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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는 2009년에 개발되어 재 선도학교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지표  

문항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개선 을 제안하 다. 연구결과 행 평가지표  문항의 요도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이 체로 정 인 것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의 요도와 수행도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평가지표  문항에서 개선해야 할 으로는 재의 평가문항에 다양한 독서교육활동 

실시여부에 한 항목 추가, 자료조직  리 련 평가문항 수정의 필요성, 학생지도 평가 역 명칭에 한 제고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 활용되고 있는 사서교사 평가지표와 문항이 체로 타당하기는 하지만 

일부분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키워드: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평가문항, 사서교사업무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eacher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their roles inherent in the indicators and items for teacher evaluation and to determine 

their appropriateness. The results revealed that most indicators and items are appropriate for evaluating 

teacher librarians' job performance, but some items need to be revised to properly reflect teacher 

librarians' job tasks.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were discussed.

Keywords: Teacher Evalu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Evaluative Items for Teacher Librarians, Teacher Librarians' Job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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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제40권 제4호)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교원의 역량과 문성은 학교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인 요인이다. 그러나 1990년  말부

터 교원의 문성과 자질에 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었고 교원의 자질 하, 교권의 추락 등 학

교교육의 각종 기 상들이 본격 으로 두되었다.1) 이러한 기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교원들의 문성 신장,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의 신뢰 회복, 기존 교원근무평가제도의 보완을 

한 새로운 평가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체 인 실행방안들이 꾸 히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새로운 평가제도는 2005년 ‘교원평가제’라는 명칭으로 47개의 학교를 통해 시범 운 되었

고, 2007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2007년 506개, 2008년 669개, 2009년 상반기 

1,570개가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그 활용가능성을 검토하 다. 2009년 하반기에 1,500개가 넘는 선

도학교가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2009년 재 3,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 결과에 한 분석을 통해 교원들 사이에 교원능력개

발평가에 한 정  인식이 제고되었고, 실제로 교원들이 문성 신장을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 다고 보고되었다.2) 

그러나 2008년까지 실시되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 ․고의 일반 교과교사, 교감, 그리고 

교장에만 해당되는 제한된 의미의 교원평가 으며, 2009년 처음으로 사서교사, 특수교사, 보건교

사, 양교사, 문상담교사 등에 한 평가를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변화․발 을 거듭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모든 단  학교의 

교사를 상으로 하는 면  시행을 앞에 두고 있다. 

2008년까지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구체 인 평가지표를 개별학교에서 자율 으로 결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수정․보완된 평가 역, 평가요

소, 평가지표 등의 시를 제공하여 왔다. 선도학교의 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표 사용에의 자율

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교들이 교과부에서 제공된 매뉴얼의 평가지표를 그 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한 보다 표 화되고 객 인 지표개발의 필요성

이 강조되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면 시행을 앞두고 표 화된 지표개발의 요성이 더욱 커졌

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9년 일반교과교사, 교감, 교장의 평가지표에 한 수정  보완과 사서

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들의 평가를 한 구체 인 평가지표와 평가문항이 개발되었다.3) 

 1) 제상 외, 교원의 문성 신장을 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 활용방안 연구(서울:교육과학기술부, 2008), pp.1-3.

 2) 김갑성 외,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 결과 분석연구(서울:한국교육개발원, 2008), pp.103-109.

 3) 박지혜 외,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지표 수정․보완  특수교원(비교과교사) 평가지표 개발 연구(서울:교육과

학기술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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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필수 인 능력인 정보의 한 활용과 나

아가 그 창출 능력을 키우는 지도자로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 따라서 그 문성 발휘를 

해 엄격한 자격기 과 문성 기 을 설정하여 그 기 에 따라 사서교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행 활용되고 있는 사서교사의 평가지표와 문항은 사서교사의 면담을 통한 직무분

석과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5) 그러나 평가문항을 검토한 사서교사의 수가 지극히 

제한되었다는 단 이 있어 이에 한 보다 범 하고 철 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9년에 개발되어 재 선도학교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지표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사서교사 역할의 요도와 수행도에 한 사서교사들

의 인식과 역할의 요도와 수행도에 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분석하고, 그 개선 에 해 검토

하고자 한다. 사서교사 평가지표와 문항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에 한 분석  사서교사들이 제

안한 개선 에 한 분석은 사서교사를 한 평가지표  문항이 타당한 것인가에 한 단의 근

거를 제공하고, 지 까지 제기되어 온 다양한 사서교사 평가의 문제 6)을 해결하는 발 을 마련함

으로써 사서교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의미 있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사서교사 평가지표  문항에 제시된 역할의 요도와 수행도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사서교사 평가지표  문항에 제시된 역할의 요도와 수행도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서교사들이 제시한 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사서교사 평가지표  문항의 개선 은 무

엇인가? 

3. 사서교사의 역할과 직무에 한 선행연구의 개

도서 법 제 38조에 제시된 학교 도서 의 역할은 ①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

 4) 김성 , “사서교사 평가제도로서 행 교원평가제의 문제 과 개선방향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

39권, 제4호(2008), pp.422-423.

 5) 박지혜 외, 게서.

 6) 김성 은 (1) 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주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교사 심으로 실시되어 사서교사 입장에

서는 타당성이 매우 낮으며, (2)이러한 평가를 통해서는 사서교사의 책무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3) 행의 제도

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가장 요한 목 인 교원의 문성 신장을 사서교사에게 기 하기 어렵다는 문제

을 지 하 다. 게 논문,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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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이용서비스 제공 ②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 린  이용 제공 ③시청각자료  멀티미

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이용 제공 ④정보 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이용 제공 ⑤도서  이용의 지도  독서교육, 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⑥그 밖에 

학교도서 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이다. 이러한 학교 도서 의 역할이 제 로 수

행되도록 하는데 일차 인 책임이 있는 사서교사는 그 직무범 가 일반교사와 다를 수밖에 없다. 

국제도서 연맹과 UNESCO에서 규정한 사서교사의 역할과 직무는 ①학교 공동체의 정보 요구 

 정보자료의 분석 ②학교도서  서비스 개발을 한 정책 수립  실행 ③수서 정책  제도 개

발, ④도서  자료의 분류와 목록, ⑤도서  이용 교육 ⑥정보 활용 교육, ⑦학생  교사를 상

으로 한 도서  자료  정보기술 이용에 한 지원  상담 ⑧참고 사  자료를 이용한 정보 

탐구에 한 질의응답 ⑨독서 로그램  문화 행사 추진 ⑩교육과정과 연계를 한 계획 활동 

참여 ⑪학습 활동의 비, 수업, 평가 활동에 참여, ⑫ 체 학교 평가의 일환으로 학교도서  서비스

에 한 평가 진 ⑬외부기 과의 력 활동 ⑭ 산 편성  집행 ⑮ 략  경 계획 수립  

⑯직원 리 연수 등 16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7) 미국의 교사교육 공인을 한 국가 의회

(NCATE)에서 제시한 사서교사의 기본 인 역할과 자질은 효율 이며 윤리 인 정보 이용 행동의 

보증, 정보활용능력  독서능력 신장, 지식과 정보의 근 보증, 자원기반 학습 환경 조성, 학습  

학습자에 한 지식,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과 태도, 정보 활용 능력신장을 한 교육과정 개발  

운 , 학교공동체와 학교도서 의 연계, 교과교사와의 교수 트 , 교육  리더 등이다.8)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직무  역할에 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서

교사의 핵심 직무로 시설․설비 구축, 자료 구성, 자료 확보, 정보․교육서비스, 운 ․ 산을 설

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교육서비스 역에 도서  이용  정보 활용 교육 실시, 독서교육, 독서

행사 운 , 도서  활용수업(도서  력수업), 지역사회에 한 사, 자료의 이용도 제고와 같은 

교육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 안인자 등은 ‘학교도서  운 리업무’, ‘자료 리업무’, 

‘교육 정보 서비스 업무’, ‘디지털 정보 리업무’를 주요 역으로 하는 49개의 직무로 사서교사의 

역할을 세분화 하 다.10) 한국도서 회의 학교도서 기 , 안인자의 직무분석 등에 한 종합을 

바탕으로 김성 은 사서교사의 핵심직무를 교육서비스와 학교도서 경 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으

로 도서 이용지도,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학교도서  경 리, 자료조직  정보제공 등이 포

함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11) 김이경 등이 일반 교과교사의 직무 역을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

 7) 박 숙 외, 교육 서비스업 인력의 ․장기 수 계획 재검토  보완 연구(서울:한국교육개발원, 2007), p.230.

 8) 박 숙 외, 교육 서비스업 인력의 양성체제 합성 제고 방안 연구: 비교수 문직 교사 인력을 심으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 p.25. 

 9) 박 숙 외, 게서(2007), p.230. 

10) 안인자 외, 학교도서  사서교사(사서) 직무분석(군포:한국디지털도서 포럼, 2003). 
11) 김성 , 게 논문, p.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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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 , 학부모  외 계, 학교경  지원, 연구 활동 등으로 구분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12), 사서교사는 매우 독특한 직무 역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내용들을 정리하면, 행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역 하에 

교육과정의 이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노력, 학습자특성  교과내용 분석, 교수․학습 략수

립, 수업의 도입, 교사의 발문, 교사-학생 상호작용 등 총 1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일반교과교

사의 평가지표  문항13)과 차별화되는 사서교사의 직무에 합한 평가지표  문항 개발이 필수

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지표  문항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지표  문항은 문헌연구, 장 문가 면담, 

문가 검토, 학교 장 방문 등의 차를 통해 개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14)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해 발의된 법령(안)에서 교원의 문성 신장을 한 평가 역을 ‘수업

지도’와 ‘학생지도’로 제한하고 있어 사서교사의 평가 역은 둘 에서 보다 연 성이 높다고 단

되는 ‘학생지도’로 설정하 다. 이러한 사서교사의 ‘학생지도’ 평가 역은 사서교사의 고유 업무인 

도서  운   자료 리와 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학생지도나 다른 수업과의 력수업 등

을 지원하는 업무를 포 한다. 각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의 개요는 아래에 제시되었다.15)

12) 김이경 외, 교원의 직무수행 실태 분석  기  개발 연구(서울:한국교육개발원, 2005), pp.69-70.

13) 박지혜 외, 게서, pp.103-106. 
14) 박지혜 외, 게서, pp.120-122.

15) 박지혜 외, 게서, pp.78-83.

평가
역

평가
요소

평가지표 평가문항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학
생
지
도

도
서

운

1. 도서  
이용의 
활성화

1.1. 학교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
시하는데 극 인가?

1.2. 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는가?

1.3. 다른 학교 도서   련 기 과의 력을 통해 정보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가?

1.4. 학교도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도서  자료
에 쉽게 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 하고 있는가?

1.5. 학교도서  홈페이지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도서목록시스
템과 연결되어 있는가?

<표 1> 사서교사의 평가 역, 요소, 지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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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
요소

평가지표 평가문항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학
생
지
도

2. 산의 
집행

2.1. 도서  산을 필요한 자료와 물품의 구매를 심으로 합
리 으로 집행하는가?

3. 도서 
 교수-

학습 자
료 구입

3.1. 학생  교직원(이용자들)의 요구  자체요구(  : 청
소년을 한 권장 도서)를 반 하여 각종 도서  교수-
학습 자료를 구입하는가?

3.2. 정규교육과정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유형  성격을 악
하여 구매하는가?

4. 도서  
시설  
비품 리

4.1. 교육정보화  도서 리의 산화를 한 시설  로
그램을 구비하고 있는가?

4.2. 비품에 한 악  이에 한 조달이 시에 이루어지
는가?

4.3. 소모품에 한 악  이에 한 조달이 시에 이루어지
는가?

5. 도서  
인 자원

리

5.1. 학교도서 운 원회, 자료선정 원회와 같은 도서  
운 에 필요한 각종 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는가?

5.2. 도서  운 을 해 원회와 력을 잘 하는가?

5.3. 도서  운 을 한 보조 인력(독서반 학생 는 학부모 
도우미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5.4. 도서  운  보조 인력을 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5.5. 도서  운 을 한 보조 인력(독서반 학생 는 학부모 
도우미 등)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하는가?

자료
리

6. 도서
출  
반납 

6.1. 도서 출  반납 황이 산화되어 체계 으로 리되
는가? 

6.2. 반납연체도서를 리하기 한 효과 인 제도를 수립하
여 운 하는가?

7. 자료
조직  

리

7.1. 등록된 개별 도서들 간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해 각
각의 도서에 일 성 있고 체계 인 청구기호를 부여하는 
등 도서 리를 체계 으로 하는가?

7.2.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서목록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가?

7.3. 개별도서에 이블이 정확하게 잘 부착되어 있는가?

7.4. 반납된 도서가 바로바로 진열되며 서가 배열이 바르게 정
돈되어 있는가?

8. 장서
검

8.1. 정기 으로 장서를 검하는가?

8.2. 도서목록데이터의 갱신  정기 인 백업이 제 로 이루
어지는가?

8.3. 최 의 장서상태를 유지하기 해 장서의 폐기  제 업
무를 규정과 차에 따라 정기 으로 수행하는가? 

학생
지도 

정보
제공

9. 독서
지도

9.1. 도서자료의 특성  학생수 에 합한 독서법에 따라 독
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가?

9.2. 이용자의 요구 시 도서의 내용( 거리)에 한 소개를 
하게 하는가? 

9.3. 신간 도서  교수-학습 자료에 한 홍보  안내가 시
기 하게 효과 으로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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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운

‘도서  운 ’의 평가요소는 자료 리를 제외한 반 인 도서  운 에 해당되는 지표들을 포

함한다. 이 평가요소에는 도서  이용의 활성화, 산의 집행,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 도서  

시설  비품 리, 도서  인 자원 리 등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었다. 

‘도서  이용의 활성화’ 지표는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편리한 도서  이용  서비스의 질  개선을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안인자 등은 사서교사의 학교도서  운 ․ 리업무에 해당되는 첫 번째 업무

가 학교도서  종합계획수립이며, 여기에는 학교도서 의 목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아

이디어의 제안과 그 실 을 한 방안제시 등의 역할이 포함된다고 하 다.16) 이 지표는 사서교사

의 핵심 업무 역의 하나인 종합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유 기 과의 력노력, 도서  자료에의 

근의 용이성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이다. 

‘ 산의 집행’ 지표는 사서교사들이 도서  운 에 필요한 산을 합리 인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에 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 지표는 사서교사들이 사용자의 요구와 정규교육과정에 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자료 유형  성격을 악하여 구매하고 있는지에 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자신이 속한 

학교의 학생들이나 수업을 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악하여 그에 따라 자료를 구매하는 것

은 해당 학교 사서교사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업무  하나이다. 

‘도서  시설  비품 리’ 지표는 사서교사들이 도서  운   리에 필요한 시설  비품 

등에 한 리  소모품의 조달을 필요에 따라 하게 수행하는가에 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학교도서 의 비품 기 에 따라 비품을 구매하고 이에 해 체계 으로 리하고 있는가가 핵심 

평가내용이다. 학교도서 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보 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교수-학습활동에도 극 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17)에서 합한 시설과 비품

16) 안인자 외, 게서, pp.4-6.

17) 안인자 외, 게서, pp.12-15.

평가
역

평가
요소

평가지표 평가문항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도서
 이용 

지도  
력수업

10.1. 효율 인 도서검색  이용을 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10.2. 효과 이고 효율 인 웹 검색법  검색된 다양한 웹정
보를 평가하는 방법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10.3. 교과교사와의 의를 통해 도서  활용  력수업을 
극 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가?

10.4. 도서  활용  력수업에 이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에 한 정보를 교과교사에게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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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사서교사의 요한 업무 역이라 하겠다. 

‘도서  인 자원 리’ 지표는 사서교사들이 도서  운 에 필요한 각종 원회의 구성  력

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며, 필요한 운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하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해 평가

하는 지표이다. 안인자 등은 사서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인 자원 리 련 직무로 인 자원구성 

 업무 역 분장, 인 자원의 선발  운 , 각 원회  단체 운 , 내외 조직과의 유기 인 

력체제 유지 등을 들었다.18) 이 지표에서는 이러한 직무들을 포 으로 평가할 수 있는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2. 자료 리 

‘자료 리’ 요소는 사서교사의 역할  가장 요한 역의 하나인 도서 출  반납, 자료조직 

 리, 장서 검 등을 포 한다. 안인자 등이 분석한 사서교사의 핵심 업무  ‘장서개발’에 련

된 내용이다.19) 다만 ‘장서개발’이라는 단어가 일반인에게 달하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보다 일

반 인 용어로서 ‘자료 리’로 명명하 다. 이에 해당하는 지표로는 도서 출  반납, 자료조직  

리, 장서 검 등이 있다. 

‘도서 출  반납’ 지표는 도서 출  반납 업무의 산화를 통해 체계  리를 하고 반납연

체도서 리를 한 효과 인 제도수립을 하고 있는지 등에 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자료조직  리’ 지표는 체계 인 도서 리를 해 청구기호의 부여가 하고, 도서목록데

이터의 입력이 정확하고, 이블의 부착  반납도서의 배치 등을 제 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장서 검’ 지표는 정기 으로 도서 의 모든 장서들에 한 검을 통해 도서목록데이터의 정기

인 갱신이이 제 로 이루어지는가와 최 의 장서상태를 유지하기 해 장서의 폐기  제  업

무를 규정과 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에 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3. 학생지도  정보제공 

안인자 등이 분석한 사서교사의 다양한 업무  교육․정보 서비스 업무는 독서교육, 학교도서

 활용수업, 학교도서  이용  정보교육, 참고․정보서비스, 지역사회 사 등을 포함한다.20) 이 

에서 독서교육은 ‘독서지도’, 학교도서  활용수업과 학교도서  이용  정보교육은 장에서 

18) 안인자 외, 게서, pp.8-11.

19) 안인자 외, 게서, pp.16-22.

20) 안인자 외, 게서, pp.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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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용어를 활용하여 ‘도서  이용지도  력수업’의 지표로 명명하고 ‘학생지도  정보제공’의 

평가요소를 구성하 다. 이러한 독서지도와 다른 교과와의 력수업은 사서교사를 사서직원이나 

실기교사와 구분하는 요한 업무 역이다.21) 

구체 으로 ‘도서  이용지도  력수업’ 지표는 효과 이고 효율 인 도서  이용법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지와 도서  활용수업  력수업을 극 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학생들의 도서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주로 다른 교과수

업과 연계함으로써 교과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사서교사의 주요 역할

이다.22) 이러한 사서교사의 역할은 지식정보화 시 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으며 필

수 인 교육이다. 

‘독서지도’ 지표는 도서자료의 특성  학생수 에 합한 독서법에 따라 독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뿐 아니라 도서  교수-학습 자료에 한 안내와 홍보를 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는 지표이다. 학교도서  진흥법 제15조에서는 학교장에게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지도를 의무

로 부과하고 있다. 그만큼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지도의 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활용되는 평가지표  문항에 한 사서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009년을 기 으로 학교에 재직 인 사서교사의 수는 등학교 214명, 

등학교 134명, 고등학교 304명, 특수학교 2명으로 총 654명이며,23) 이 연구에는 체 사서교사

의 약 9%에 해당하는 56명이 참여하 다. 사서교사 경력은 2년에서 28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

으며, 근무지 역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른 분포를 보 다. 학교 별로는 등학교 23명(41.1%), 

학교 12명(21.4%), 고등학교 21명(37.5%)이었다. 설문내용은 각 문항에서 제시한 역할이나 업

무 내용이 사서교사의 직무수행에 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 요도’와 해당 문

항에서 제시한 역할을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를 묻는 ‘수행도’를 포함하여 5  척도로 측정

하 다.24) 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지표  문항의 개선 에 해 조사하기 해 자

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이 포함되었다. 

21) 함명식, “‘정보와 도서 ’교육과정과 사서교사 역할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08), 

pp.171-173.

22) 김성 , 게 논문, p.5.

2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09(서울:교육과학기술부, 2009), pp.102-511. 
24) 요도는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함, 매우 요함의 5  척도로, 수행도는  수행하지 

않음, 수행하지 않음, 보통, 수행함, 매우 요함의 5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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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과 2를 해 수집된 양  자료는 기술통계와 종속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기술통

계는 사서교사들이 생각하는 각 평가지표  문항의 요도와 실제 수행도의 순 , 그리고 각 평가지

표  문항에 한 사서교사들의 인식에 한 평균을 제시하기 해 사용되었다. 한 종속표본 t검

증은 사서교사들이 인식한 각 평가문항의 요도와 수행도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사용되었다. 

종속표본 t검증은 종속변수가 양 변수이고 두 집단이 독립 이지 않을 경우 두 집단의 종속변수에 

한 차이 연구를 하여 사용하거나 동일한 집단에게 비슷한 검사를 두 번 실시하여 얻은 자료 사이

의 변화와 차이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이다.25) 한 사서교사가 각 평가지표  문항에 한 요도와 

수행도를 묻는 설문에 모두 응답하 기 때문에 요도와 수행도에 한 인식은 비독립 이며 상호 

종속 이므로 종속표본 t검증 기법이 이 연구에 합한 자료 분석 방법이라 하겠다. 

연구문제 3을 해 수집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지표와 문항에서의 개선 에 한 질  

자료는 상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해 연구자의 직 과 단력에 의존하는 반성  분석(reflective 

analysis)26)기법과 면  내용을 반복 으로 비교하여 공통되는 범주나 속성을 도출해 내는 반복  

비교법(constant comparison method)27)을 통해 분석되었다. 구체 으로 수집된 답변에 해 코

드를 부여하 고, 도출된 코드들을 반복 으로 비교․분석하여 일정한 범주와 주제로 구체화시키

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이러한 범주화가 왜곡되거나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두 연

구자는 각자 조사내용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서로 다른 결과에 해서는 두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논의하여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 다. 

Ⅳ. 연구결과

1. 평가지표  문항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

사서교사들이 지각한 각 평가지표별 요도와 수행도의 평균과 표 편차는 아래의 <표 2>에 제

시되어 있다. 우선 요도를 살펴보면, 10개의 평가지표  요도 측면에서 가장 요하게 인식된 

지표는 ‘독서지도(M=4.66, SD=.511)’이었으며, 다음으로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M=4.58, 

SD=.367)’, ‘ 산의 집행(M=4.30, SD=.601)’, ‘도서  이용지도  력수업(M=4.17, SD=.431)’, 

‘도서 출  반납(M=4.14, SD=.474)’의 순이었다. 직무수행 시 각 평가지표에 나타난 업무에 한 

실제 수행정도를 묻는 수행도에 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 상  5개의 지표는 ‘ 산의 집행(M=4.23, 

25) 성태제․시기자, 연구방법론(서울:학지사, 2006), p.283.

26) Meredith D. Gall, Joyce P. Gall and Walter R. Borg,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 7th ed.(White 

Plains : Longman, 2003), p.570.

27) Ibid, pp.56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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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660)’,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M=4.19, SD=.486)’, ‘도서 출  반납(M=3.96, 

SD=.466)’, ‘자료조직  리(M=3.92, SD=.581)’, ‘독서지도(M=3.79 SD=.581)’이었다. 

체로 요도에서 상  5개에 속하는 지표가 수행도에서도 상 를 나타내었지만, 요도에서는 상

 5개 안에 포함되었던 ‘도서  이용지도  력수업’ 지표가 수행도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10

를 나타내었고, 요도에서는 상  5개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료조직  리’ 지표가 수행도 

측면에서는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 다. 반 으로 10개의 지표에 한 요도 평균은 

4.09, 수행도 평균은 3.78로 보통 이상의 요도와 수행도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지표
요도 수행도

순 M SD 순 M SD

 1. 도서 이용의 활성화 6 4.08 .410 7 3.73 .507

 2. 산의 집행 3 4.30 .601 1 4.23 .660

 3.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 2 4.58 .367 2 4.19 486

 4. 도서  시설  비품 리 9 3.60 .668 6 3.74 .605

 5. 도서  인 자원 리 7 3.92 .601 8 3.69 .659

 6. 도서 출  반납 5 4.14 .474 3 3.96 .466

 7. 자료조직  리 8 3.81 .755 4 3.92 .581

 8. 장서 검 10 3.59 .708 9 3.33 .682

 9. 독서지도 1 4.66 .511 5 3.79 .581

10. 도서  이용지도  력수업 4 4.17 .431 10 3.26 .638

<표 2> 평가지표별 요도  수행도 결과

각 평가문항별 요도와 수행도에 한 인식 정도가 높은 상  10개의 문항은 <표 3>에 제시되

었다. 요도에 한 사서교사들의 인식 정도는 ‘10.1. 효율 인 도서검색  이용을 한 교육의 

실시여부’, ‘1.2. 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계획수립의 여부’, ‘3.1.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

의 성’, ‘1.1. 학교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아이디어 제시’, ‘9.1. 도서자료  학습자 특성

에 맞는 독서지도의 실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행도는 ‘3.1.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

의 성’, ‘6.1. 출  반납의 체계  리’, ‘1.2. 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계획수립의 여부’, 

‘2.1. 합리 인 산의 집행’, ‘10.1. 효율 인 도서검색  이용을 한 교육의 실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도의 상  3개 문항은 수행도에서도 상  5개 문항 안에 포함되었지만, ‘학교도

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아이디어 제시’나 ‘독서지도의 실시’ 등은 사서교사의 역할로 요하게 

인식되기는 하지만 그 수행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3 -



12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제40권 제4호)

등 문항- 요도 M SD 문항-수행도 M SD

1
10.1. 효율 인 도서검색  이용을 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4.78 .459

3.1. 학생  교직원(이용자들)의 요구  
자체요구(  : 청소년을 한 권장 도
서)를 반 하여 각종 도서  교수-학
습 자료를 구입하는가?

4.70 .537

2
1.2. 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는가?
4.77 .504

6.1. 도서 출  반납 황이 산화되
어 체계 으로 리되는가? 

4.32 .508

3

3.1. 학생  교직원(이용자들)의 요구  
자체요구(  : 청소년을 한 권장 도
서)를 반 하여 각종 도서  교수-학
습 자료를 구입하는가?

4.77 .504
1.2. 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는가?
4.25 .611

4
1.1. 학교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해 다양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극 인가?
4.75 .513

2.1. 도서  산을 필요한 자료와 물품의 
구매를 심으로 합리 으로 집행하
는가?

4.23 .660

5
9.1. 도서자료의 특성  학생수 에 합

한 독서법에 따라 독서가 이루어지도
록 지도하는가?

4.73 .486
10.1. 효율 인 도서검색  이용을 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4.22 .956

6
9.3. 신간 도서  교수-학습 자료에 한 

홍보  안내가 시기 하게 효과
으로 이루어지는가?

4.70 .502
5.3. 도서  운 을 한 보조 인력(독서

반 학생 는 학부모 도우미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4.14 .796

7
9.2. 이용자의 요구 시 도서의 내용( 거리)

에 한 소개를 하게 하는가? 
4.55 .685

7.1. 등록된 개별 도서들 간의 구별을 명확
하게 하기 해 각각의 도서에 일 성 
있고 체계 인 청구기호를 부여하는 
등 도서 리를 체계 으로 하는가?

4.14 .554

8
3.2. 정규교육과정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유형  성격을 악하여 구매하는가?
4.39 .490

7.2.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서목록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가?

4.04 .687

9
2.1. 도서  산을 필요한 자료와 물품의 

구매를 심으로 합리 으로 집행하
는가?

4.30 .601
1.1. 학교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해 다

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극
인가?

4.00 .603

10
6.1. 도서 출  반납 황이 산화되

어 체계 으로 리되는가? 
4.29 .624

5.5. 도서  운 을 한 보조 인력(독서
반 학생 는 학부모 도우미 등)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하는가?

3.96 .785

<표 3> 요도  수행도 상  10개 항목

<표 3>에서는 지면 계상 상  10문항의 순 와 평균  표 편차만이 제시되어 있지만, 모든 평

가문항에 해 사서교사가 인식한 요도와 수행도의 평균과 표 편차에 한 정보는 아래의 <표 5>

에 제시되어 있다. 체 으로 사서교사 평가를 해 개발된 32개의 평가문항  ‘1.3. 다른 학교 도서

  련 기 과의 력을 통한 서비스 향상노력’을 묻는 문항(M=2.96, SD=.852)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한 요도 인식의 평균이 ‘보통’, 즉 3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의 분포 3.36-4.78). 

한 ‘1.3. 다른 학교 도서   련 기 과의 력을 통한 서비스 향상노력’(M=2.91, SD=.745), 

‘10.3. 력수업의 계획  실행'(M=2.82, SD=.748), ‘10.4. 도서  활용  력수업을 한 교과

교사에 한 정보제공'(M=2.96, SD=.793) 등 세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한 수행도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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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보통’, 즉 3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의 분포 3.00-4.23). 

특히 요도에 한 사서교사들의 인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문항이 타당한가 아

닌가를 단하는데 요한 정보가 된다. 왜냐하면 요하지만 재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수

행하고 있지는 못하는 업무는 사서교사가 효과 으로 직무수행을 하기 해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2. 평가지표  문항에 한 사서교사 인식의 차이

사서교사가 지각한각 평가지표별 요도와 수행도 사이의 차이에 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산의 집행, 도서  시설  비품 리, 자료조직  리 등의 지표를 제외하고 모든 평가지

표에서 요도가 수행도 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01-.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

이었다. 특히 교사로서 학생을 직  지도하고 교육하는 역할에 이 놓여 있는 ‘독서지도’와 ‘도

서  이용지도  력수업’ 평가지표에 한 요도 인식과 수행도 인식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M SD t p

 1. 도서  이용의 활성화
요도 4.08 .410

 5.949 .000***
수행도 3.73 .507

 2. 산의 집행
요도 4.30 .601

 .727 .470
수행도 4.23 .660

 3.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
요도 4.58 .367

 6.279 .000***
수행도 4.19 486

 4. 도서  시설  비품 리
요도 3.60 .668

-1.664 .102
수행도 3.74 .605

 5. 도서  인 자원 리
요도 3.92 .601

 3.500 .001***
수행도 3.69 .659

 6. 도서 출  반납
요도 4.14 .474

 2.896 .005**
수행도 3.96 .466

 7. 자료조직  리
요도 3.81 .755

-1.365 .178
수행도 3.92 .581

 8. 장서 검
요도 3.59 .708

 3.092 .003**
수행도 3.33 .682

 9. 독서지도
요도 4.66 .511

10.744 .000*** 
수행도 3.79 .581

10. 도서  이용지도  력수업
요도 4.17 .431

 9.549 .000***
수행도 3.26 .638

** p < .01,  *** p < .001

<표 4> 평가지표별 요도와 수행도 사이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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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각 평가문항별로 사서교사가 지각한 요도와 수행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32개의 문항  21개의 문항에서 요도와 수행도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4.3.소모품에 한 악과 조달’, ‘7.1.체계  

도서 리’, ‘7.3.청구기호의 부착’ 등의 3개의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역할에 해서 사서교사는 그 

요도에 비해 실제 수행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 다. 그 외 18개의 문항에 해서는 요도가 

수행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독서지도' 평가지표와 ‘도서  이용지도  력수업'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7개의 평가문항에 해서는 실제 수행하고 있는 정도에 비해 사서교사의 직무수

행에 필요하고 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t=2.927-13.519)으로 나타났다. 

문  항 M SD  t p

1.1. 학교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극 인가?

요도 4.75 .513
8.086 .000***

수행도 4.00 .603

1.2. 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는가?
요도 4.77 .504

6.429 .000***
수행도 4.25 .611

1.3. 다른 학교 도서   련 기 과의 력을 통해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가?

요도 2.96 .852
.425 .672

수행도 2.91 .745

1.4. 학교도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도서  자료에 쉽게 
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 하고 있는가?

요도 3.75 .837
1.427 .159

수행도 3.61 .908

1.5. 학교도서  홈페이지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도서목록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가?

요도 4.16 .654
2.605 .012*

수행도 3.86 .999

2.1. 도서  산을 필요한 자료와 물품의 구매를 심으로 합리 으
로 집행하는가?

요도 4.30 .601
.727 .470

수행도 4.23 .660

3.1. 학생  교직원(이용자들)의 요구  자체요구(  : 청소년을 
한 권장 도서)를 반 하여 각종 도서  교수-학습 자료를 구

입하는가?

요도 4.77 .504
1.272 .209

수행도 4.70 .537

3.2. 정규교육과정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유형  성격을 악하여 
구매하는가?

요도 4.39 .490
7.421 .000***

수행도 3.69 .742

4.1. 교육정보화  도서 리의 산화를 한 시설  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가?

요도 3.75 .792
.622 .536

수행도 3.70 .872

4.2. 비품에 한 악  이에 한 조달이 시에 이루어지는가?
요도 3.54 .687

-.645 .521
수행도 3.61 .802

4.3. 소모품에 한 악  이에 한 조달이 시에 이루어지는가?
요도 3.52 .738

-3.237 .002**
수행도 3.91 .668

5.1. 학교도서 운 원회, 자료선정 원회와 같은 도서  운 에 
필요한 각종 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는가?

요도 3.52 1.062
.645 .521

수행도 3.45 1.025

5.2. 도서  운 을 해 원회와 력을 잘 하는가?
요도 3.55 .715

4.722 .000***
수행도 3.00 1.000

<표 5> 각 평가문항별 요도와 수행도 사이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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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M SD  t p

5.3. 도서  운 을 한 보조 인력(독서반 학생 는 학부모 도우미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요도 4.25 .640
1.287 .204

수행도 4.14 .796

5.4. 도서  운  보조 인력을 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요도 4.09 .640

1.838 .071
수행도 3.93 .806

5.5. 도서  운 을 한 보조 인력(독서반 학생 는 학부모 도우미 
등)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요도 4.20 .644
2.631 .011*

수행도 3.96 .785

6.1. 도서 출  반납 황이 산화되어 체계 으로 리되는가? 
요도 4.29 .624

-.574 .568
수행도 4.32 .508

6.2. 반납연체도서를 리하기 한 효과 인 제도를 수립하여 운
하는가?

요도 4.00 .467
4.511 .000***

수행도 3.61 .623

7.1. 등록된 개별 도서들 간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해 각각의 도
서에 일 성 있고 체계 인 청구기호를 부여하는 등 도서 리를 
체계 으로 하는가?

요도 3.86 .796
-2.923 .005**

수행도 4.14 .554

7.2.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
록 도서목록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가?

요도 4.23 .572
2.281 .026*

수행도 4.04 .687

7.3. 개별도서에 이블이 정확하게 잘 부착되어 있는가?
요도 3.43 1.173

-2.969 .004**
수행도 3.80 .840

7.4. 반납된 도서가 바로바로 진열되며 서가 배열이 바르게 정돈되어 
있는가?

요도 3.71 .868
.340 .735

수행도 3.68 .765

8.1. 정기 으로 장서를 검하는가?
요도 3.66 .815

2.588 .012*
수행도 3.39 .846

8.2. 도서목록데이터의 갱신  정기 인 백업이 제 로 이루어지
는가?

요도 3.36 .841
2.748 .008**

수행도 3.13 .810

8.3. 최 의 장서상태를 유지하기 해 장서의 폐기  제 업무를 
규정과 차에 따라 정기 으로 수행하는가? 

요도 3.75 .858
2.267 .027*

수행도 3.48 .874

9.1. 도서자료의 특성  학생수 에 합한 독서법에 따라 독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가?

요도 4.73 .486
10.149 .000***

수행도 3.71 .780

9.2. 이용자의 요구 시 도서의 내용( 거리)에 한 소개를 하
게 하는가? 

요도 4.55 .685
7.104 .000***

수행도 3.79 .731

9.3. 신간 도서  교수-학습 자료에 한 홍보  안내가 시기
하게 효과 으로 이루어지는가?

요도 4.70 .502
9.264 .000***

수행도 3.88 .605

10.1. 효율 인 도서검색  이용을 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요도 4.78 .459

4.552 .000***
수행도 4.22 .956

10.2. 효과 이고 효율 인 웹 검색법  검색된 다양한 웹정보를 평
가하는 방법에 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요도 3.49 .791
2.927 .005**

수행도 3.04 .902

10.3. 교과교사와의 의를 통해 도서  활용  력수업을 극
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가?

요도 4.25 .552
13.519 .000***

수행도 2.82 .748

10.4. 도서  활용  력수업에 이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에 
한 정보를 교과교사에게 제공하는가?

요도 4.15 .524
10.707 .000***

수행도 2.96 .793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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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표  문항의 개선을 한 사서교사의 제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사서교사 평가지표  문항의 개선 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한 사서교사

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다양한 독서교육활동에 한 항목의 추가

의견을 제시한 30명  1/3이 넘는 12명의 사서교사가 다양한 독서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의 여부를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 하 다. 

사서교사들이 언 한 독서교육활동으로는 독서 련 동아리 운 , 독서토론 회, 독후감상문 회, 

다독왕 시상, 소식지 발행, 독서치료, 쓰기 지도 등이었다. 

나. ‘자료조직  리' 련 문항들의 합성 문제

총 8명의 사서교사는 재의 평가에 ‘자료조직  리'에 한 문항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에 해 문제제기를 하 다. 학교에 따라 자료 리나 분류 등의 업무는 외주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아 사서교사의 평가를 한 항목으로서 차별성을 지닐 수 있을지에 한 우려를 표명하

기도 하 다. 표 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 이 교육청이 리하는 DLS(Digital Library System)으로 도서 을 운  리하고 자

료의 분류목록도 외주 업체의 용역을 주는 상황에서 도서  이용 활성화와 출  반납과 자료조직 리

에 련된 각 문항이 평가를 한 항목으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국 으로 부분의 학교도서 이 DLS를 사용하고 있는 시 에 단순한 출반납의 산화 

여부나 홈페이지 구축 여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일 평가에 반 하려 한다면 

시스템의 구축여부 보다는 그 활용도에 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 학생지도 평가 역 수정의 필요성

총 5명의 사서교사는 ‘학생지도’로 명명되어 있는 평가 역이 사서교사에게 합하지 않음을 지

하 다. 안으로 교육활동, 독서교육 등이 제안되었다. 

Ⅴ. 요약  결론

이 연구는 2009년에 개발되어 재 선도학교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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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와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사서교사 역할의 요도  수행도에 한 그들의 인식과 요

도와 수행도에 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분석하고, 평가지표  문항의 개선 에 해 검토하고

자 하 다. 총 56명의 사서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표  평가문항의 요도와 수행도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에 한 분석에서 우선 

평가지표를 심으로 살펴보면, 독서지도,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 산의 집행 등의 업무는 

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수행도에서는 산의 집행, 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 

도서 출  반납 등의 업무를 가장 빈번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문항별로 세분화하

면, ‘10.1.효율 인 도서검색  이용을 한 교육의 실시여부’, ‘1.2.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계획수립의 여부’, ‘3.1.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의 성’, ‘1.1.학교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아이디어 제시’, ‘9.1.도서자료  학습자 특성에 맞는 독서지도의 실시’ 등의 순으로 요도가 

나타났고, 수행도에 한 인식은 ‘3.1.도서  교수-학습자료 구입의 성’, ‘6.1. 출  반납의 

체계  리’, ‘1.2.도서  이용의 활성화를 한 계획수립의 여부’, ‘2.1.합리 인 산의 집행’, 

‘10.1.효율 인 도서검색  이용을 한 교육의 실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 으로 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요도에 한 평균이 보통을 넘는 3  이상이었다. 

둘째, 각 평가지표와 문항별로 요도와 수행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10개  7개의 

평가지표에서 요도와 수행도에 한 인식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개별 평가문항으로 

세분화하면, 32개의 문항  21개의 문항에서 요도와 수행도 차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도 ‘4.3.소모품에 한 악과 조달’, ‘7.1.체계  도서 리’, ‘7.3.청

구기호의 부착’ 등의 3개의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역할에 해서는 그 요도에 비해 실제로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 다. 그리고 나머지 18개의 문항에 해서는 요도가 수행도에 

한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서교사들의 인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문항

의 부분이 사서교사 자신을 평가하는데 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평가지표  문항에서 개선해야 할 에 한 사서교사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재의 

평가문항에 다양한 독서교육활동의 실시여부에 한 평가문항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고, ‘자료조직 

 리' 련 업무에 한 평가의 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지도 평가 역 명칭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 활용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문항에 한 사서교사의 인식에 한 

분석 결과, 각 문항에 제시된 사서교사 역할의 요도와 실제 업무상에서 수행하는 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즉, 요도는 높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도 있고, 요도는 낮아

도 실제 수행은 많이 하게 되는 업무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서지도와 도서  이용지도  력

수업 련된 업무의 경우, 그 요도에 비해 수행 수 이 매우 낮다는 결과는 효과 인 사서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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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을 해 학교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 학교 장에서 사서교

사 교육활동의 요성에 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28) 사서교사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의 기회를 확

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9) 따라서 사서교사가 독서지도  도서  이용지도를 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력수업을 해 일반교과교사들과 공동으로 수업설계를 할 수 있는 풍토

가 조성되도록 계 기   단  학교 차원에서의 행정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비록 평가지표와 문항의 요도와 수행도에 한 사서교사들의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반 으로 재 활용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문항이 사서교사의 업무를 하게 

반 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재의 평가문항을 수정 없이 있는 그

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서교사들이 제안한 것처럼 독서교육활동

에 한 항목을 추가하고, 자료조직  리에 련된 문항을 임으로써 사서교사가 교사로서의 

문성을 발휘하고 그에 한 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제안 인 ‘학생지도’ 평가 역 명칭의 문제 은 재로서는 발의된 시행법 상 교사의 직무 역과 

평가 상을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로 제한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하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평가

역을 일반 교과교사와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해서는 보다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서교사는 그 역할  문성 측면에서 일반사서와 그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서

교사가 하나의 독립된 교육 문직으로서 그 상을 확고히 하기 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서교사의 평가 역을 일반 교과교사의 평가 역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일반 교과교사의 평가 역 범  내에서 평가받음으로써 사서교사의 교육  

업무의 비 을 차 확 하고 교사업무에 한 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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