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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에 80%가 넘게 배치된 비정규직 학교도서  직원들의 고용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직무 황과 문제 을 도출하여 앞으로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수행성과를 높이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충북지역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를 상으로 면담조사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만족, 고용여건, 근무환경, 인 계’ 등의 요인들은 체 

만족도와 높은 상 계를 보여 주었다. 한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한 무기계약직 ․후의 업무만족도 분석결과에서는 사 ․사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업무를 조사하 으며, 자격증 유무에 상 없이 ‘열람  출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이 생각하는 학교도서 의 문제 에 한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의 능력개발에 

한 문제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그들이 원하는 처우개선 방안에 한 조사에서는 ‘고용안정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emporary librarians’ employment status that 

have been placed in over 80% of the school libraries and deduce the issues of their job status for 

proposing some solutions to improve their job performance. To achieve the above research purposed 
in this study, the related literature was reviewed and analyzed 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librarians in the Chungbuk province and a survey was distributed in the same province. 

As a result, first, a hig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total satisfaction and the factors as 
follows; ‘working satisfaction’, ‘employment conditions’, ‘working environment’, ‘interpersonal relations’ 
etc. In the difference verification based on the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status, 

a difference of satisfaction was found between the pre and post analyses of the unlimited contractions. 
Second, the most overall review of the temporary librarians’ job performances in relation to the ‘reading 
and lending performances was conducted, regardless of the librarian certification. Third, the temporary 

librarians working at the school libraries responded that ‘the manpower developer’ was the most 
difficult consideration in relation to their employment statuses. And, asked about the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job conditions, most of the librarians wanted their job security.

키워드: 학교도서 , 비정규직 사서, 고용실태, 처우개선
School Library, Temporary Librarian, Employment Status,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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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 11,612개의 학교(교육과학기술부(  교

육부) 2014)에는 교사와 공무원 등 정규직 외에

도 학교 곳곳( 식실, 교무실, 행정실, 도서 , 

과학실, 산실, 돌  교실, 방과 후 학교, 상담

실 등)에서 학교운 , 교육지원, 수업 등 꼭 필

요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학교 교원은 403,830명이며 교육행정직 공무원

과 기능직 공무원은 62,387명, 학교 비정규직은 

체 교직원의 25%를 차지하는 152,609명이다

(유기홍 2013). 

공공부문 에서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활

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유기홍 2012). 

교육의 다양화와 서비스 확 로 신규인력 수요

가 발생했지만 정규직 신 비정규직을 주로 

채용해왔던 정부의 인력정책 때문에 비정규직

은 지속 으로 늘어났다. 그 동안 학교에서 존

재감 없이 지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

동조합으로 단결하 고 2012년에는 국 인 

총 업을 진행하여 심각한 차별문제가 사회에 

알려졌다. 더구나 경력과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 

임 체계 때문에 임  격차는 더욱 커졌다(한

겨 신문 2013.12.18).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에만 6,475명

이 계약해지 되었고, 2013년에도 6,000여 명의 

어 회화 문 강사를 비롯한 스포츠 강사, 

문상담사 등이 량해고의 기에 놓 다(유기

홍 2013). 시도별로 교육감 직 고용과 처우도 

제각각이어서 정규직과의 차별에 이어 비정규

직 간에도 어떤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격

차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2012년에 이어 

2013년도에도 세 차례나 업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학교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들

이 근무하는 교육 장에서 공교육은 결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 번 직장이 평생직

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계약제․연

제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단

시간 근로자․ 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 격하게 증가하여 재 비정규직 문제가 사

회  문제로 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도서

도 외일 수는 없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를 만들기 해서는 교육 장부터 먼  바 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로 이슈화 되

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학교도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직무 

황과 문제 을 도출하여 앞으로 학교도서  비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리를 추구하는 일반 인 기업조직과는 달

리 도서 은 이용자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사서와 자료, 시설이 기본

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도서 과 같은 서비스 

심의 조직에서는 기본 시설이나 자료도 

요하지만 이를 효율 으로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 자원에 한 의존

도가 높다. 인 자원은 모든 조직에서 가장 

요한 요소이며 도서 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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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야 하는 곳이므로 더 요하다(김상

미 2004). 학교도서  장에서 인 자원 형태

는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 ‘실기교사’, 

‘계약직 사서’, ‘학교 내 타직원  학부모 도우

미’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직무만족이 요

한 이유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

은 직원의 직무만족과 한 련이 있고 

이는 곧 학교도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

이다. 

학교도서 과 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도서 의 상황이 조

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비

정규직의 고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처우개

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의 범

를 학교도서 에 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 연구, 학교도서  인력 황  인식을 조사

한 연구, 그리고 비정규직 련 연구로 크게 세

분하여 조사하 다. 

먼 , 학교도서 이 체계 으로 운 되기 

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도서  

활용을 극 화 할 수 있는 도서  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로, 곽철완 등(2006)은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을 해서 장서확충과 

다양한 로그램 연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서교사와 같은 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 다. 권은경(2007)은 도서  활성화의 주체

가 되어야 할 사서교사의 문성이 도서  활

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사서교사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

으로 추진된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을 통해 

2005년 이 에 활성화된 경북지역 학교도서

을 상으로 도서  담당인력에 따른 도서 의 

운 과 서비스의 효과 차이를 비교분석하 다. 

사서교사가 도서 을 운 하는 경우와 일반교

사가 도서 을 운 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어

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 보고 더 근본 으로는 

학교도서  담당자의 문성 여부가 학교도서

 운   서비스에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확

인하고자 하 다. 노 희(2007)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온 학교도

서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2단

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 고, 정종기(2007)는 법령에 근

거해서 학교도서  인 자원의 배치 황과 배

치된 인 자원을 분석하 고, 이들을 상으로 

직무만족도를 분석하 으며, 이를 토 로 학교

도서  인 자원의 배치율과 직무만족도를 향

상시킬 제도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이은경

(2012)은 21세기 정보  지식기반사회를 맞이

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이용자들의 정보

구와 문화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  기능의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인 학교도서  운

 인력들의 문성 제고를 한 지속 인 교

육과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한 인식 환을 

한 다양한 연수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 다. 

학교도서  인력 황  인식을 조사한 연구

로, 김 훈(2007)은 학교도서  운 인력에 

한 학생들의 인식도 연구에서 학교도서 과 학

교도서  사서에 한 인식도를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이 사서에 한 필요성을 강

하게 느끼고 인식도가 체 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자신의 학습이나 수행평가에 도움에 되는

지에 한 인식은 낮게 나타나 도서  이용교육

을 강화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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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 교사들

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사서에 한 필요성을 강

하게 제기하 고 인식도가 체 으로 높게 나

타났으나 사서가 일반교사와 함께 도서  활용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에 해서는 낮은 인식

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  사서의 인

식도를 높이기 해서는 도서  활용수업 로

그램을 개발․보 하고 학교도서 을 담할 

운 인력의 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

다. 김미령(2008)은 학교도서  구성원간의 

학교도서  활성화 요인에 한 기 치와 만족

도를 측정한 결과 학교도서  구성원들은 학교

도서  활성화 요인  시설  환경 요인에 

한 기 치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 자  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서교사의 업무

에 한 기 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도서  

구성원들 부분은 사서교사의 업무에 한 인

식과 사서교사의 역할에 한 기 치가 높게 나

타났다. 장해숙(2009)은 학교도서  활성화 사

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 시키고 학생들에

게 양질의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기 해 교사

와 학생, 학교도서  사자, 사서교사/사서 등

의 학교도서  운 인력에 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인력과 보조인력의 역

할에 한 자기역할인식과 상호역할인식을 교

차분석하여 서로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고자 하 다. 조미아(2009)

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도서  환경변

화에 따라 학교도서  운 문가의 역할이 무

엇인지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우선 학

교도서  사서 배치 련 법규  사서교사 배치

황을 분석하고 비정규직 사서업무에 한 면

담 분석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도

서  담당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

 운 문가의 역할을 제시하 다. 송기호

(2013)는 학교도서  정보서비스의 범주를 설

정하여 정보서비스 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략을 제안하는 연구에서 학교도서 의 정보서

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사서교사 등 문인력 

자원의 지속 인 배치를 한 제도 개선이 실

하다고 하 다.

학교도서 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경우 겸임 사서교사, 계약제 사서, 순회사서, 일

반교사, 학부모 자원 사와 같이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담 리인력을 배치하여 

운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정혜선(2009)은 그 

 학부모 명 사서의 활동과 역할 등을 조사․

분석하여 효율 인 학교도서  운 을 한 학

부모 명 사서 활동에 하여 제안하 다. 그 

외의 비정규직과 련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

며, 김상미(2004)는 학교도서 의 요한 인

요소인 사서교사를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사

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로 나 고 이 두 집단의 

직무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학교도서 의 인

자원 구성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 다. 

박정숙(2005)도 비정규직 사서가 인식한 학교

도서  장의 문제 과 비정규직 사서들의 배

경에 따라 학교도서 의 문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도서 의 문제 을 해결하

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양재한(2012)은 2003년부터 10여 년간 지

속된 학교도서  활성화사업이 비정규직 사서

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밝히

면서 이들의 고용실태와 근로여건, 학교 내에

서 겪는 갈등요인, 고용안정을 한 노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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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안정을 한 방안을 제시하 으

며, 정사랑(2013)은 비정규직 사서들이 장에

서 느끼는 직무만족도와 그 만족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재 학교도서 의 비

정규직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크게 별

되는 것에 해 계약조건에 따른 만족도 차이

가 존재하는지와 고충의 요인들을 악하고자 

하 다.

안인자 등(2013)은 사서교사를 포함한 도서

계 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구조조정, 업무자동화, 정원제  

총액임 제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사서의 비율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비정규직 

사서들의 근무 황  고용환경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 으로 악하고자 하 으며, 이들

을 한 구체 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미래사서의 진로를 개선하고자 하 다. 연구결

과로서 첫째, 비정규직 사서들의 반 이상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  직장과  직장을 포함

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총 근무기간은 1년부

터 5년 이상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5년 

이상이 32.0%로 나타나 비정규직 신분의 고착

화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동일한 독립업무나 정규직의 보조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보통 는 많다

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

직 사서는 부분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  채용

하여 계약하고 있고, 계약 단 는 2년 미만과 원

할 때까지에 집 되어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 제

도 도입, 문계약직제 도입, 총액임 제  공

무원 총정원제 보완, 사서들의 정규직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반 인 업

무 역에서 체 으로 사서교사/사서를 최

임자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에서는 학

교도서  운 인력에 한 인식제고와 그들이 

업무상에서 느끼는 고충 등을 수용하고 반 해

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학교도서  인력 련 논문

들은 주로 사서교사와 비교하여 사서교사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다수인데 학교도서

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서들

의 직무만족에 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에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

태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 이들의 업무를 살펴보고 직무만

족도를 높이기 해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 을 

악하여 이들에 한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한

다면 향후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의 행로에 

좋은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가설

3.1.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재 학교도서 에 80%가 넘

게 배치된 비정규직 학교도서  직원들의 고용

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직무 황과 문제 을 

도출하여 앞으로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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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높이기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비정규직 학교도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업무 한계와 문제 이 무

엇인지 조사하 고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

의 고용실태와 직무 황, 장에서 직면하는 어

려움과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해 충북지역 학

교도서  비정규직 직원을 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 다.

교육부에서는 학교도서 에서 근무하는 인

력의 유형을 정규직(사서교사, 사서직원), 계약

직사서, 학교회계직원(사서교사  사서자격

증 소지자 계약직), 학교회계직원(사서교사  

사서자격증 소지자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상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서 

재 학교도서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2010년에 학교인력의 보충을 해 사서자격

증이 아닌 련 자격증(도서 리사, 독서보조교

사 등)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을 보충하여 학교

회계직원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1) 문성 문

제가 제기되어 기존 무자격자들은 2017년까지 

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사서교사 는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한다. 즉 본 연구의 

상은 교육부의 인력구분 유형에서 정규직이 아

닌 모든 직원으로서 한시 으로 채용되었던 무

자격자도 포함하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도서  비정규직 직원의 문제 에 한 

조사는 국의 학교도서 의 비정규직 직원을 

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는 충북지역 학교도서  직원들로 한정하여 임

의 표집하 기에 교육여건이 다른 타 시․도 비

정규직 직원들의 인식이나 으로 일반화하

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해서는 추후 확

장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상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

족도와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

과 같다.

3.1.2 가설의 설정

가설은 연구문제의 해결책을 학문 , 논리

으로 추론한 것으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

는 검증 가능한 문장을 말한다(정동열 외 2007).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가 인

배경변인 직무만족도 처우개선

고용형태

(무기계약 환 ․후)

사서자격증 유무

→

업무만족

수행업무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
문제  발견

해결방안 모색

<그림 1> 연구의 모형  차

 1) 2010년 사서보조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1순  사서자격증 소지자, 2순  학교도서  근무 유경험자로 130시간 

이상의 련 교육 이수자가 채용되었음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에 한 연구  107

식하는 직무 만족도를 알아보기 하여 연구모

형의 향 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고용형태에 따라 업무만족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라 업무만족

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라 수행업무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라 학교구성

원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설문설계

설문지는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와 련

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개발하 으며 장

에서의 실무경험을 토 로 연구자가 수정․보

완하여 작성하 다. 설문지는 일반  문항, 사

서자격에 한 문항, 고용형태에 한 문항, 수

행 업무, 학교구성원들의 인식도, 고용실태에 

한 문항, 문제 과 문제해결에 한 문항 등 

7개의 역으로 구성되며, 총 22문항이다(<표 

1> 참조).

구분 문항 역 문항내용 문항 출처

일반  문항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1

 나이 2

 근무지  경력
 근무지 3

 근무경력 4

사서자격에 한 

문항

 자격증 유무와

 취득 경로

 사서자격증 유무여부 5

 사서자격증 취득 여부 6

 사서자격증 취득 경로 여부 7

고용형태에 한 

문항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형태와 정규직 

환에 한 인식

 고용형태 8

최민정

(2006)

윤종

(2013)

 무기계약 체결 의 만족도 9

 무기계약 체결 후의 만족도 10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 11

 정규직 환 희망 여부 12

 정규직 환 가능 여부 13

수행 업무
학교도서 에서의

주요 업무

 학교도서 에서 수행하는 업무 14 조미아

(2009) 도서  업무 외의 업무 15

학교구성원들의 

인식도

비정규직 사서에 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교장 선생님의 인식 16
정사랑

(2013)
 선생님들의 인식 17

 학생들의 인식 18

고용실태에 한 

문항
고용환경  취업 망 

 재 학교도서  사서직 고용환경 19 안인자 등

(2013)20 향후 사서직 취업 망에 한 측

문제 과

문제해결에

한 문항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

의 문제 과 해결 방안

21
박정숙

(2006)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 22

<표 1>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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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본 연구의 설문은 충청북도 내 학교도서 에

서 근무 인 비정규직 사서를 주요 상으로 

실시하 다. 설문의 구성과 내용의 결함 여부를 

악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제천, 

단양지역 비정규직 사서 8명을 상으로 비

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 결과 모호하게 응

답할 수 있는 문항 2개를 수정하여 설문지를 재

구성하 고 설문기간은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

기인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주

일간에 거쳐 실시하 으며 자료 수집은 충청북

도 내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이 자주 이용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설문 참여를 

요청하 다. 하지만 참여율이 조하여 커뮤니

티 회원 100명에게 직  화로 설문답변을 의

뢰하고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냈으며, 그 결과 

8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이들  불성실한 

응답자,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7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 다. 

4.1 인구통계학  특성

먼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기 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에 

한 조사에서는 여성이 73명으로 98.6%를 차지

하 으며 남성은 1명으로 1.4%를 차지하 다. 

응답자의 연령에 한 조사에서는 40∼49세가 

48명으로 64.9%, 30∼39세가 16명으로 21.6%, 

20∼29세, 50세 이상은 각각 5명으로 6.8%를 

차지하 다.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한 조사에서는 등

학교가 43명, 58.1%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학

교가 29명으로 39.2%, 고등학교 2명으로 2.7%

로 조사되어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부분 

등학교에서 근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학교도서 은 2013년 3월 사서(실무원) 재배치

를 시행하여 고등학교의 정원을 독서교육의 

효과가 큰 ․ 학교에 재배치함으로써 인

력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그럼에

항 목 빈도 비율(%) 표 편차

성별
남 1 1.4

.116
여 73 98.6

연령

20-29세 5 6.8

.693
30-39세 16 21.6

40-49세 48 64.9

50세 이상 5 6.8

근무학교

등학교 43 58.1

.553학교 29 39.2

고등학교 2 2.7

근무기간

1년-3년 미만 9 12.2

.7063년-5년 미만 16 21.6

5년 이상 49 66.2

<표 2>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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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등학교 근무자가 2명으로 나타난 것은 재

배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한 기간에 한 조사에서는 5년 이상이 

49명으로 6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5년 미만이 16명으로 21.6%, 1년∼3년 

미만이 9명으로 12.2%로 부분의 비정규직 사

서들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나

타났다. 

4.1.1 사서자격증 황

본 연구 상자들의 사서자격증 유무에 한 

조사에서는 소지하고 있지 않다가 36명으로 48.6%

로 나타났으며 2  정사서가 28명인 37.8%, 

사서가 8명으로 10.8%, 1  정사서가 2명으로 

2.7% 순으로 나타나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반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사서자격증이 없는 응답자에게 사서자격증 취

득 희망여부를 질문하 으며, ‘ 재 공부 ’이 

16명으로 21.6%, ‘취득할 생각이 있다’가 15명

으로 20.3%로 나타나 50%의 응답자들이 사

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서자격증 취득 비 인 상자들의 자격

증 취득 희망 경로에 한 질문에서는 ‘ 학원

진학’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생학

습학 은행제’ 10.8%, ‘사서교육원’ 6.8% 순

으로 나타나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1.2 고용형태 황

본 연구 상자들의 고용형태에 한 조사에

서는 응답자 체가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

자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근무이유에 해서

는 ‘정규직을 원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라는 응

답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처우개선이 될 거라 생각하고 선택했다’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났다. 한 기타 의견으로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가정을 돌볼 수 있어서’, 

‘일자리가 필요해서’, ‘정규직 비를 하면서 다

항 목 빈도 비율(%) 표 편차

사서자격

1 정사서 2 2.7

.992
2 정사서 28 37.8

사서 8 10.8

없음 36 48.6

자격증취득

희망 여부

있다 15 20.3

1.204

없다 2 2.7

재 공부 16 21.6

잘 모르겠다 1 1.4

기타 2 2.7

자격증취득

희망 경로

학원진학(문헌정보) 17 23.0

1.046
사서교육원 5 6.8

평생학습학 은행제 8 10.8

기타 1 1.4

<표 3> 사서자격에 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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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 비율(%) 표 편차

재고용형태 비정규직사서(무기계약) 74 100.0 .000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

비정규직이라도 상  없어서 12 16.2

.889
정규직을 원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29 39.2

처우개선이 될 거라 생각하고 선택 25 33.8

기타 8 10.8

정규직 환 희망

여부

매우 그 지 않다 1 1.4

.796

그 지 않다 1 1.4

보통이다 5 6.8

그 다 24 32.4

매우 그 다 43 58.1

정규직 환가능 여부

매우 그 지 않다 1 1.4

.924

그 지 않다 21 28.4

보통이다 26 35.1

그 다 22 29.7

매우 그 다 4 5.4

<표 4> 고용형태에 한 문항

니기 해서’, ‘ 공한 업무라 지원함’, ‘비정규

직 자리인  몰랐고 비정규직의 상황이 이런 

도 몰랐기 때문에’, ‘늦게 취업을 해서 선택폭이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임용고시 비

하기 해’, ‘학교직원이 비정규직인  몰랐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정규직 환 희망에 한 질문에서는 ‘매우 그

다’가 5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가 32.4%

로 나타나, 90.5%의 응답자들이 정규직 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환가능 여부에 한 조사에서는 

35.1%의 응답자는 정규직 환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고 있고, 29.8%의 응답자는 정규직 

환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정규직으로의 

환은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정규직으로의 

환에는 큰 기 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4.2 가설 검증

4.2.1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도 검증

가설의 검증결과에 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해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유

사성과 독립성으로 나타나는 요인을 사 에 연

구한 요인과 비교함으로써 주  측정도구에 

한 개념 타당성을 악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SPSS 18.0K를 이용하여 신

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

념에 하여 반복 으로 측정하 을 때 나타나

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  일 성을 측정하기 해 

크론바 알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

여 신뢰도를 측정하 다. Nunally(1978)는 탐

색 인 연구 분야에서는 알 값이 0.60 이상이

면 충분하고, 기 연구 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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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Van 등(1980)도 조직단 의 분석수 에서 일

반 으로 요구되어지는 알 값은 0.60 이상이

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만족도 련 설문문항들에 한 평균  표

편차, 신뢰도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먼  업무만족 련 문항들에서는 ‘사서 

업무가 성에 맞았다’라는 설문항목의 평균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신뢰도 지수는 .824로 나

타났다.

고용여건에 한 설문문항에서는 ‘고용계약

이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항목의 평균이 3.46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뢰도 

지수는 .61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지를 

작성할 때 고용여건 련 설문문항은 모두 4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고용여건 3번 설문

문항의 신뢰도 지수가 기 치 이하로 나와 삭

제 후 3개의 문항들만 고용여건 신뢰도 지수에 

활용하 다.

근무환경에 한 분석에서는 ‘근무시간과 연

간 근무일수에 만족하 다’라는 설문문항이 평

균 3.21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신뢰도 지수는 

.592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환경의 신뢰도 지

수가 신뢰도 기 치인 0.6 이하인 .592로 나타나 

신뢰도 기 치에 충족하지는 못하 다. 하지만 

설문 문항들의 표 편차가 ‘근무시간과 연간 근

무일수에 만족하 다’가 .898, ‘직장 내 물리  

환경(편의시설, 환경, 조도 등)에 만족하 다’

가 .938로 타 요인들의 표 편차보다 체 으

로 높게 나타나 근무환경요인을 본 연구의 요인

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인 계에 한 분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와의 계가 원만했다’라는 항목의 평균이 3.8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 계에 한 신

뢰도지수는 .849로 기 치인 0.6 이상을 상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

증하 다.

설문문항 평균 표 편차 신뢰도

업무만족1  사서 업무분장과 업무량에 만족했다. 3.07 .919

.824
업무만족2  사서 업무에 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 다. 3.43 .984

업무만족3  사서 업무가 성에 맞았다. 4.02 .769

업무만족4  직장에 한 애착과 업무에 한 숙련도가 높았다. 3.80 .838

고용여건1  업무에 한 임 체계에 만족하 다. 2.36 .920

.613고용여건2  고용계약이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3.46 .828

고용여건4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의 기회가 했다. 2.22 .953

근무환경1  근무시간과 연간 근무일수에 만족하 다. 3.21 .898
.592

근무환경2  직장내 물리 환경(편의시설,환경,조도등)에 만족하 다. 2.80 .938

인 계1  학교 리자와의 계가 원만했다. 3.57 .809

.849인 계2  동료 교사들과의 계가 원만했다. 3.74 .713

인 계3  학생과 학부모와의 계가 원만했다. 3.86 .666

<표 5> 만족도 련 설문문항들의 평균  표 편차,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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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요인들에 한 상 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이 된 5가지 요인 즉, 업무만

족, 고용여건, 근무환경, 인 계, 만족도 체

에 해 이변량 상 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변량 상 계는 하나의 요인의 값

이 변화할 때 타 요인들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악하는 사회통계학  기법을 말한다. 

세부 인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만족은 고용

여건과 .518, 근무환경과 .399, 인 계와 .632, 

만족도 체와 .860으로 체 으로 상 계

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만족

도 체와 가장 높은 상 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용여건에 한 분석에서는 근무환경과 .619, 

인 계와 .466, 만족도 체와 .804로 나타나 

만족도 체와 가장 높은 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무환경에 한 분석에서는 인 계와는 

.365, 만족도 체와는 .696으로 나타나 이 역시 

만족도 체와 가장 높은 상 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인 계에 한 분석에서도 만족

도 체와 .785의 높은 상 계를 나타냄을 

악할 수 있었다. 본 분석의 결과 체 으로 만

족도 체와 요인들 간에 높은 상 계를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2>와 같다.

요인명 평균 표 편차 업무만족 고용여건 근무환경 인 계 만족도 체

업무만족 3.5828 .71213 1

고용요건 2.6824 .67717 .518** 1

근무환경 3.0068 .77369 .399** .619** 1

인 계 3.7230 .64170 .632** .466** .365** 1

만족도 체 3.2967 .55586 .860** .804** .696** .785** 1

<표 6> 상 계분석 결과

<그림 2> 요인들에 한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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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의 검증

4.3.1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에 한 차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비정규직 사서들의 

무기계약 ․후의 만족도를 악하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t-test는 평균값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

교하는 사회통계학  기법을 말한다. 세부 인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만족은 t값이 -3.699로 

나타나 무기계약직 환 ․후의 차이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여건의 경우 t값 

-3.666으로 나타나 역시 무기계약직 환 ․

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무환경에 한 무기계약직 환 ․후 차

이 검증에서도 t값이 -2.151로 나타나 무기계약

직 환 ․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인 계에 한 무기계약직 

환 ․후 비교에서는 t값이 -1.851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체에 한 무기계약직 환 ․후 

검사 결과 t값이 -3.769로 무기계약직 환 ․

후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분석의 

결과 인 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 간에 사 , 

사후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4.3.2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

응답자들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에 따른 만족

도 차이 검증을 실시하기 하여 Anova test,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을 실시하 는데 결과

는 <표 8>과 같다. Anova test는 3개 이상의 집

단 간 차이 검증을 할 때 사용되며 요인의 평균값

을 이용해 비교하는 통계학  기법이다. 본 연구

에서 3개 이상의 집단은 ‘1 정사서’, ‘2 정사서’, 

‘ 사서’, ‘자격증 없음’의 4개 집단을 말한다.

세부 인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만족은 f값 

1.928로 나타나 취득 자격증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여건 역시 f값 .492로 나

타나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근무환경에 따른 취득 자격증 차이에 따른 분

석 결과는 f값 .585로 나타나 취득 자격증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인 계에 한 분석 

결과 한 f값 .996으로 나타나 자격증 취득에 따

른 인 계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에 따른 만족도 요인 간 차이 검증을 

요인명 비고 빈도 평균 표 편차 t p

업무만족
사 74 3.3750 .73004

-3.699 .000**
사후 74 3.7905 .63303

고용여건
사 74 2.4865 .67841

-3.666 .000**
사후 74 2.8784 .62073

근무환경
사 74 2.8716 .75879

-2.151 .033*
사후 74 3.1419 .76981

인 계
사 74 3.6261 .66198

-1.851 .066
사후 74 3.8198 .60989

만족도 체
사 74 3.1318 .54828

-3.769 .000**
사후 74 3.4617 .51614

* p<0.01, p<0.05

<표 7> 무기계약직 환 ․후 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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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f p

업무만족

1 정사서 2 3.0000 2.47487 1.75000

1.928 .133
2 정사서 28 3.4509 .55937 .10571

사서 8 3.5156 .44036 .15569

없음 36 3.7326 .49022 .08170

고용여건

1 정사서 2 2.8333 1.17851 .83333

.492 .689
2 정사서 28 2.5833 .47031 .08888

사서 8 2.7500 .51177 .18094

없음 36 2.7500 .66249 .11041

근무환경

1 정사서 2 2.7500 1.06066 .75000

.585 .627
2 정사서 28 3.0982 .60987 .11525

사서 8 3.1250 .58248 .20594

없음 36 2.9097 .73473 .12246

인 계

1 정사서 2 3.3333 2.35702 1.66667

.996 .400
2 정사서 28 3.6488 .57973 .10956

사서 8 3.9792 .62002 .21921

없음 36 3.7407 .41297 .06883

* p<0.01, p<0.05

<표 8> 취득 자격증에 따른 만족도 요인간 차이 

실시하기 하여 사후검증인 Scheffe 검증을 실

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 은 발견하지 못하 다.

4.3.3 자격증 유무에 따른 수행업무 차이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라 학교도서  수행업

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비정규

직 사서들의 수행업무  과반수 이상이 응답한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열람  출업무’가 

74명(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이용’이 

70명, ‘수서업무’가 69명, ‘분류목록업무’가 68명, 

‘도서  이용교육’이 66명, ‘교사들의 도서  활용

수업지원’이 65명,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이 58명, ‘도서  자원 사 지도’가 55명, 

‘일반학생 독서상담’이 43명으로 비정규직 사서

들은 ‘열람  출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자격증에 따른 수행업무를 살펴보았다. 

2  정사서 자격을 가진 사서들은 총 28명  

‘열람  출업무’가 28명,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이용’이 28명, ‘수서업무’가 28명, 

‘도서  이용교육’이 28명, ‘분류목록업무’가 27

명,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지원’이 26명, ‘학

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이 22명, ‘도서  

자원 사 지도’가 20명, ‘일반학생 독서상담’이 

18명으로 나타났고, 사서 자격을 가진 사서들

은 총 8명  ‘열람  출업무’가 8명, ‘학교도

서  자료  기자재의 리이용’이 8명, ‘수서

업무’가 8명,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지원’이 

8명, ‘분류목록업무’가 7명, ‘도서  이용교육’이 

7명,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이 7명, 

‘도서  자원 사 지도’가 7명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없는 사서들은 총 36명  ‘열람  

출업무’가 36명,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

의 리이용’이 32명, ‘수서업무’가 31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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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합계
1 정사서 2 정사서 사서 없음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총
비율
(%)

수서업무 2 2.9 28 40.6 8 11.6 31 44.9 69 93.24 

분류 목록 업무 2 2.9 27 39.7 7 10.3 32 47.1 68 91.89 

열람  출 업무 2 2.7 28 37.8 8 10.8 36 48.6 74 100.00 

도서  이용교육 2 3.0 28 42.4 7 10.6 29 43.9 66 89.19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1 1.7 22 37.9 7 12.1 28 48.3 58 78.38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지원 1 1.5 26 40.0 8 12.3 30 46.2 65 87.84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이용 2 2.9 28 40.0 8 11.4 32 45.7 70 94.59 

도서  소식지 발간  자료만들기 1 3.8 12 46.2 2 7.7 11 42.3 26 35.14 

학교도서  경  계획 1 3.6 9 32.1 4 14.3 14 50.0 28 37.84 

학교도서  산 편성 1 6.7 6 40.0 2 13.3 6 40.0 15 20.27 

학생 특별활동 지도 2 7.1 10 35.7 5 17.9 11 39.3 28 37.84 

독서교육 1 4.0 9 36.0 2 8.0 13 52.0 25 33.78 

도서  자원 사 지도 1 1.8 20 36.4 7 12.7 27 49.1 55 74.32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이용제공 0 .0 8 53.3 2 13.3 5 33.3 15 20.27 

교사들과의 도서  력수업 1 2.7 17 45.9 5 13.5 14 37.8 37 50.00 

일반학생 독서상담 2 4.7 18 41.9 3 7.0 20 46.5 43 58.11 

논술지도 0 .0 4 57.1 0 .0 3 42.9 7 9.46 

정보활용교육 1 5.9 7 41.2 2 11.8 7 41.2 17 22.97 

기타 0 .0 0 .0 0 .0 3 100.0 3 4.05 

합계(자격증별 합계) 2 2.7 28 37.84 8 10.81 36 48.65 74 100

<표 9>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학교도서  수행업무 차이 

목록업무’가 32명, ‘도서  이용교육’이 29명, ‘교

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지원’이 30명,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이 28명, ‘도서  자원

사 지도’가 27명, ‘일반학생 독서상담’이 20명으

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사서 자격증 유무에 따른 수행

업무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4.3.4 학교도서  운 사서의 자격증 유무에 

따른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차이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도서  운 에 사서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정도에 해 질문

하 다.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학교구성원들

의 사서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하

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학교구성원들  먼

 학교장의 사서 필요성에 한 인식의 세부

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사서자격증

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 다’가 43.9%, ‘매우 그

다’가 56.4%로 나타났고, 사서자격증이 없

는 집단의 경우 ‘그 다’ 가 56.1, ‘매우 그 다’가 

43.5%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에 한 통계 인 분석의 결과 

학교장은 학교도서  운 에 사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고 있고 사서자격증 유무에서 유의미

한 수치를 나타내었다(X
2
=42.156, p=.000). 

자격증 유무에 따른 학교선생님들의 사서 필

요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세부 인 결과

를 살펴보면 사서자격증이 있는 집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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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X2

그 지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그 다

사서자격

1 정사서
빈도 1 0 0 1 2

42.156

비율(%) 100.0 .0 .0 4.3 2.7

2 정사서
빈도 0 6 13 9 28

비율(%) .0 66.7 31.7 39.1 37.8

사서
빈도 0 0 5 3 8

비율(%) .0 .0 12.2 13.0 10.8

없음
빈도 0 3 23 10 36

비율(%) .0 33.3 56.1 43.5 48.6

체
빈도 1 9 41 23 74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p<0.05

<표 10> 학교장의 사서 필요성 인식

구분 체 X
2

보통이다 그 다 매우그 다

사서자격

1 정사서
빈도 0 0 2 2

6.581

비율(%) .0 .0 6.3 2.7

2 정사서
빈도 4 13 11 28

비율(%) 44.4 39.4 34.4 37.8

사서
빈도 0 6 2 8

비율(%) .0 18.2 6.3 10.8

없음
빈도 5 14 17 36

비율(%) 55.6 42.4 53.1 48.6

체
빈도 9 33 32 74

비율(%) 100.0 100.0 100.0 100.0

*p<0.05

<표 11> 학교교사들의 사서 필요성 인식

‘그 다’가 57.6%, ‘매우 그 다’가 47.0%로 나

타났고, 사서자격증이 없는 집단의 경우 ‘그 다’

가 42.4%, ‘매우 그 다’가 53.1%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의 결과 카이제곱 검증에서는 

학교선생님들이 학교도서  운 에 사서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사서자격증 유무에

는 통계 으로 유의도를 발견하지 못하 다

(X
2
=6.581, p=.361).

사서자격증별 학생들의 사서 필요성 인식에 

한 분석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세부 인 

결과를 보면 사서자격증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 다’가 63.9%, ‘매우 그 다’가 35.5%로 나

타났고 사서자격증이 없는 집단의 경우 ‘그

다’가 36.1%, ‘매우 그 다’가 64.5%로 나타났

다. 본 교차분석에 한 결과 학생들은 학교도

서  운 에 사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지

만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통계 인 유의도는 

발견하지 못하 다(X
2
=10.309,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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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X2

보통이다 그 다 매우그 다

사서자격

1 정사서
빈도 1 1 0 2

10.309

비율(%) 14.3 2.8 .0 2.7

2 정사서
빈도 3 17 8 28

비율(%) 42.9 47.2 25.8 37.8

사서
빈도 0 5 3 8

비율(%) .0 13.9 9.7 10.8

없음
빈도 3 13 20 36

비율(%) 42.9 36.1 64.5 48.6

체
빈도 7 36 31 74

비율(%) 100.0 100.0 100.0 100.0

*p<0.05

<표 12> 학생들의 사서 필요성 인식

4.3.5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업무, 문제   

처우개선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업무, 문

제   처우개선을 알아보기 하여 다 응답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3>, <표 14>, <표 15>와 같다. 

항목 빈도 비율(%)

학교도서  

수행업무

수서 업무 69 9.0

분류 목록 업무 68 8.8

열람  출업무 74 9.6

도서  이용교육 66 8.6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58 7.5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지원 65 8.5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이용 70 9.1

도서  소식지 발간  자료 만들기 26 3.4

학교도서  경  계획 28 3.6

학교도서  산 편성 15 2.0

학생특별활동지도 28 3.6

독서교육 25 3.3

도서 자원 사지도 55 7.2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이용제공 15 2.0

교사들과의 도서  력 수업 37 4.8

일반학생 독서상담 43 5.6

논술지도 7 .9

정보활용교육 17 2.2

기타 3 .4

합계(다 응답 설문지) 769 100.0

<표 13>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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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비율(%)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

교수학습에 한 문제 16 7.0

도서  운 에 한 문제 31 13.7

학교제도의 문제 40 17.6

비정규직 사서의 능력개발에 한 문제 53 23.3

도서  시설, 설비의 문제 31 13.7

학교장과의 갈등 계 문제 19 8.4

동료교사와의 갈등 계 문제 5 2.2

도서  담당교사와의 갈등 계 문제 21 9.3

학생과의 갈등 계 문제 6 2.6

학부모 도우미와의 갈등 계 문제 3 1.3

기타 2 .9

합계(다 응답 설문지) 227 100.0

<표 14>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  

항목 빈도 비율(%)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

호 제실시 55 12.1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안정 해결 56 12.4

각종 교육  연수기회 확 53 11.7

학교장의 학교도서 에 한 인식변화 45 9.9

비정규직 사서의 자질향상 39 8.6

행정직 사서의 배치 7 1.5

학교도서 의 산 확 34 7.5

학교도서  담인력의 배치 35 7.7

동일가치 동일임  원칙 용 36 7.9

상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환 52 11.5

극 인 학교도서  활성화 책 39 8.6

기타 2 .4

합계(다 응답 설문지) 453 100.0

<표 15>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 

먼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업무를 살펴본 결과 

‘열람  출업무’의 응답이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이용’의 응답이 9.1%로 높게 나

타났다. 그 외에 ‘수서업무’ 9.0%, ‘분류목록업

무’ 8.8%, ‘도서  이용교육’ 8.6%,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지원’이 8.5% 순으로 조사되

었다.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 에 한 설문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의 능력개발에 한 문제 ’이 

23.3%로 가장 높았고 ‘학교제도의 문제 ’ 17.6%, 

‘도서  운 에 한 문제 ’과 ‘도서  시설, 설

비의 문제 ’이 각각 13.7%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결과 비정규직 사서들의 가장 큰 문

제 은 사서의 능력개발, 학교제도, 도서  운

  도서  시설, 설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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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에 한 조사에서

는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안정 해결’이 12.4%로 

가장 높았으며, ‘호 제실시’가 12.1%, ‘각종 교

육  연수기회 확 ’가 11.7%, ‘상시 업무종사

자를 정규직으로 환’ 11.5%로 조사되어 고용

안정  인 처우개선이 시 하다는 의견

을 반 하 다.

5. 비정규직 사서 면담

5.1 면담설계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비정규직 

사서들의 문제 을 좀 더 실감 있게 달하기 

하여 심층 면담을 수행하 다. 면담은 피면

자에 해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자유로운 비구

조  면 (un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 다. 

구 분 항 목

면담자
등학교 비정규직 사서: 5명

학교 비정규직 사서: 5명

면담장소 D 등학교 도서

면담일시 2013년 12월 17일 18:00∼22:00

면담내용

∙도서  활용 수업

∙학교 리자와의 문제

∙교육  연수 시 문제

∙도서  담당교사와의 문제

∙학부모 도우미와의 문제

∙학교 행사시 문제

∙재배치에 한 고충

∙사서의 업무 주도성  책임감

<표 16> 면담일시  내용

질문은 학교도서 에 근무하면서 느 던 문

제 에 해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이 진행되면서 

주고받는 질문과 응답의 내용에 따라 상황에 맞

는 질문이 추가되어 면담 과정이 융통성 있게 

진행되었다.

측정

지표
구분

빈도

(명)

비율

(%)

면담

내용

도서  활용수업 5 50.0

학교장과의 갈등 4 40.0

담당교사와의 갈등 5 50.0

학부모 도우미와의 갈등 3 30.0

학교행사 7 70.0

재배치에 한 고충 4 40.0

사서의 업무주도성  책임감 10 100.0

교육  연수 8 80.0

<표 17> 면담분석 결과

5.2 면담내용  분석 결과

5.2.1 도서  활용 수업

먼  학교도서  활용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해 질문하 다. 비정규직 사서는 다

음과 같이 응답하 다. “교사들은 업무가 많거

나 혹은 몸이 불편할 때 학생들을 도서실로 보

낸다. 도서실 수업을 하면 그야말로 도서실은 

난장 이 된다. 그나마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

는 학생들은 괜찮지만 반 이상은 돌아다니고 

이 책  책 꺼내놓고 한구석에서는 장난치기 

일쑤다. 더구나 고도 없이 다른 반이 들이닥

쳐 겹칠 때면 정말 난감하다. 학생들이 책을 마

구 꺼내놓고 난리를 쳐도 담당교사가 있기에 나

로서는 그 학생을 지 하기가 곤란하고 학생자

체도 담임선생님처럼 인식하지 않아서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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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힘들다. 사서 입장에서 도서실 수업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고마운 교사

들은 학 문고로 30여 권씩 한꺼번에 출해서 

돌려가며 읽게 하지만 부분의 교사들은 그

지 않은 게 실이다.”

이와 같은 면담을 통해 학교도서  활용 수업

이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교과 연계 수업이 아닌 

단순히 책읽기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비

정규직 사서에게는 교사의 직분이 아니므로 도

서  수업이라는 활동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5.2.2 학교 리자와의 문제

학교 리자와의 계에 하여 비정규직 사

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 다.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은 도서실에 별로 심이 없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오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꼭 도서실로 모시고 온다. 얼마 에 리

모델링을 해서 겉보기에는 정말 멋진 도서실로 

변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도서 을 얼마나 이

용하는지 잘 모르시면서 우리학교 장서가 몇 권

이니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니 하시면서 자랑을 

늘어놓으시는데 가 도 보여주기식 운 에 

불과하다. 그럴 때마다 말도 못하고 속상하다. 

 리자가 바뀔 때 마다 심 분야가 달라서 

지원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어

떤 리자는 정보쪽에,  어떤 리자는 체육

방면에 심이 많다. 그나마 도서실에 심이 

많은 리자가 오시면 사정은 좀 나아진다.”

이와 같은 면담을 통해 학교 리자의 보여주

기식 운 이나 성과물 주의 활동으로 인해 비

정규직 사서들은 도서  운 에 많은 문제 을 

느끼고 있고 한 비정규직 신분이다 보니 학교

장과의 의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2.3 교육  연수 시 문제

교육  연수에 한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사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 다. “학교도서 에 

한 교육  연수 공문이 왔을 때 비정규직 사

서를 꼭 참여시키라는 문구가 없으면 리자들

은 담당교사를 보낸다. 실질 인 업무를 사서가 

하기 때문에 사서에게 필요한 연수임에도 비정

규직이라는 신분과 도서실을 비우지 말라는 이

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담을 통하여 상 자의 지시에 따

라 선택  소수에게만 교육  연수 기회가 수

동 으로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은 근로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의 한 구

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

므로 도서  담당자인 비정규직 사서들에게도 

정기 인 연수나 교육의 기회를 주고 소신껏 계

획을 세워 도서  운 에 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2.4 도서  담당교사와의 문제

도서  담당교사와의 계에 한 논의 과정

에서 비정규직 사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 다. 

“2개월 동안 도서부 아이들을 데리고 비해서 

도서실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이 있다. 고생

은 나와 도서부 아이들이 다했는데 행사에 참석

한 계자들은 담당교사에게 ‘잘했다’, ‘수고했

다’면서 칭찬을 하 다. 그날 정말 사서는 존재

감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했다.  비정규직 사

서들은 공문을 담당교사를 통해서 달받는데 

공문 발송 당일 문서를 가지고 와서 종종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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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할 때도 있고 교육일정 같은걸 미리 말해

주지 않아서 곤란할 때도 있다. 거기다 리자

들은 업무에 한 얘기를 나한테 물으면 될 텐

데 담당교사한테 물어 담당교사가 다시 나한테 

묻는 우스운 경이 벌어진다. 별거 아니라 생

각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이와 같은 면담을 통해 비정규직 사서들은 

행사진행시나 업무 인 일로 가장 친근감이 있

어야 할 담당교사와도 갈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2.5 학부모 도우미와의 문제

학부모 도우미와의 계에 한 논의 과정에

서 비정규직 사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 다. 

“처음에 학부모 도우미 분들이 오신다 해서 좋

아했었는데 함께 일을 해보니 불편한 이 더 

많다. 도우미로 도서 에 오신 게 아니라 학부

모자격으로 오신 것처럼 은근히 차 도 바라

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이 학교에는 어떻

게 오게 되었느냐’ 등 개인 인 신상조회까지 

한다. 책 정리를 할 때도 두 번 손이 가게 할 때

도 있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려는 분

을 볼 때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

기도 한다.”

이와 같은 면담을 통해 비정규직 사서들은 학

생들과도 갈등이 있듯이 교사의 신분이 아니기

에 학부모들과의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2.6 학교행사 시 문제

학교행사에 한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사

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 다.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서실 문을 닫고 이리 리 불려 

다닌다. 다과 비도 해야 하고 사진도 어야

하고 뒷정리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일하는 

건 괜찮지만 도서실 문을 닫아놓고 본 업무 외

에 다른 업무를 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

다. 아이들이 도서실에 왔다가 그냥 돌아갔을 

생각을 하면 좋지는 않다. 리자들도 언제는 

도서실 이용을 많이 하도록 권유하면서 그럴 땐 

 문을 닫으라고 한다. 도 체 어디에다 심

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서는 분명 특수한 직업 능력을 가진 직업임

에도 불구하고 업무통합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서는 365일 상시 근무로 개교기념일, 

소풍, 재량휴업일에도 도서실을 개방하고 있지

만, 각종 행사나 방학 때는 도서실 문을 닫고 

다른 업무를 보게 하는 것에 해 어려움을 느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7 재배치에 한 고충 

2013년 충북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의 재

배치에 한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사서는 다

음과 같이 응답하 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근무하다가 재배치 상자로 선정되어 타 지역

으로 옮겨서 출퇴근을 한다. 어느 날 아침에 출

근하려는데 이 많이 왔다. 일단 출근을 해야

겠기에 다른 날보다 조  서둘러 출발을 했다. 

길이 미끄러워 등엔 식은땀이 났고 여기 기 처

박  있는 차를 보니 겁도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학교에 연가 신청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도서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

고 서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운 을 해서 학교에 도착하니 40분이

면 되는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렸다. 월 은 인상

되지 않으면서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한다. 교



12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3호 2015

통비라도 보조해주면 좋겠다.” 

충북의 경우 2013년 3월 1일자로 사서를 모

두 등과 등으로 환 배치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사서가 없는 상태이다. 의 면담을 

통하여 재배치 상자 던 비정규직 사서들은 

장거리 출․퇴근 문제와 타 학교로의 갑작스런 

재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8 사서의 업무주도성  책임감

“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학교 산 부족 

시 사서를 고용하지 않아 학교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앞에서 M 사서가 말

했듯이 일을 해도 공 은 담당교사나 학교에 돌

아가고 사서는 보조 지원한 결과 밖에 되지 않

는 것이 실이다. 특히 학기말이 되면 그런 마

음이 더 심해진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원

을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고용불안을 느낌에는 

변함이 없다.”

비정규직 사서들은 서류를 기안할 권한이 없

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담당교사와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도서  운 에 

해 소극 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

직 사서가 도서  운 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

과 더불어 권리부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3 시사

와 같은 면담내용을 분석해 볼 때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은 교사의 직분이 아니므로 

도서  수업이라는 활동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장의 보여주기식 운

으로 인해 도서  운 에 많은 문제 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 많은 학교에서 도서

의 보편  기능은 비정규직 사서가, 독서교육 

심의 교육  기능은 학교도서  담당교사가 

맡는 이원화 체제로 운 되고 있다. 따라서 도

서  운  계획․실행을 사서가 주도 으로 하

면서도 도서  담당교사와 종속 계로 운 된

다. 한 비정규직 신분이다보니 학교장과의 의

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는 일반 교사와 차별

인 우를 받고 있고 학생은 비정규직 사서가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서의 지시를 제

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비정규직 사서들은 교사

들의 잡무를 처리하거나 행사를 비하는 교사

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친근감이 

있어야 할 담당교사와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히 낮은 여 때문에 비정규직 사서에게 책임감

과 주도  업무 능력을 기 하기 어렵고 제 로 

된 도서  활용수업을 실행하기가 어렵다. 한 

비정규직 사서는 재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능력

개발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2013년 재배치로 인하여 업무와 출․

퇴근 문제 때문에 고충을 느끼고 있으며 인력운

용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학교도서  담인력

을 재조정하면서 고등학교에 담인력이 없어

지는 부작용이 래되어 책 마련이 실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이 학교도서  

발 을 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

다. 비정규직 사서에 한 처우가 제 로 시행

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학교도서 의 발 은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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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제언
 

6.1 결론

학교도서  비정규직들의 투쟁이 시작된 지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재 부분 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의 벽은 여

히 높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  격

차는 더 벌어지며, 비인격  우, 고용불안, 그

리고 그로 인한 상  박탈감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도 외는 아

니다. 

본 연구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실태를 알아보

고 그들의 직무 황과 업무만족도를 악한 후 

비정규직 사서로서 느끼는 학교도서 의 문제

을 도출하여 앞으로 학교도서  사서들의 업

무 수행 역량  성과를 높이기 한 처우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

무만족, 고용여건, 근무환경, 인 계’ 등의 요

인들은 만족도 체와 높은 상 계를 보여 주

었다.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에 한 차이검증에서 무기계약직 

․후의 업무만족도 결과에서는 무기계약직 

․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업무만족도 

결과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다.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학교도서  수행업무

의 차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 자격증 유무에 따른 학교 구성원들의 사서 

필요성 인식에 해 조사한 결과 학교장의 인

식에서는 학교도서  운 에 사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고 있으며 사서자격증 유무에도 유의

미한 수치가 발견되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인식에서는 학교도서  운 에 사서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통계 인 유의 수치는 발견하지 못하 다. 이것

은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직의 문성을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회계직 형태의 학교

도서  인력 배치 정책을 폐기하고, 정규직 사

서교사와 사서의 배치를 통해서 사서직의 문

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업무를 살펴본 결과, 자

격증 유무에 상 없이 단순 업무인 ‘열람  

출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

교도서  비정규직 사서들이 생각하는 학교도

서 의 문제 에 한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사

서의 능력개발에 한 문제 ’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한 그들이 원하는 처우개선 방안에 

한 조사에서는 ‘고용안정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

서들의 문제  해결과 처우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에 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처우개선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연 제를 호 제로 환하고 교육공무직법을 

통해 신분과 고용불안, 임 과 차별해소를 종

합 으로 해결해야 하며 시․도별 천차만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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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태를 극복하기 해서 국 인 통일 기

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도서 진흥법｣ 개정으로 사서가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

다. 따라서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문성을 인정하고 나라에서 발 한 사서자격증

을 제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격증

을 갖추지 못하고 재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유 기간을 두고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도서  비정규직 사서에 한 동등

한 연수와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업무권한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사서는 일반 으로 

정규직 사서에게 작업의 일정과 방법을 지시 받

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기 쉽

고 책임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

능한 한 의미 있는 과업을 비정규직 사서 자신

의 재량권 아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정규직 사서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한 자부

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요하다. 

넷째, 학교도서 은 반드시 담인력 는 

문인력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보통 도서 이라 하면 단순히 도서 자료의 소장

이나 출․반납, 독서실로서의 소극 인 역할

만 하는 곳으로 여기는 리자들이나 일반인들

이 있다. 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서’ 고

유의 업무 외 잡무를 시키고 학교의 산이 없

다고 비정규직 사서를 해고 1순 로 보는 학교 

리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다섯째, 도서  담당교사제를 폐지하고 사서

의 업무 재량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

교도서 과 담인력이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한 구심 이고 교육과정에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시켜 문인력인 사서들을 꾸 히 배치하

여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사서들이 문성을 발

휘할 수 있도록 기안권과 결재권, 산집행 권

한을 부여하여 보다 질 으로 향상된 도서  운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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