우복 

2007). 따라서 학교도서 이 단순히 자료 열람 

서비스 이상의 사명을 구 하고 학생의 성공에 

기여하기 해서는 정보서비스의 개 방향과 

황을 분석하고 한 활성화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범주를 설정하여 정보서비스 운  황을 분석

하고 활성화 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 학교

도서  정보서비스의 범주 설정을 해서 최

신문헌정보학의 이해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349-356)에서 제시한 3개 역에서 10가지의 

정보서비스 내용과 통 인 이용자교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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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보서비스 역과 내용

으로 삼았다(<그림 1> 참조). 단, 본 연구에서

는 홍보, 직원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역은 제외

하 다. 한 한 정보의 탐색과 평가 기술

을 지도하는 교육 역의 경우 학과 학교도

서 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특정주제 심의 교

과목 통합 교육을 서비스 내용으로 선정하 다. 

다음으로 학교도서  경 과 정보서비스 

반에 향을 끼치고 있는 구성주의 교육 과 정

보활용교육과정 개발 내용 그리고 학교도서

의 핵심가치와 사서교사의 역할 등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토 로 <그림 1>의 정보서비스 

내용과 비교하여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범

주를 설정하 다. 그리고 2012년 국도서 운

평가에 포함된 학교도서  평가 내용을 토

로 각 범주별 정보서비스 실태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 다. 

    2.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범주 설정

2.1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에 향을 끼치는 

요인 분석

학교도서 의 경  목 은 교육과정 운 에 

기여함으로써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다. 따라서 정보서비스의 범주를 설정하기 해

서는 학교 교육에 향을 주고 있는 교육 과 

이를 실 하기 한 교육과정 그리고 기 과 제

도 속에 담긴 학교도서 의 핵심가치와 사서교

사의 역할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2.1.1 구성주의 교육 과 사서교사의 역할

오늘날 학교 교육은 상 인 지식 에 기반

을 둔 구성주의의 향 하에 놓여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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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역할이 지식의 달자에서 수업 환경 조

성자, 안내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

에서 교육과정 운 에 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의 자주  지식 구성에 필요한 학습기술을 

지도하는 사서교사의 역할 한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이러한 역할

은 자원기반학습과 정보문해(information liter- 

acy)로 일반화 되었다(고 만 2010, 53-54). 

사회  구성주의에 따르면, 학교도서 은 학

습자 심의 교육과정 운 에서 지식 습득에 필

요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요한 교실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이러한 학습 

환경 조성자일 뿐만 아니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활용능력 지도를 통해서 학습방

법과 학습정보를 학생의 교과학습과 연계시키

는 학습 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송기호 

2009, 21-22).

2.1.2 교육  인간상 구 을 한 

정보활용교육과정의 개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인간

상은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그리고 세계인이

다. 특히 창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창의  사고 능력(확산  사고와 논리  비

 사고)과 창의  성향(개방성, 과제 집착력, 

호기심, 자발성, 자기 신뢰감, 민감성)을 꼽고 있

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22). 구체 으로 

등학교 교육 목표에서는 창의  인재가 갖추어

야 할 기  능력을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

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28). 

한 2009 개정교육과정의 등학교(교육과학기

술부 2009b, 48), 학교(교육과학기술부 2009c, 

57), 고등학교(교육과학기술부 2009d, 61) 교

육과정 편성 운  방향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능력’

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수 의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이러

한 정보처리능력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서 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목 인 ‘학생

들이 지식정보사회에 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 분석․해석하고, 종합․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달하는 정보활용능

력을 신장하는 것’(한국도서 회 학교도서  

교육과정 원회 2007, 13)과 일치한다. 따라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인’이 갖추어야 할 기

 능력은 창의  사고력이며 정보활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근 발달 역과 사서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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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가. 자주인: 지․덕․체의 고른 발달, 개성의 발휘, 진로개척, 자기주도성 등
나. 창의인: 기초능력 구비,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독창성,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 등
다. 문화인: 다양한 문화  소양, 다원  가치에 한 이해, 삶의 질 추구 등
라. 세계인: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지구 공동체 문제해결, 인류 공 , 배려와 나눔 등

교육목표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
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
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
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력을 기른다.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
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학교 
별 

공통
사항

편성
운

<효율  교육활동을 한 노력>
교과 수업은 탐구 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
쓴다.

<학생 활동 심 교육과정>
교과 수업은 탐구 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
쓴다.

<효율  교육활동을 한 노력>
교과 수업은 탐구 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
쓴다.

도서 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목

도서 과 정보생활 의 정보 활용 능력 내용 체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에 
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

색, 분석․해석하고, 종합․
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
보를 창출하고 달하는 정
보 활용 능력을 신장한다.

정보를 탐색, 분석․해석하고, 종합․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달하는 능력

○정보탐색과 근
∙나만의 문제 만들기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정보 분석과 해석
∙정보 읽고 이해하기
∙정보 정리하기
○정보종합과 표
∙정보 표 하기
∙정보 평가하기

○정보탐색과 근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 요구 악
하기 
∙정보과제 해결을 한 정보 찾기
○정보 분석과 해석
∙ 측하며 읽기
∙비 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정보종합과 표
∙정보 종합  조직하기
∙정보 표 하기
∙정보 활동 평가

○정보탐색과 근
∙정보요구 확인
∙정보탐색 략 수립
∙참고자료 이용
∙온라인 목록과 인터넷 정보검색
∙탐색결과의 합성 단
○정보 분석과 해석
∙정보 분석과 해석의 과정
∙정보자료의 구성 요소
∙독서활동과 략
∙ 상자료와 시청
∙ 자 자료와 라우징
○정보종합과 표
∙정보종합과 표 의 의의
∙정보종합  조직 방법
∙정보자료의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
∙정보표 과 달 략
∙정보매체와 표 의 실제
∙정보활동 평가와 반성

※출처: 송기호 2011, 41의 내용을 재정리함

<표 1> 2009 개정교육과정과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의 목  비교

2.1.3 학교도서 의 핵심가치

학교도서  경 의 요체가 되는 핵심가치는 

IASL(1993)의 학교도서  정책 성명서 , IFLA/ 

UNESCO(2009)의 학교도서  선언 과 이를 

실 하기 한 IFLA/UNESCO(2002)의 학

교도서  지침  그리고 OECD(2001)의 학교

도서  정책 보고서  등 주요 국제 기 에 포함

되어 있다. 이들 기 에 나타난 핵심 가치를 종

합하면(<표 2> 참조), 정보통신기술과 교내․

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자료에 한 근성 보

장, 평생학습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창의력 신

장을 한 교육 활동 등이다. 특히 교육의 실천 

략으로써 동을 통한 통합교육과정 운 을 

강조하고 있다. 

2.1.4 법과 제도에 나타난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의 역할

도서 법 (법률 제11310호) 제38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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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교육 ∙평생학습능력 ∙정보활용능력 ∙창의력 신장 ∙미래 직업 비

동 ∙ 동수업 ∙통합 교육과정

근성 ∙물리  근성 ∙지  근성 ∙경제  근성 ∙지역사회 연계

문화  소양 ∙문화생활 ∙여가생활

민주시민 ∙지 자유 ∙정보평등 ∙사회  책임감

※출처: 송기호 2009, 236의 내용을 수정함

<표 2> 국제 인 학교도서  기 에 나타난 유형별 핵심 가치와 내용

학교도서 진흥법 (법률 제11310호) 제6조(학

교도서 의 업무)에서는 ‘5. 도서  이용의 지

도  독서교육, 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

의 교육’을 정보서비스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조(독서교육 등)에서는 ‘교육부장

과 시․도교육감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  계획에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포함

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서 기 에서는 학교도서  

서비스를 자료 제공 심의 참고․정보서비스

와 교육 심의 정보활용  독서교육으로 구분

하고 있다. 이 기 에서 정하고 있는 참고․정

보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 웹기반 학습지원, 자도서  구축을 통

한 교수학습 자료 제공, 공공도서  등 정보센

터와 연계한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이다. 그리고 

정보활용능력의 함양과 정서순화  인성계발

에 필요한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을 교과학

습과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경험과 사례 심

으로 실시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한

국도서 회 한국도서 기 특별 원회 2013, 

157-158).

한편, 사서교사의 교직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개발하기 해서 개발한 2010학년도 교원능력

개발평가 표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2010)

에서는 사서교사에 한 평가 요소를 도서  경

, 정보자료 리, 교육  수업지원 등 3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  정보서비스와 련된 교육 

 수업지원의 평가지표(<표 3> 참조)는 도서

 이용자 교육, 도서 활용수업  동수업, 

평가 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지표 개요

생활지도

(학생지원)

교육 

수업지원

도서  이용자 교육
학교의 상황에 합한 도서  이용 로그램을 계획하고, 체계 으로 도서 이용 

수업을 개하는가에 한 평가

도서 활용수업  

동수업

학교도서 의 자료와 각 교과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교과수업을 지원하고, 교과교

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개  평가할 수 있는가에 한 평가

독서교육

독서의 본질과 학습자의 발단단계를 이해하여 한 독서 략을 용하고, 독서 

자료와 교과학습을 연계한 학습 독서를 개하며, 독서 태도  습  형성을 

한 행사를 개할 수 있는가에 한 평가 

정보활용교육* 
정보활용교육의 목 , 내용, 방법을 이해하고, 교수-학습 원리를 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개할 수 있는가에 한 평가

* 정보활용교육은 해당 학교에서 사서교사에게 정보활용교육과 련된 정규수업(재량활동 등)을 배정한 경우에만 평가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 14

<표 3> 사서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역ㆍ요소ㆍ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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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범 와 내용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교육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2.2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범주 설정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도서 의 경 과 정보

서비스에 향을 끼치는 요인을 역별로 종합

하면(<그림 3> 참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

다. 첫째, 정보제공 역의 서지확인은 웹기반 

학습지원으로, 도서  상호 차와 문헌복사는 

공공도서  연계로 그리고 퍼럴(referral)서

비스는 지역사회 연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안내 역의 독서상담과 독서치료는 명확

하게 서비스의 내용에 포함되지 있지 않고 다만 

독서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선택  정보 

제공은 교수 학습자료 제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이용자 교육과 동수업을 통한 

정보활용교육이 학교도서 의 주요 교육 정보

서비스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활용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 내

용이 자료의 유형별 특징과 활용법을 모두 포함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표 1> 참조), 정보제공 

역의 질의에 한 해답 제공과 안내 역의 

보고서 작성과 독서교육, 교육 역의 이용자 교

육은 동수업을 통한 정보활용교육으로 통합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지

향 은 교과와 연계한 정보활용교육과정의 

동  운 임을 알 수 있다.

    3.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황 분석

3.1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평가 기

2008년부터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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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문화체육 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도

서 운 평가를 보면,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

스 기 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이 평가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교육서비스’는 

학교도서  평가의 핵심 역으로 500  만

에 150 (30%)의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교육서비스 역의 평가 항목은 ‘독서교

육,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 자료이용, 

로그램 우수성’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서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이 100

(66.7%)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제공 

역과 련된 평가지표 ‘온라인 정보제공’이 

운 ․ 산 역의 정보화 항목에 30 의 배

으로 포함되어 있다.

국도서 운 평가에 포함된 학교도서  평

가 기 을 앞에서 설정한 학교도서 의 정보서

비스 범 (<그림 3> 참조)와 비교해 보면, 정보

제공 역의 ‘웹기반 학습지원’은 평가지표  

‘온라인 정보원 제공’과 련성을 보인다. 그리

고 교사와 학생에 한 ‘정보 제공’이 ‘자료 이

용’이라는 평가 항목과 가장 하게 연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안내 역의 ‘선택  정보

항목 평가지표 지표에 한 설문 내용(배 )

4.1 독서교육(30) ○독서 련 활동 실시(30)
① 실시하지 않음(0)
② 희망자를 상으로 독서 련 활동을 실시함(15)
③ 교생( 는 학년별)을 상으로 독서 련 활동을 실시함(30)

4.2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100)

○주당 평균 수업 시간 수(35)
① 4시간 미만(7) ② 4시간~8시간 미만(14)
③ 8시간～12시간 미만(21) ④ 12시간~16시간 미만(28)
⑤ 16시간 이상(35)

○학기당 평균 교과목 수(15)
① 참여 교과 없음(0) ② 1개 교과(5)
③ 2개 교과(10) ④ 3개 교과 이상(15)

○학기당 평균 참여 교사 수(20)
① 1명(4) ② 2명(8) ③ 3～4명(12)
④ 5~6명(16) ⑤ 7명 이상(20)

○교과연계 련 도서 목록 제공(15)
① 제공 안함(0) ② 연 1회 제공(5)
③ 연 2회 제공(10) ④ 연 3회 이상 제공(15)
※참고도서는 포함하되, 필독도서 목록은 제외

○정규교과시간 외 로그램 운 (15)
① 운  안함(0) ② 1개 운 (5)
③ 2개 운 (10) ④ 3개 이상(15)

4.3 자료이용(20)

○연간 학생 1인당 출권수(10)

① ( ) 10권 미만 ( ․고) 5권 미만(2)
② ( ) 20권 미만 ( ․고) 10권 미만(4)
③ ( ) 30권 미만 ( ․고) 15권 미만(6)
④ ( ) 50권 미만 ( ․고) 25권 미만(8)
⑤ ( ) 50권 이상 ( ․고) 25권 이상(10)

○연간 교직원 1인당 출권수(10)

① ( ) 10권 미만 ( ․고) 5권 미만(2)
② ( ) 20권 미만 ( ․고) 10권 미만(4)
③ ( ) 30권 미만 ( ․고) 15권 미만(6)
④ ( ) 50권 미만 ( ․고) 25권 미만(8)
⑤ ( ) 50권 이상 ( ․고) 25권 이상(10)

4.4 로그램 우수성 ○운 로그램 우수 사례 선택지표(배 미포함)

5.3 정보화(30) ○온라인 정보원 제공(30)

① 온라인 정보원 검색 지원 안함(0)
② 도서  내에서만 도서  운  로그램(DLS 등)을 통해 검색 가능(10)
③ 학교 내부에서만 온라인 정보원 검색 가능(20)
④ 학교 외부에서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원 검색 가능(30)

※출처: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 문화체육 부 2012, 51

<표 4> 국도서 운 평가  학교도서 의 정보․교육서비스 련 역의 평가 항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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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도서 운 평가 지표에 나타난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범 와 내용

제공’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는 ‘교과연계도서목

록제공’임을 알 수 있다. 교육 역의 경우 평가

지표에서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국도

서 평가기 에서는 공공도서 이나 지역사회 

유 기 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과 독서상

담과 독서요법 등 안내 서비스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도서 운 평가 상에 나타난 학교

도서  정보서비스 련 평가 지표를 역별로 

재구성하면 <그림 4>와 같다.

3.2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황

2012년 국도서 운 평가에 참가한 2,084개 

학교도서 의 ‘정보․교육서비스’ 역의 평균 

수를 보면(<그림 5> 참조), 150  만 에 69.3

으로 48.2%의 도달률을 보 다. 정보서비스 역

별로는 정보제공이 50  만 에 23.83 으로 51%

의 도달률을 보 고, 안내 역은 45  만 에 

23.62 을 얻어 52.5%의 도달률을 나타냈다. 그

리고 교육 역은 140  만 에 평균 71.07 을 

얻어서 44.5%의 가장 낮은 도달률을 기록했다. 

정보서비스 내용별로는(<표 5> 참조), 안내 

역의 독서 련활동실시가 가장 높은 64.3%

의 도달률을 보이는 반면, 교육 역의 정규교

과시간외 도서 활용 로그램 운 은 20%로 

가장 낮은 도달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교 

별로는 등학교도서  56.4%, 학교도서  

52.1%, 고등학교도서  45.6% 그리고 특수학

교도서  38.3%의 도달률을 보 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 로 학교도서 의 정

보서비스 황을 정리하면, ‘연간 학생 1인당 

출권수’는 평균 4.2 으로, ‘( )20권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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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스 역별 도달률

역 평가지표 배
평균 수 도달률

(%)고 특수 평균

정보제공

○연간 학생 1인당 출 권수 10 5.7 4.4 4.0 2.5 4.15 42

○연간 교직원 1인당 출 권수 10 3.7 4.0 3.7 2.7 3.5 35

○온라인 정보원 제공 30 20.5 20.1 19.8 9.3 17.4 58

역 평균 수
(도달률 %)

50
(100)

28.1
(59.8)

24.7
(57)

20.9
(55)

21.6
(29)

23.83
(51)

51

안내

○독서 련활동실시 30 23.7 23.4 16 14 19.27 64.3

○교과연계 련도서목록 제공 15 5.5 5.1 4.8 2.0 4.35 29.3

역 평균 수
(도달률 %)

45
(100)

9.4
(64.9)

8.4
(63.3)

7.7
(46.2)

5.2
(35.5)

7.65
(52.4)

52.4

교육

○주당 평균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시간

35 14.4 12.1 12.8 16.8 14.03 40

○학기당 평균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 교과목수

15 9.7 9.7 8.4 7.3 8.78 58.7

○학기당 평균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 참여 교사수

20 14.1 11.0 9.7 13.6 12.1 60.5

○정규교과시간 외 도서 활용 
로그램 운

15 4.3 4.0 2.8 0.7 2.95 20

역 평균 수
(도달률 %)

140
(100)

66.7
(50)

61.6
(43.3)

49.4
(39.6)

42.8
(45.2)

55.1
(44.5)

44.5

체 평균 수
(도달률 %)

180
(100)

101.6
(56.4)

93.8
(52.1)

82
(45.6)

68.9
(38.3)

86.7
(48.2)

48.2

※출처: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 문화체육 부 2013, 205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표 5> 2012년 학교도서  정보서비스 역의 평균 수  도달률

고)10권 미만(4 )’의 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연간 교직원 1인당 출권수’는 

평균 3.5 으로, 등학교서 은 연간 ‘10권～

20권’, ․고등학교도서 은 연간 ‘5권～10권’ 

수 이다. 정보 근성과 련하여 온라인 정보

원 제공 수 은 등학교도서 이 20.5 으로 

‘학교 내부에서만 온라인 정보원 검색’이 가능

한 수 이며, 특수학교도서 은 9.3 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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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에서만 DLS(Digital Library System) 

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수 으로 나타났다.

독서 련 활동은 등학교와 학교도서

에서 교생을 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활용교육  도

서 활용수업은 학기 당 평균 1～2개의 교과

(평균 8.78 )와 평균 3～4명(평균 12.1 )의 

교과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 

(14 )의 도달률을 보인 ‘주당 평균 정보활용

교육  도서 활용수업’은 ‘주당 평균 4～8시

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

과연계도서목록제공’은 평균 ‘연1회 제공’(평균 

4.4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 교과시간 

외 도서  활용 로그램 운 ’의 경우 학교 당 

평균 ‘1개 미만’(평균 3 )의 로그램을 운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연구자가 한국학교도서

의회에 의뢰하여 국도서 운 평가의 학

교도서  평가지표를 기 으로 국의 사서교

사 364명을 상으로 2012년 10월에 실시한 설

문조사의 결과(<표 6> 참조)와 유사하다. 다만, 

국도서 운 평가와 비교했을 때 학기당 평

 변수

교육활동
응답자수(명) 응답률(%)

정보․교육서비스 참여 유형

방과 후 로그램 113 31

방학  주말 로그램 148 40.7

창의  체험활동 265 72.8

교양 선택과목 28 7.7

도서 활용수업 288 79.1

학기 당 평균 도서  

활용수업 참여교과수

참여교과 없음 59 16.2

1개 교과 104 28.6

2개 교과 105 28.8

3개 교과 50 13.7

4개 교과 이상 46 12.6

학기당 평균 도서  

활용수업 참여 교사수

참여교사 없음 56 15.4

1～2명 135 37.1

3～4명 82 22.5

5～6명 50 13.7

7명 이상 41 11.3

학기당 1학  평균 

독서교육 운 시수

참여시간 없음 40 11.0

1시간 90 24.7

2시간 62 17.0

3시간 24 6.6

4시간 이상 148 40.7

학기당 평균 독서 련 

운 로그램 개수

운 로그램 없음 5 1.4

1～2가지 79 21.7

3～4가지 144 39.6

5～6가지 83 22.8

7가지 이상 53 14.6

<표 6> 사서교사의 교육․정보서비스 황 종합(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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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 참여교사 

수에서 1-2명의 비율이(37.1%) 3-4명(22.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을 보면 사서교

사의 정보․교육서비스 참여는 주로 창의  체

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기 당 평

균 독서교육 운  시수는 4시간 이상이 40.7%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서

련 로그램을 3-4가지 운 하는 경우가 39.6%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특징

국도서 운 평가에 따르면, 학교도서  정

보서비스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정보활용교

육과 구체 인 실천 략인 도서 활용수업에 

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배 (180 )에도 불구하고, 평균 86.7 (48.2%)

의 낮은 도달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

의 가장 요한 핵심가치인 ‘교육’의 구체

인 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당 평균 정보

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시간’의 도달률이 

40%에 불과하고, 동수업보다는 창의  체험

활동을 통해서 정보․교육서비스를 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교과연계도서목록제공’과 

같이 학교 교육과정에 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수반하는 서비스도 29.3%의 도달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본 인 정보제공 활동인 ‘교직

원과 학생에 한 연간 평균 출권수’의 도달

률도 각각 35%와 42% 수 에 머물러 있다.

특히 ‘독서상담’과 ‘독서치료’ 등의 정보서비

스를 운 할 수 있는 ‘정규교과시간 외 도서

활용 로그램 운 ’(20%)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교도서  정보서

비스를 담당하는 인 자원의 문성과 직결되

는 평가지표의 도달률이 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도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서비스에 한 

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4.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략

4.1 정보서비스를 담당할 사서교사 의무 

배치를 한 제도 개선

학교도서 이 교육과 동의 경  원리에 입

각해서 문 이고 체계 인 독서교육과 정보

활용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교내․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인 자원 문제 해

결이 요하다. IFLA/UNESCO의 학교도서

 지침 (2002)에서도 ‘사서교사는 문자격을 

갖추고, 학교도서 을 계획․ 리․운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

께 력하고, 공공도서 을 비롯한 여타의 기

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조직원을 확보해야 한

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행 학교도서 진흥법 (법률 제8852

호)은 교육․정보서비스의 질 개선을 담당할 

담 부서 설치와 서비스를 담당할 사서교사의 

배치가 임의조항이다. 이러한 제도  한계를 반

하듯이 2012년 재 학교도서  정보서비스

를 담당할 사서교사 배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한국학교도서 의회, 학교도서 정

책포럼 2013, 2). 특히 지방교육행정기   공

립의 각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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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8

호)에서 정한 사서교사 보정지수를 용하면

(<표 7> 참조), 2012년 재 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545명)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의 사서교사 총 정원(489명)보다 56명

이 과 배치된 상태가 된다.

구 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5지역군

시․도 경기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북 강원, 남, 경북

보정지수 +4,000 +2,000 -2,000 -3,000 -4,000

※출처: 지방교육행정기   공립의 각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고. 

[online]. [cited 2013.2.20]. <http://www.mest.go.kr/web/1096/ko/board/view.do?bbsId=141&pageSize=

10&currentPage=8&mode=view&boardSeq=15937>.

<표 7> 사서교사의 시․도의 지역군 구분  지역군별 보정지수

지역

① 시․도별 공립학교 학생 수

(명/2012.4.1일자)
④ 시․도

별배정 

사서교사 

정원

(=①/⑤)

사서교사 황

(2012. 재)

⑤ 지역

군별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⑥+⑦)

⑥ 국가 

수 의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⑦ 지역

군별 

보정

지수고 계

2012년 

배치

황

과부족

황

서울 476,455 234,990 121,036 832,481 63 83 +20 13,189 11,189 +2,000

부산 168,933 93,075 55,015 317,023 24 37 +13 13,189 11,189 +2,000

구 72,090 143,166 45,868 261,124 20 27 +7 13,189 11,189 +2,000

인천 162,393 98,122 77,380 337,895 26 30 +4 13,189 11,189 +2,000

주 100,578 46,539 22,752 169,869 13 21 +8 13,189 11,189 +2,000

97,259 54,784 35,639 187,682 14 21 +7 13,189 11,189 +2,000

울산 71,544 44,884 38,311 154,739 12 14 +2 13,189 11,189 +2,000

경기 773,301 417,845 323,778 1,514,924 100 97 -3 15,189 11,189 +4,000

강원 87,516 50,658 40,710 178,884 25 23 -2 7,189 11,189 -4,000

충북 93,032 50,411 41,338 184,781 23 20 -3 8,189 11,189 -3,000

충남 126,458 62,371 53,417 242,246 30 28 -2 8,189 11,189 -3,000

북 111,563 50,728 29,112 191,403 23 35 +12 8,189 11,189 -3,000

남 104,797 56,636 41,403 202,836 28 26 -2 7,189 11,189 -4,000

경북 142,542 62,183 42,134 246,859 34 41 +7 7,189 11,189 -4,000

경남 200,754 98,943 77,400 377,097 41 31 -10 9,189 11,189 -2,000

제주 39,642 18,779 13,223 71,644 8 11 +3 9,189 11,189 -2,000

계 2,828,857 1,584,114 1,058,516 5,471,487 484 545 +61

비고
② 교과부가 정한 공립학교 사서교사 총 정원: 489명

③ 국가 수 의 사서교사 1인당 학생수(=①/②): 11,189명

<표 8> 보정지수를 용한 사서교사 정원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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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정(안)

제11조 (학교도서  지원비 등) 

① 특별시․ 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 을 진흥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응하여 해당 연도 산에 자체 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 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제12조( 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  진흥을 

담당하는 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 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

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 ․ 배치기준 ․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학교도서  지원비 등) 

① 특별시․ 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 을 진흥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응하여 해당 연도 산에 자체 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 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하여

야 한다.

③ 행과 같음

④ 행과 같음

제12조( 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  진흥을 

담당하는 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 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

교사 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 ․ 배치기준 ․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의 규모와 자격 유형(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사서)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2조 ②항과 ③항의 내용은 이찬열의원이 표 발의한 학교도서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84. 2012. 9. 26.)의 내용과 동일함

<표 9> 학교도서 진흥법 개정(안)

이것은 향후 교육부가 공립학교 사서교사 정

원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에도 시․도별로 추가 

선발의 근거가 상실될 수 있다는 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력배치 기 은 

시설과 설비 등 물리  환경 조성 이후 학교도

서 이 어떤 서비스를 수행할 것인가에 한 뒷

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도서 진흥법 (법률 제8852호) 

개정을 통해서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 도서 법 (법률 제9528호)과의 상

충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표 9> 참조). 

한 등교육법 (법률 제11384호)에서 정

한 교원으로서의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와 도서 법 (법률 제10558호)에서 정한 사

서의 자격요건이 다른바, 학교도서 의 교육  

역할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와 자격 유

형에 따라서 직무와 배치기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학교도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기본 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과 자료 등

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

(2003-2007년)을 통해서 학교도서  설치율은 

13.5% 향상되었으며(<표 10> 참조), 연 평균 자

료구입비와 소장 도서수도 증가하는 등 서비스

를 한 물리  여건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도서 활용수업 등 지나치게 교실로

서의 역할 수행에 을 두고 일반교실을 리모

델링하 기 때문에 사무공간은 물론 독서상담

이나 독서치료 등을 운 할 수 있는 환경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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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기(2003년) 사업 말기(2006년) 사업 후(2011년)

학교도서  설치률(%)

(도서  설치 학교 수/ 체 학교 수)

82.2

(8,657/10,503개교)

90.9

(10,015/11,016개교)

95.7

(11,461/11,973개교)

연 평균 자료구입비(원) 6,009,000 7,084,000 9,980,000

평균 소장 도서수(권) 8,493 6,776 11,204

평균 열람 좌석수(석) 71.3 60 54.2

※출처: 교육인 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한국도서 회 2011

<표 10> 학교도서 의 주요 자원 변화 추세

악한 실정이다(<그림 6> 참조). 따라서 수업 이

외에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따라서 특색 있게 정

보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IFLA/UNESCO(2002)가 제시한 학교도

서  지침 에서는 도서 을 새롭게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공간 구성 요소로 학습․연구공간, 

자유 독서공간, 교수공간  비실, 매체제작 

 집단 로젝트 공간, 리  교구 보  공간 

등을 제시하고 있다. 

13,500

상자료공간
문헌자료공간

안내/ 리공간

인터넷공간

모둠학습공간

신문 / 잡지
스캐 린터

CD 보 함

스크린

A / C

7,000

<그림 6> 학교도서 진흥법 에서 정한 학교도서  최소 면 (100㎡)의 평면도

         ※출처: 교육인 자원부의 교육시설담당 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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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체계 인 이용자교육을 한 

정보활용교육의 명문화

통 으로 이용자 교육은 교육 상자인 이

용자의 수 에 따라서 도서  이용지도, 도서  

이용교육, 그리고 서지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도서 회 1994, 207-217). 그러나 정보

활용교육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범 가 정보탐

색과 근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 도서  이용

에 심을 두고 있어서 학습의 이성이 약하다

(이병기 2012, 140)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학교도서 의 이용자 교육은 지식기반사

회의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

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체를 하나의 독립 인 

학습 내용으로 악하고 이를 형식 인 교육과

정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정보활용교

육으로 발 하 다(송기호 2012, 509). 

그리고 사서교사는 임용을 한 8개 평가 

역(분류학, 목록학, 도서 산화, 정보검색, 정

보 사론, 학교도서  운 , 정보매체론, 독서지

도론)(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도서 정보

학회 2008, 55-58)을 통해서 양성을 한 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에서 

정보 사론, 정보매체론, 독서교육론 등 3개 

역에 걸쳐서 정보서비스와 련된 문성을 평

가받고 있다. 한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학교도

서 의 교육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

정 개발 노력이 1995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행 2009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 4종의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용 도서가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활용교육을 한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사서교사의 교육․정보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정보활용교육은 범교과로서의 

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활용능력의 하  요소인 정보통신활용능력

이나 개별 매체의 비  수용능력을 포 하는 

정보활용교육이 국가 수 의 교육과정에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 으로 등학교의 

경우에는 ‘ 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 의 

’(교육과학기술부 2009a, 5)에 <표 11>에서

와 같이 정보통신활용교육을 정보활용교육으로 

체하여야 한다(송기호 2011, 26).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 ’(교육과학기술부 2009a, 

6)에 도서 과 정보생활 을 교과(군)에 포함

시켜야 한다(<표 12> 참조). 범교과 학습주제에 

포함되어 있던 ‘보건교육’의 경우, 보건교사가 

선택과목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보건  교과로 

개발되어 ․고등학교의 선택 교과(군)에 포

함되었다. 정보활용능력은 교육  인간상을 구

하기 한 기  능력임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요한 학교 지식이다. 따라서 ․고

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개편 시 학교의 선택과

목과 고등학교의 생활․교양 역에 도서 과 

행 수정(안)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교과(군)와 

창의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 인 지도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정보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교과(군)와 창의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 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표 11> 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 의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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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수정(안)

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

(1) 편제

(가) 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술(음악/미술), 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랑스어, 스페인어, 국어, 일

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과목으로 한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

(1) 편제

(가) 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체험활동으로 편

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

학/기술․가정, 체육, 술(음악/미술), 어, 선

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독일어, 랑스어, 스페인어, 국어, 일본어, 러시

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도서관과 정보생

활 등 선택과목으로 한다.

고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  체험

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역은 기 , 탐구, 체육․ 술, 생활․교

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술(음악/미

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3) 보통 교과

[표2]

교과 역 교과(군) 과목

생활․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생략)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
활과 교육, 생활과 종
교, 생활 경제, 안 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
건, 환경과 녹색성장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  체험활

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역은 기 , 탐구, 체육․ 술, 생활․교

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어, 사

회(역사/도덕포함), 과학, 체육, 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3) 보통 교과

[표2]

교과 역 교과(군) 과목

생활․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생략)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
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 과 건강, 진로
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도서관과 정
보생활

※출처: 송기호 2011, 47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표 12>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수정(안)

정보생활 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학생의 자아탄력성 신장을 한 독서상담 

로그램 강화

학교도서 이 제공하는 로그램과 서비스는 

학생의 성공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물론 학교 참여와 사회 참여에 

필요한 정의  역에 한 서비스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학생이 처한 사회 환경은 

자유와 탈규제의 이념을 내세우는 성과사회이

며, 규율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제한과 지 

신 정성의 과잉 사회이다. 이러한 정성의 과

잉은 우울증, 소진증후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과도 련이 있다. 특히 

성과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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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한 철 2012, 122-123). 학생이 처한 이러

한 사회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학교도서 은 학

생의 자주  학습능력에 필요한 교실로서의 역

할 뿐만 아니라 스트 스와 문제 상황을 해결하

고 자아탄력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독

서상담과 치료 로그램 활성화에 역 을 두어

야 하다. 

4.5 교육 공동체 확 를 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강화

OECD(2001)의 학교도서  정책 보고서

에서는 학교도서 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학습 공동체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를 한 공동

의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학교도서

진흥법 (법률 제8852호)과 평생교육법 (법률 

제9641호)에서도 학교도서 의 역할 범 를 학

교 교육과정 운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사회 주민의 평생학습으로까지 확장하여 명시

하고 있다. 실 으로도 학교서 과 공공도서

의 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CER 2003). 따

라서 학교도서 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력

을 통해서 정보 근성을 확 하고, 로그램 

공유를 통해서 정보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에 한 서비스 측면에

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학교도서 과 공공도

서 의 연계 서비스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

육 등 사서직의 교수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개될 수 있다.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연계 가능한 서비

스 역과 자원의 범  그리고 용 가능한 

로그램의 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연계 서비스 
역

연계 가능한 
자원의 범

용 가능한 로그램의 연계 수
연계 서비스 
운  유형

근성

장서
∙공동장서개발 
∙장서공유(이동문고, 배달서비스, 상호 차)
∙네트워크(온라인 목록, 통합 홈페이지)

동 자료 공유형

시설, 설비

∙개방시간 연장 
∙과제해결방(실)
∙어린이  청소년 열람실(공공) 
∙지역주민 열람실(학교)
∙학교․공공통합형도서 (농어산 )

력/ 동 시설 공유형

여가

사서, 사서교사

∙ 시회 ∙공연 ∙강연회 ∙탐방 
∙공  ∙서  ∙다도

력/ 동
로그램 
공유형

교육

∙성인문해교육 ∙아동문해교육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진로교육 ∙취업교육
∙정보통신활용교육 ∙학부모교육
∙ 학력자교육

동 교육형

※출처: 국립 앙도서  2011, 147

<표 13>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연계 서비스 범 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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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경 에 향을 끼

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학교도서  정보서비

스의 범주를 알아보고, 국도서 운 평가 결

과를 토 로 주요 정보서비스의 도달률을 분석

한 후 몇 가지 정보서비스 활성화 략을 제안

하 다. 이를 해서 정보제공, 안내, 교육 등 도

서 의 통 인 정보서비스 역을 기 으로 

활용하 다.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스 범 와 내용 설정 

결과 정보제공 역과 안내 역의 서비스 내용

이 독서교육이나 교과와 연계한 정보활용교육

과정 운 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운 되는 학교

도서 은 학생의 지식 형성 과정에 향을 끼

치는 요한 교육환경이며, 사서교사는 학생의 

학습 활동 략을 지도하는 교수 트 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서상담이나 독서치료 

등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의  역과 련된 정보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도서 운 평가 결과를 토 로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스 도달률을 살펴본 결

과 48.2%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  정

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인 자원의 문성과 직

결되는 교육 역의 도달률이 44.5%에 불과하

다. 한 ‘독서상담’과 ‘독서치료’ 등의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정규교과시간 외 도서 활용

로그램 운 ’(20%)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사서교사 등 문 인 자원의 지속

인 배치와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핵심 역

인 정보활용교육의 국가 수  교육과정에서의 

상 정립을 한 제도 개선이 실하다. 그리

고 공간 재구성 등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학교도

서 의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서상담과 치료 

등 학생의 스트 스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도서  정보서비스가 동과 근성 측면

에서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학교 공

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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