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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한 학교도서  환경변화에 따라 학교도서  운 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우선, 학교도서  사서 배치 련 법규  사서교사 배치 

황을 분석하고, 비정규직 사서업무에 한 면담 분석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도서  담당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  운 문가의 역할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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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s to suggest the role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upon changes of school libraries 

according to the 7th Korean Educational Curriculum. With this purpose, it investigates the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allocation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and the interview of non-regular 

librarian about works. The study also compares job understanding of teacher-librarians, teachers 

managing school libraries and that of non-regular librarians in school libraries. It suggested the 

desirable role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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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의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 를 한 교육 개 인 제 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모형은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에게 

이해시키고 달하는 과정은 물론,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주제를 악하고 상에 

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조사,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습장 심, 열린교육, 자기주도  학습 등의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

도서 의 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 고 이에 따라 학교도서 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1)

7차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  재량 활동은 기존 교과서 심의 틀을 

벗어난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독서 논술교육의 활성화와 교사들의 교실수업 개선, 교수법 개

을 해 도서 의 자료를 활용한 도서 자료 탐구학습 등이 교육 장에서 극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담당교사들은 도서 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수업을 하는 모습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한 사서교사가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정보와 도서 ’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학

교도서 의 자료와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이 가능해졌다. 교과 재량활동을 통하여 특

정과목의 수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가능해져 교양 선택 과목으로 도서 을 활용할 여지가 더욱 

많아졌다. 

학교도서 의 요성을 인식한 기존의 교육인 자원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1차 학교도

서  활성화 사업으로 3,000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5년간 국에 6,000여개의 학교도서 을 신설

하거나 리모델링하 다. 이로 인하여 부분의 학교도서 에는 최신 시설이 마련되고 컴퓨터가 보

되었으며 빔 로젝트 등 멀티미디어시설이 설치되어 동 상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은 인 라  시설에만 투자가 집 되는 경향이 강하며 학교교육의 핵심인 

장서에 한 투자가 미흡하고 학교도서 의 담 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 평가를 해 2002년, 2006년에 실시한 장평가분석에 따르면, 단 학교 

장에서 학교도서  활성화 해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 한 것이 바로 문 인력 부족이었다.3) 

2008년 재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국 인 배치율이 5.77%에 불과한 실정

 1) 조미아, “학교도서  환경 변화에 한 내러티  연구 : 기술가정과 도서  력수업을 심으로," 정보 리, 

제4권(2005), pp.169-186. 

 2) 곽철완, 장윤 ,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 방안 효과에 한 연구 : 2003-05년도 사업 결과를 심으로," 한국도

서 ․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12), pp.143-160.

 3) 독서신문. 2008년 10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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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수의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인력이 학교도서 을 운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인력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라는 문제  이외에도 비정규직 사서는 고용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못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고 일반 교사들과 등한 지 가 아니기 때

문에 동료로서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해 상의를 하고 도움을 주거나 교수 매체를 지원하는 교

육 문가로서 일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학교도서  담당자에 한 연구는 사서교사 역할에 한 연구, 사서교사 인식에 한 연

구, 사서교사 배치  인력제도에 한 연구, 교수매체 문가로서 사서교사에 한 연구,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한 연구, 사서교사의 향에 한 연구,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를 비교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학교도서  담당자인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해 면담으

로 조사한 연구와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한 인식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정규직 사서를 

면담하여 문제 을 확인하고 학교도서  담당자의 고용형태별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 비정규

직 사서로 구분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  운 문가의 역할을 제시하기 한 연구는 매우 요하

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바람직한 학교도서  운 문가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연

구 목 을 이루기 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  사서교사 배치 황은 바람직한가?

2.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3.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한 인식  고용형태별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는가?

Ⅱ. 학교도서  담당자에 한 선행연구

지 까지 수행된 학교도서 에 한 논문에서는 문 인력인 사서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해 

부분 다루고 있다. 학교도서 에서 일하는 사서교사에게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교육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서교사라는 명칭에는 사서교사가 수

업을 해야 한다, 혹은 아니다 와는 별도로 사서로서의 역할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 인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4) 학교도서 에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 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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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도 문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학교도서 의 교육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형식 인 도서  이용교육으로 교육과정과 분리된 도서  운 이 나타나고 있다.5) 

학교도서  활성화를 한 선결 요건으로 제시된 문운 인력 확보에 한 교육당국의 장기 

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 순회사서, 도우미 활용 등 임시방편 인 인력 

운 에만 이 맞추어져 있다.6) 특히 이병기는 사서교사의 문성의 강화, 모든 학교에 사서교

사를 강제 으로 배치할 수 있는 법  근거의 마련,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 고 총 정원제에서 독립하여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거나 교사 증원 분에서 일정 부분을 사서

교사 지분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의 ․장기 방안을 제시하 다.7)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하여 학교 교사,8) 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9)10)에 의하

면 일반 교사들은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연령, 학력, 소득

이 높을수록 사서교사에 해 체 으로 정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도서 에 사서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한 연구는 한윤옥이 가장 먼  개척 으로 연구한 분야이다. 동교수 

로그램의 계획과정을 이론 으로 제시하 으며 한 학교와 사서교사를 선정하여 실제의 동교수 

로그램의 실시 황과 문제 을 악하 다. 동교수 로그램은 교과 담당 교사와 사서교사가 

교수과정의 완 한 동반자로서 계획과정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함께 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

조하 다.12) 등학생과 교사는 도서  활용수업 경험의 유무에 따라 도서 에 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활용수업은 수업에 한 흥미도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하지만 일반 교사들의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한 인식은 극히 

 4) 한윤옥, “사서교사의 인간 계 략," 도서 , 제32권, 제4호(1997. 12), pp.131-132.

 5) 변우열, 한상완, 이병기, 학교도서  디지털자료실 운 실태 조사  개선방안 연구(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pp.242-243. 

 6) 송기호,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교도서  이용교육의 개선 방안,"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2호(2003. 12), 

pp.27-40. 

 7) 이병기, “학교도서  사서교사의 법  상," 2004년 국사서교사 세미나 자료집, 2004.

<http://www.hakdo.net/policy.html?Table=policy3&mode=view&uid=4&page=9> [cited 2008. 10. 2].

 8) 정옥진, 학교도서 에 한 교사들의 인식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 계명 학교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2005), 

pp.1-88.

 9) 박경래, 사서교사의 역할에 한 등학교 교사들의 인식도 연구(석사학 논문, 북 학교 교육 학원, 사서교

육 공, 2005), pp.1-64. 

10) 이유경,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에 한 등학교 교사의 인식도 연구(석사학 논문, 신라 학교 교육 학원, 도

서 교육 공, 2006), pp.1-74. 

11) 이 숙, 학부모의 사서교사에 한 인식도 연구(석사학 논문, 앙 학교 교육 학원, 문헌정보교육 공, 2007), 

pp.1-87. 

12) 한윤옥, “학교도서 의 동교수 로그램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제29권(1995. 12), pp.257-279.

13) 이보라,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연구 : 경기지역 등학교도서 을 심으로(석사학  

논문, 경기 학교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2008), p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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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며 학교도서  활용수업의 부분이 사서교사와의 력과 지원에 의한 수업 보다는 교과교

사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14) 교과 심의 문화와 교사 사회의 패거리 

문화 등은 사서교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수의 특수 교사로서 부분 신

임교사의 치에 있기 때문에 교직사회에서 주변부에 치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소외와 차별은 사

서교사의 직업  정체감에 한 회의와 갈등을 가져오기도 한다.15) 거의 모든 사서교사는 교육

련 학습 자료  정보 제공, 도서  행사, 독서  논술 지도 제공은 비교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독서회 운 과 일반 교사와의 력 수업 참여, 정보 활용 교육, 

교사의 교재 연구  교재 작성에 한 지원, 교수-학습 자료 직  제작은 소극 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6) 우리나라 국가수  교육과정에 반 해야 할 학교도서  요소로 도서

활용수업의 제도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시간의 확보,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범 와 계

열체계 확립, 탄력  시간표를 구체 으로 제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7) 사서교사들은 체 으로 

등과 등의 교육과정이 다르므로 교과교사와의 동수업과 력방법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8) 

비정규직 사서는 재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능력개발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

만 학교도서  장문제 해결을 한 가장 요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과반수가 학교도서  담 

인력인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가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19)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에 비해 정규직 사서의 직무자체, 여, 안정

감, 인간 계, 자아실  요인에 한 직무 만족 수 이 높게 나타났으며,20) 학교도서  인 자원이 

속한 학교 , 근무경력, 고용구분에 따라 인 자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었으며 

고용구분(정규직․비정규직) 변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통계  유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21) 

한편, 사서교사유무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도서  이용행태  활성화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14) 이 숙,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사 인식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 앙 학교 교육 학원, 문헌정보교

육 공, 2008), pp.1-99.

15) 김종성, “사서교사의 직무 응 해요인과 극복방안에 한 문화기술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237-268. 

16) 권가람, 교수매체 문가로서 사서교사의 역할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 진 학교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2007), pp.1-69.

17) 이병기, “학교도서 과 교육과정의 통합 략에 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5. 6), pp.85-105. 

18) 신승주, 사서교사의 역할에 한 자기 인식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심으로(석사학 논문, 경기 학교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2007), pp.1-60.

19) 박정숙, 비정규직 사서가 인식한 학교도서  장문제 연구(석사학 논문, 경기 학교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2005), pp.1-68.

20) 김상미, 학교도서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 성균 학교 

교육 학원, 문헌정보교육 공, 2004), pp.1-44.

21) 정종기, “효과 인 학교도서  경 을 한 인 자원의 배치 황  직무만족도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지, 제41권, 제1호(2007. 3), pp.16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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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행태와 도서 시설 이용방법 숙지정도, 참고질의 정도, 도서 행사 참여 

정도, 도서  재의용 의사, 도서  요도 인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그동안 수행된 학교도서  담당자에 한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아직까지 학교도서  담당자

인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해 면담하여 조사한 연구와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 비정규직 사

서의 업무에 한 인식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교도서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  운 문가의 역할을 제시하기 하여 우선 

학교도서  사서 배치 련 법규  사서교사 배치 황을 분석하여 문제 을 제시하 다. 둘째, 비

정규직 사서와 면담을 통하여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 한계와 문제 이 무엇인지 조사하 다. 셋째,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도서  담당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교도서  담당자의 역할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각각의 학교도서  담당자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비교․분석

하 다.

Ⅳ. 연구결과 분석  평가

1. 학교도서  사서 배치 련 법규 분석

최근 통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는 ‘도서 발 종합계획(2009-2013)’을 확정․발표했

다(2008. 8.7). 도서 정보정책 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 ’이라

는 비 을 설정하고, 비  달성을 해 3  정책목표  8  추진 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도

서 과 련된 것은 두 번째로 제시된 추진 략인 ‘창의  인재양성을 한 도서 의 역할 강화’이

다. 구체 인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창의성 향상을 한 학교도서 의 기본역량 개선, 학교도서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학교도서  진흥을 한 운 기반 강화, 학교도서  활성화를 

한 력  지원체계 확 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미국을 벤치마킹해 학교도서  자원을 활용, 학생

의 정보활용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로그램을 강화하고, 도서 활용수업의 제도화를 추진하

며, 도서 력수업  활용수업의 활성화를 한 연수 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러

22) 혜정, 사서교사 유무가 학교도서  이용행태  활성화에 미치는 향(석사학 논문, 성균 학교, 사서교육

공, 2007), p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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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을 실 하기 해선 사서교사의 역할이 가장 요함을 인지하고 사서교사(실기교사) 배치

에 한 법  기 을 마련하기 하여 학교도서 진흥법, ․ 등교육법시행령상 사서교사 배치

기 을 개정하여 분명한 법 기  마련, 산확보 문제 등을 감안한 학교 별 는 학교규모별 

사서교사 배치기 을 구체 으로 설정하며 사서교사 수요가 가장 필요한 등학교 도서 부터 사

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단계  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표 1 참조). 

 Ⅱ. 창의  인재양성을 한 
도서 의 역할 강화

 1. 창의성 향상을 한 학교도서 의 기본역량 개선
 2. 학교도서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3. 학교도서  진흥을 한 운 기반 강화
 4. 학교도서  활성화를 한 력  지원체계 확

창의  인재양성을 한 도서 의 역할 강화 

▶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강화를 한 정보활용교육과 도서 활용수업의 제도화
 - 정보활용교육과 도서 활용수업의 제도화
 - 국가교육과정에 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에 한 사항 명시화
 -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정보활용교육을 한 교과 신설
   ※ 사서교사가 지도해야 할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는 문단체 수 의 기 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

하는 국가교육과정에 삽입

 ▶ 학교도서  담인력(사서교사 등)의 총정원을 학생 1,500명당 1인으로 우선 배치 도서  운   리 담인력 
확보

 - 학교도서  운 의 질  개선을 한 학교도서  설치교에 최소 1명의 담인력(사서교사 등) 배치 추진
   ※ 사서교사 수요가 가장 필요한 등학교 도서 부터 사서교사를 우선 으로 배치하는 단계  배치 방안을 마련

<표 1> 문화 체육부의 ‘도서 발 종합계획(2009-2013)’  학교도서  련 내용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도서 의 지원기능보다는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정보활

용능력 신장이라는 교육목 과 내용에 기반, 교과교사와 력을 통한 수업 개 등 교육기능에 집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의 교육  기능 강화를 해 사서교사의 정보활용교육과 도서 활

용수업을 제도화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에 한 사항을 명시화하며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정보활용교육을 한 교과를 신설하고 사서교사가 지도해야 할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는 문단체 수 의 기 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하는 국가교육과정에 삽입

하는 등 사서교사의 교육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학교도서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서 정보정책

원회는 문화 체육부 소속이고 재 학교 련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이라는 업무 역의 

한계 때문에 ‘도서 발 종합계획’의 내용  학교도서  련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

이 실이라고 한다. 문화 체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교육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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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타 할 여지를 주지 않는 형편이며 교육과

학기술부에서는 문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별도로 ‘학교도서  발 종합계획’을 세운 것으

로 알려져 있지만 이 계획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열악한 학교도서 의 실을 바꾸고 지나친 사교육비 증 를 완화시키기 

한 방책으로 학교도서 진흥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제정하고, 학교도서 진흥법시행령

( 통령령 20,824호, 2008.6.29)을 공표하 다. 학교도서 에 한 정 인 효과와 성과를 제도하

기 해서 추진했던 법이 학교도서  진흥법이다. 그런데 <학교도서  진흥법>을 두 손 들고 환

해야 할 도서 계 단체들은 <학교도서 정상화를 한 공동 책 원회>23)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학교도서 진흥법 발의 당시부터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법안 수정, 통과 지 운동까지 하 다. 그

만큼 <학교도서 진흥법>은 도서 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 법>과 학교도서  인력조

항이 충돌하는 등 도서 에 한 문인들로부터 이미 심각할 정도로 미흡한 법률이고, 학교도서  

교육 장에 진흥은커녕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 을 받았다. 그런데 학교도서 진흥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 되고 있는 것은 사서교사만이 아니라 사서직원도 채용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다. 

이 조항은 겉으로는 학교나 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선택권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 다. 즉 사서교사가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있는 한 폭 인 확충이 힘들기 때문에 지방행정직 

공무원 신분인 행정직 사서도 학교도서  담당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이 조항이 비정규직 사서의 확산과 정당화를 가져오고 있다. 학교도서 에 신설된 제12조1항의 

<사서직원>이란 조항을 악용하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실제로 학교도서 을 정상 으로 운 하

는데 자격이나 신분 계약조건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인력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유권해석을 해서 비정규직의 확산을 정당화하고 있다.24)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 환경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학교도서 의 기능과 역할이 주목받

고 있고 독서 논술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서교사의 역할도 더욱 시되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사

서교사 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서직원 배치율이 28.8%

에 달한다고 주장25)하고 있지만, 엄 히 말하면 정규직 사서교사나 정규직 사서만이 사서직원 배

치율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의 94%인 10,422개 학교에 학교도서 이 설치되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는 발표하지만 실제로 학교도서 을 리하고 운 하는 인 자원은 3,762명에 불과하며 그 

에서 사서교사는 겨우 657명(배치율 5.77%)이다(표 2 참조). 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

23) <학교도서 정상화를 한 공동 책 원회>는 한국도서 회, 한국학교도서 의회, 경기도학교도서 사서

의회, 문 학 문헌정보학교육 의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 의회, 학교도서 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  정

책포럼 이 고 학교도서  련 8개단체가 2005년 9월에 구성되어 학교도서 에 사서교사 의무배치 등을 주장하

여 왔다. 

24) 이덕주, “경쟁을 통한 교육논리의 제조건: 학교도서  - ｢학교도서 진흥법｣의 한계와 시행의 문제,” 국회도서

보, 제45권, 제9호(2008. 10), pp.79-85.

25)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학교도서 진흥 기본계획(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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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체 학교도서  배치 황보다 열악한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시도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사서교사 배치율이 21.9%인데 비하여 강원, 경남, 충남

은 4% 미만이다. 즉, 문화 인 혜택과 시설이 부족해 사서교사가 더욱 필요한 농어 이 더 열악한 

상황인 것이다. 

2007년에 166명의 사서교사가 충원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에는 사서교사가 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악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는 공무원 총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해 국 으로 

9명의 사서교사가 추가 임용할 정이다. 이런 식으로 학교도서 의 시설은 선진국 수 이지만 정

규직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서 은 비정규직으로는 력수업, 정보화수업 등 수  높은 교육이 

불가능해 활용도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표 2> 2008년 학교도서  시도별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26)

지역별 학교수
사서
교사

사서교사
배치율
(%)

학생수 1500명당 
1명기  정규직
원 충족율(%)

강원 646 23 3.56 15.8

경기 2042 87 4.26 7.4

경남 977 37 3.79 12.3

경북 979 43 4.39 20.8

주 288 22 7.64 13.5

구 430 23 5.35 9.0

283 21 7.42 12.4

부산 602 36 5.98 11.3

서울 1240 199 16.04 21.9

울산 227 16 7.05 12.0

인천 456 31 6.8 12.6

남 856 33 3.86 17.1

북 760 34 4.47 17.3

제주 181 9 4.97 13.9

충남 740 23 3.11 14.9

충북 466 20 4.3 15.4

국(계) 11,173 657 5.77 14.23

<표 3> 2008년 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27)

지역별 등학교수
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수

사서교사
배치율(%)

강원 361 9 2.5

경기 1,094 36 3.3

경남 498 17 3.4

경북 497 23 4.6

주 139 9 6.5

구 211 9 4.3

137 7 5.1

부산 293 15 5.1

서울 578 29 5.0

울산 116 2 1.7

인천 224 10 4.5

남 453 14 2.4

북 420 10 2.4

제주 106 3 2.8

충남 430 6 1.4

충북 256 10 3.9

국(계) 5813 209 3.6

26)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도서 황(2008년 4월1일 기   서울지역 사서 교사 196명을 199명으로 수정, 한

국학교도서 의회 제공).

27) 2008 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수. 한국학교도서 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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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사서 업무에 한 면담 분석

일본의 경우에는 1개 학교 당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사서교사 수가 2.2명, 미국은 1.9명이지만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겨우 0.05명에 불과하다. 즉, 다수의 학교도서 은 비정규직 사서로 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매해 불안하게 계약을 갱신하고 최

생계비에 불과한 우를 받는 비정규직 사서가 2,001명, 사서자격도 없는 비정규직이 1,001명이다.28)

여기에서는 학교도서  비정규직인 사서의 실이 어떠한지 K 학교 도서 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수연(가명, 40세)씨에게 비정규직 사서로 근무하면서 학교도서 에서 착하는 여

러 가지 문제 을 학교, 학생, 교사, 도서  활용수업, 학교행사, 사서의 업무주도성  책임감에 

해 면담으로 질문해보았다. 김수연씨는 사서교사 자격증과 2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공공도서 에서 7년 동안 정규직 사서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간에 개인 인 일을 하다가 학교

도서 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는 약 4년이 되었다. 근무해 본 학교도서 은 등학교 도서  

2개 이고 재는 학교 도서 에서 2년째 근무 이다.

(1) 학교와의 계 

김수연 : 비정규직이라 항상 주변인 같다. 특히 교직원 모임이나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설령 

참여를 하게 하더라도 별로 내키지 않고, 심도 없다. 즉 남의 일 생각하듯 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

는 애착이  없다. 교직원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한다. 교직원 친목회 같은 행사에는 마지못해 

참석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참석하지 못한다.

(2) 학생과의 계

김수연 : 학생들은 학교도서  사서교사라는 개념을 잘 모른다. 등학교부터 사서가 있는 학교를 

다녔어도 학교도서실에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닌 그냥 자원 사 아 마로 생각하여 학교에 와서도 

선생님이라기보다 아 마로 생각한다. 게다가 사서가 왜 선생님인지 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학생도 

있다. 아 마라는 호칭이 더 직업의식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있는데,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뭐라 해도 ‘개 닭 보듯 한다.’

28)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도서 황조사자료, 학교도서  사서교사 집회 보도자료(2008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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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와의 계

김수연 : 보수가 고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동정심을 갖고 잘해주는 교사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사서교사에게는 막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서교사는 특별히 바쁜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교사들의 잡무도 시키고(물론 부탁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별것도 아닌 잡무), 심지어 격을 두고 

하는 교사도 있다. 사서가 정식교사라면 이랬을까 싶다. 사서는 도서실 담당교사와 계가 요하다. 

물론 담당교사가 도서실에 해서 잘 모르고 사서업무에 해서 모르니까 부탁하는 편이 많다.  도서

실과 련된 책임은 담당교사에게 있으니까 사서에게 조를 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업무

가 복되거나 일 성이 없을 때도 있고, 교류가 잘 안되어 제 로 추진되지 못할 때도 있다. 혹 담당교

사가 다른 일로 바쁠 때면 정작 사서는 교류도 안되고 그 다고 혼자 추진할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러지도 못할 경우도 있다. 여기서 일이란 도서실 련된 일을 말한다. 

(4) 도서실 활용 수업

김수연 : 말이 도서실 활용수업이지 가만 보면 도서실에 와서 자유롭게 책 읽으라고 하고 교사는 

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면 성 처리나 개인 인 업무를 본다. 제 로 도서실에 해 

개념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로 만화 같은 쉬운 책을 보고, 책도 함부로 한다. 그야말로 도서실 

수업을 하면 도서실은 난장 이 된다. 그나마 사서가 좀 여하여 애들에게 주의를 주면 좀 낫겠지만 

그냥 방 하면 아수라장이 된다고 보면 된다. 

사서 입장에서는 도서실 수업이 무의미하고 안했으면 좋겠다. 원래 도서실 활용수업 취지가 학생들을 

해서인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한 등학교에서는 도서실에 있는 백과사 이나 옥편 등을 

활용해서 수업한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는 좀 나은 편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책 읽는 시간이다. 물론 도서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훈련을 한다는 취지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도 

1학년 정도, 2,3학년은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개 . 그리고 어차피 시청각기기(VTR)는 교실에도 있다. 

굳이 도서실에 올 필요가 없다.

(5) 학교행사

김수연 : 수시로 도서실에서 학교행사를 한다. 교직원회의부터 학부모회의, 어말하기 회, 논술

회, 나의 주장 발표회, 심지어는 행사 기실, 외부학교와의 행사... 정말 어처구니없다. 부분 학교들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서실을 사용하는데 이러다보니 도서실 본래의 기능을 못할 때가 많다. 

‘오늘은 행사 계로 문을 닫는다’는 둥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때가 많다. 그 뿐 아니다. 학교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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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보니 사서는 가만히 앉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행사 진행하는 교사와 함께 행사 비를 해야 한다. 

이럴 때는 뭐하러 왔나싶다. 정신  스트 스 뿐 아니라 몸이 고달  순간이다. 게다가 사서가 없을 

때 행사를 하면 행사 후에 가 책임지고 도서실을 정리하지도 않고, 책이나 비품도 없어지기도 한다. 

그야말로 오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말 각 학교에서 지양해야 할 일이다.

(6) 사서의 업무주도성  책임감

김수연 : 일단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히 낮은 여 때문에 비정규 사서에게 책임감과 주도  

업무 능력을 기 하기는 어렵다. 사서가 사정신이 투철해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면 모를까 장기 으로 그 학교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획하고 극 으로 희생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따라서 1년도 안되게 일을 하거나 길어야 1-2 있게 된다면 업무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책임감

은 더더욱 기 할 수 없다. 이러한 여건이 학교도서  발 을 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 

한다. 비정규직 사서에 한 제 로 된 우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학교도서 의 발 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일을 해도 공 은 담당교사나 학교에 돌아가고 사서는 보조 지원한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성취감이 없다. 인어공주가 바다에 빠진 왕자를 구했지만 이웃나라 공주에게 

공이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산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서를 일제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일제나 시간

제로 하는 편법으로 운 하기도 한다. 시험기간이나 학교행사가 있는 날에 도서 문을 닫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의 임 상황은 더 악화된다. 평생직장이라는 

안정감이 없는 비정규직 사서들은 어떤 일을 계획 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조건이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미련 없이 학교도서 을 떠나기 때문에 학교도서  담당자가 바 는 일도 흔하게 생긴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 서류를 기안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학교도서  담당교사와 의

논하는 과정을 거쳐 결재가 이루어진 후에야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 으로 업무를 수행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3. 학교도서  담당자별 업무 인식  업무 황 분석

학교도서  담당자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한 인식과 업무 황을 비교 분석하기 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국 학교도서  담당교사 모임 여름 직무연수(2008. 

8.6-8.9, 주우석 )에 참여한 사서교사와 도서  담당교사, 학교도서 운 과정(2008.7.28 - 2008. 

8.1, 국립 앙도서 )에 참여한 비정규직 사서를 상으로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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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구 분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운 주체별
국, 공립 62(98.4%) 20(87.0%) 58(92.1%) 140(94.0%)

사립  1( 1.6%)  3(13.0%)  5( 7.9%)   9( 6.0%)

학교 별

등학교 33(52.4%)  3(13.0%) 43(68.3%)  79(53.0%)

학교 11(17.5%) 16(69.6%) 11(17.5%)  38(25.5%)

고등학교 19(30.2%)  4(17.4%)  9(14.3%)  32(21.5%)

학교도서  
담당 경력

6개월 미만 30(47.6%)  7(30.4%) 16(25.4%)  43(35.8%)

6개월-1년 미만  3( 4.8%)  3(13.0%)  4( 6.3%)  12( 6.8%)

1-3년 미만 20(31.7%)  7(30.4%) 17(27.0%)  28(29.7%)

3-5년 미만  6( 9.5%)  6(26.1%) 15(23.8%)  15(18.2%)

5-10년 미만  4( 6.3%)  0( 0.0%) 11(17.5%)   9(10.1%)

사서교사 자격증 62(98.4%)  1( 4.5%) 10(15.9%)  73(49.0%)

실기교사 자격증  1( 1.6%)  0( 0.0%) 18(28.6%)  19(12.8%)

사서 자격증  1( 1.6%)  0( 0.0%) 34(54.0%)  35(23.5%)

<표 4> 응답자의 통계  특성

교육장을 찾아 직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 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질문 항목에 성실하게 

응답한 정규직 사서교사 63부, 도서 담당교사 23부, 비정규직 사서 63부 등 총 149부를 분석 상

으로 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의 기본  특성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계신뢰도 검증을 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 다. 최종 으로 설문문항  다 응답문항이 있어 다 응답에 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

시하 다.

가. 응답자의 통계  특성

응답자는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사서교사 63명(국․공립: 62명, 사립: 1명), 도서 담당교사 23

명(국․공립: 20명, 사립: 3명), 비정규직 사서 63명(국․공립: 58명, 사립: 5명)으로 총 149명이

었다. 학교 별로는 등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33명, 도서  담당교사 3명, 비정규직 사서 43명 등 

79명이었다. 

학교도서  담당경력은 정규직 사서의 경우는 최근 사서교사 수 을 반 하여 6개월 미만이 가

장 많은 30명(47.6%), 1-3년 미만이 20명(31.7%)이었으며, 도서  담당교사는 1-3년 미만과 6개

월 미만이 각각 7명(30.4%)에 해당하 고 3-5년 미만도 6명(26.1%로) 나타나 경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비해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자격증별로는 정규직 사서교사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62명(98.4%), 실기교사 자

격증 1명(1.6%)이었으며 정사서 1  자격증을 소지자 9명(14.3%), 정사서 2 자격증 소지자 56

명(88.9%),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1명(1.6%)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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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별
정사서 2 자격증 56(88.9%)  1( 4.5%) 25(39.7%)  82(55.0%)

정사서 1 자격증  9(14.3%)  0( 0.0%)  3( 4.8%)  12( 8.1%)

일반 교과 교사 자격증
( 등교사 자격증 포함)

 0( 0.0%) 23(100%)  0( 0.0%)  23(15.4%)

응답자수  63(100%) 23(100%)  63(100%) 149(100%)

나. 학교도서  담당자에 한 인식에 한 내용

(1) 학교도서  담당자의 자격증 소지에 한 인식

학교도서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인 자격에 해 정규직 사서교사  다수인 51명

(81%)은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 ‘사서교사 자

격증이나 실기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4명(6.3%)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사서교사가 6.3%로 나타났으며 ‘사서 련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규직 사서교사가 3명(4.8%)이나 나온 것은 의외의 결과 다(표 5 참조).

도서  담당교사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나 학교도서  담당자

가 될 수 있다’가 10명(43.5%),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가 9명(39.1%)고 사서와 사서교사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서 련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명(17.4%)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서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나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가 35명(55.6%), ‘사서교사 자격증이나 실기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  담

당자가 될 수 있다’가 13명(20.6%),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가 10명(15.9%), ‘사서 련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경우는 4명(6.3%), 기타 1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
자격증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

51(81%) 9(39.1%) 10(15.9%) 70(47.3%)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나 학
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

 4(6.3%) 10(45.5%) 35(55.6%) 49(33.1%)

사서교사 자격증이나 실기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만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

 4(6.3%) 0( 0.0%) 13(20.6%) 17(11.5%)

사서 련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도서  담당자가 될 
수 있다. 

 3(4.8%) 4(17.4%) 4(6.3%) 11( 8.1%)

기 타  1(1.6%) 0(0%) 1(1.6%) 2( 4.1%)

응답자수 63(100%) 23(100%) 63(100%) 148(100%)

<표 5> 학교도서  담당자의 자격증 소지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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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도서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한 인식

정규직 사서교사는 ‘매우 필요하다’ 50명(79.4%), ‘필요하다’ 13명(20.6%) 순으로 나타나 정규

직 사서교사는 모두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도서  담당교사는 ‘매우 필요하다’ 19

명(82.6%), ‘필요하다’ 3명(13.0%)로 나타나 95.6%가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필

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도서 담당교사도 1명(4.3%)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서는 ‘매

우 필요하다’ 34명(54.0%), ‘필요하다’ 21명(33.3%)로 나타나 비정규직 사서의 87.3%가 사서교

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보통이다’와 ‘필요하지 않다’도 각각 4명(6.3%)으로 응답해서 정

규직 사서교사와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표 6 참조).

 고용형태
사서교사필요성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필요하지 않다.  0( 0.0%)  1( 4.3%)  4( 6.3%)   5( 3.4%)

보통이다  0( 0.0%)  0( 0.0%)  4( 6.3%)   4( 2.7%)

필요하다. 13(20.6%)  3(13.0%) 21(33.3%)  37(24.8%)

매우 필요하다. 50(79.4%) 19(82.6%) 34(54.0%) 103(69.1%)

응답자수 63(100%) 23(100%) 63(100%) 149(100%)

<표 6> 학교도서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한 인식

(3) 사서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한 인식

정규직 사서교사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실시(정보와 도서  교육)’를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에 비하여 도서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교수-학습지원에서 교수-학습 참여로’가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설계,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의 개발’을 

사서교사의 역할과 자질이라고 응답한 사서교사는 46.0%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 사서는 21.0%, 

도서  담당교사는 19.0%로 응답해 ‘교수설계  멀티미디어 교수매체 개발’에 한 고용형태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7 참조).

 고용형태
 사서교사역할, 자질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실시(‘정보와 도서 ’ 교육) 51(81.0%) 11(52.4%) 24(38.7%)  86(58.9%)

교수 - 학습지원에서 교수 - 학습 참여로 48(76.2%) 15(71.4%) 48(77.4%) 111(76.0%)

정보 문가로서의 사서교사 46(73.0%) 12(57.1%) 33(53.2%)  91(62.3%)

멀티미디어 자료의 비치, 리  정보 사 43(68.3%) 14(66.7%) 27(43.5%)  84(57.5%)

교수설계,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의 개발 29(46.0%)  4(19.0%) 13(21.0%)  46(31.5%)

응답자수 63(100%) 21(100%) 62(100%) 146(100%)

<표 7> 사서교사의 역할과 자질(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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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도서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에 한 인식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학교도서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독서수업 진행

능력’을 들었다. 한편, 도서  담당교사는 학교도서 을 운 하면서 학교도서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행사 로그램 운  능력’이라고 응답하 다.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와의 인간 계’를 40%이상의 응답자가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하여 

도서  담당교사는 본인들이 일반교과 교사이므로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와의 인간 계’의 요성

을 상 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8 참조). 

 고용형태
학교도서 담당자
에게 필요한 능력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독서수업 진행능력 33(52.4%)  8(36.4%) 30(50.8%) 71(49.3%)

교육과정 지원능력 29(46.0%)  5(22.7%) 29(49.2%) 63(43.8%)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와의 인간 계 29(46.0%)  3(13.6%) 26(44.1%) 58(40.3%)

행사 로그램 운  능력 19(30.2%) 13(59.1%) 29(49.2%) 61(42.4%)

리더쉽 14(22.2%)  1( 4.5%) 14(23.7%) 29(20.1%)

교장선생님과의 계 10(15.9%)  1( 4.5%) 15(25.4%) 26(18.1%)

최신 기자재 사용능력  9(14.3%)  4(18.2%)  8(13.6%) 21(14.6%)

컴퓨터 활용능력  8(12.7%)  3(13.6%) 14(23.7%) 25(17.4%)

기타  4( 6.3%)  3(13.6%)  3( 5.1%) 10( 6.9%)

응답자수 63(100%) 22(100%) 59(100%) 144(100%)

<표 8> 학교도서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복수응답 가능)

다. 학교도서 의 업무 수행에 한 내용

(1) 재직하고 있는 학교도서 의 담당자 유형

정규직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서교사 혼자 학교도서 을 담당’하는 경우가 57명(90.5%)

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교사가 있어도 학교도서 을 지원하는 일반 교과목 교사가 있는 경우가 

4명(6.3%)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  담당교사가 있는 학교는 ‘사서교사나 계약직 사서가 없이 일

반 교과목교사 혼자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운 한다’ 15명(65.2%)으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학교

에서 도서  담당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학교도서 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

직 사서가 있는 학교는 ‘일반 교과목교사가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계약직 사서가 도서 을 운 한

다’가 가장 많은 52명(82.5%)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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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학교도서  운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사서교사(사서) 혼자 학교도서 을 담당한다. 57(90.5%) 0(0.0%) 3(4.8%) 60(40.3%)

일반 교과목교사가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계약직 
사서가 도서 을 운 한다. 

0(0.0%) 6(26.1%) 52(82.5%) 58(38.9%)

사서교사나 계약직사서가 없이 일반 교과목교사 혼자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운 한다. 

0(0.0%) 15(65.2%) 0(0.0%) 15(10.1%)

학교도서 을 지원하는 일반 교과목 교사가 있다. 4(6.3%) 0(0.0%) 5(7.9%) 9(6.0%)

기타 2(3.2%) 2(8.7%) 3(4.8%) 7(4.7%)

응답자수 63(100%) 23(100%) 63(100%) 149(100%)

<표 9> 재직하고 있는 학교도서 의 담당자 유형

(2)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정규직 사서교사와 도서  담당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도서

 담당교사보다 정규직 사서교사의 수행하는 업무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학교도서  

산편성’에서 정규직 사서교사는 92.1%가 산 편성에 참여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9.5%만이 

산 편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82.6%라는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도서  경 계획’은 69.8%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도서반 등 학생특별활동 지도’는 55.2%, ‘독

서교육’은 45.7%,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은 45.2%의 차이로 사서교사가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시된 15개의 업무 에서 정규직 사서교사와 학교도서  담당교사의 과반수는 ‘학교도서  경

계획’, ‘학교도서  자료의 수서’, ‘도서  이용교육’,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 이용’, ‘학교도서  산편성’, ‘독서교육’,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 지

원’, ‘도서반등 학생특별활동 지도’ 등 9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비정규직 사서의 과반수는 ‘학교도서  자료의 수서’,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 이용’, 

‘도서 이용교육’,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 등 4개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보활용교육’은 정규직 사서교사의 4.8%만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지도’는 도서  담당교사가 34.8%, 사서교사 17.5%

로 나타나 도서  담당교사가 ‘논술지도’에 많은 업무를 할애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사서는 ‘논술지

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 독서 상담’의 경우에는 정규직 사서교사의 

19%, 도서  담당교사의 8.7%가 수행하나 비정규직 사서는 단 1.6%만이 ‘일반 학생 독서 상담’업

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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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실제 수행하는 업무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학교도서  경 계획 63(100%) 20(87.0%) 19(30.2%) 102(68.9%)

학교도서  자료의 수서 63(100%) 20(87.0%) 58(92.1%) 141(95.3%)

도서 이용교육 63(100%) 18(78.3%) 44(71.0%) 125(84.5%)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63(100%) 19(82.6%) 34(54.8%) 116(78.4%)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 이용 62(98.4%) 18(78.3%) 57(91.9%) 137(92.6%)

학교도서  산편성 58(92.1%) 16(69.6%)  6( 9.5%)  80(54.1%)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53(84.1%) 14(60.9%) 29(46.8%)  96(64.9%)

도서반등 학생특별활동 지도 48(76.2%) 15(65.2%) 13(21.0%)  76(51.4%)

 독서교육 43(68.3%) 16(69.6%) 14(22.6%)  73(49.3%)

도서  자원 사 지도 31(49.2%)  7(30.4%) 14(22.6%)  52(35.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이용제공 16(25.4%)  4(17.4%)  4( 6.5%)  24(16.2%)

교사들과의 도서 력 수업 15(23.8%) 10(43.5%)  5( 8.1%)  30(20.3%)

일반 학생 독서상담 12(19.0%)  2( 8.7%)  1( 1.6%)  15(10.1%)

논술지도 11(17.5%)  8(34.8%)  0(0.00%)  19(12.8%)

정보활용교육  3( 4.8%)  0(0.00%)  0(0.00%)   3( 2.0%)

응답자수 63(100%) 23(100%) 62(100%) 148(100%)

<표 10> 수행하는 업무(복수응답 가능)

(3)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 

정규직 사서교사가 학교도서 을 운 하면서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정규직 사서의 

과반수 이상이 ‘장서 리 계획’ 60명(95.2%), ‘교육서비스 계획’ 42명(66.7%), ‘홍보  마  

리 계획’ 40명(63.5%), ‘인 자원 리 계획’ 34명(54.0%) 등 4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담당교사의 과반수가 수행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사서는

‘장서 리 계획’ 47명(74.6%)만을 과반수 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규직 사서교사와 도서  담당교사는 

장서 리 계획에서 67.8%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교육서비스 계획과 홍보  마  리에서 

각각 55.4%의 차이, 인 자원 리 39.7% 차이, 정보서비스 계획: 서지정보 제공, 교수매체 력

에서 33.2%의 차이가 나타나 정규직 사서교사가 도서 담당교사보다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의 비

율이 높은 것을 보여 다.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교육서비스 계획에서 52.4%의 차

이, 인 자원 리계획에서 39.5%, 홍보  마  리 계획에서 38.1%의 차이가 나타나 정규

직 사서교사가 비정규직 사서보다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의 비 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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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장서 리 계획 60(95.2%) 17(27.4%) 47(74.6%) 124(83.8%)

교육서비스 계획 42(66.7%)  7(11.3%)  9(14.3%)  58(39.2%)

홍보  마  리 계획 40(63.5%)  5( 8.1%) 16(25.4%)  61(41.2%)

인 자원 리 계획 34(54.0%)  9(14.5%)  9(14.3%)  52(35.1%)

정보서비스 계획: 서지정보 제공, 교수매체 력 27(42.9%)  6( 9.7%) 15(23.8%)  48(32.4%)

시설계획 24(38.1%) 10(16.1%)  9(14.3%)  43(29.1%)

조직 리 계획 20(31.7%)  6( 9.7%)  2( 3.2%)  28(18.9%)

정보윤리 리 계획  6( 9.5%)  0( 0.0%)  0( 0.0%)   6( 4.1%)

계획하는 것이 없다  0( 0.0%)  4( 6.5%) 11(17.5%)  15(10.1%)

기타  0( 0.0%)  0( 0.0%)  1( 1.6%)   1( 0.7%)

응답자수 63(100%) 22(100%) 63(100%) 148(100%)

<표 11> 학교도서 을 운 하면서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복수응답 가능) 

(4)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한 내용

(가) 학교도서  진행 경험 유무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한 경험은 도서 담당교사는 22명(95.7%), 정규직 사서교사는 44

명(69.8%), 비정규직 사서는 25명(41%)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고용형태
도서 활용수업 진행여부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44(69.8%) 22(95.7%) 25(41%) 91(61.9%)

아니오 19(30.2%)  1( 4.3%) 36(59%) 56(38.1%)

응답자수 63(100%) 23(100%) 61(100%) 147(100%)

<표 12> 학교도서  진행 경험 유무

 

(나) 학교도서  활용수업의 유형

정규직 사서교사의 학교도서  활용수업 유형은 ‘사서교사(사서)에게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는 수

업형식’이 가장 많은 26명(60.5%)으로 나타났으며,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형식’이 

20명(46.5%), ‘사서교사가 수업에 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비해주는 수업형식’이 12명(27.9%) 순

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도서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형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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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학교도서 활용 수업 유형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사서교사(사서)에게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는 수업형식 26(60.5%)  3(14.3%)  9(36.0%) 38(42.7%)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형식 20(46.5%) 18(85.7%) 13(52.0%) 51(57.3%)

사서교사가 수업에 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비해주는 
수업형식 

12(27.9%) 0( 0.0%) 6(24.0%) 18(20.2%)

수업계획, 단원설정, 학습 자료 비와 수업을 사서교사
와 함께 진행하고 평가하는 수업형식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1( 4.0%) 1( 1.1%)

응답자수 43(100%) 21(100%) 25(100%) (100%)

<표 13> 학교도서  활용수업의 유형(복수응답 가능)

(다)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도서 에 충분한 

자료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원기반 학습이 어려운 ’을 가장 많이 지 하 고, 도서  

담당교사는 ‘교실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을 탐구, 토론, 발표 등의 다양한 수업형식으로 유도

하기 어려운 ’을 지 하 다.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하기 해서는 학교도서 에 충분한 자료와 시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수업형식 기법을 습득하고 학습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개발하기 한 수업이 요구되며 교과목 담당교사가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할 때 

교과자료 비, 교수 매체 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표 14 참조). 

 고용형태

활용수업진행  어려웠던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학교도서 에 충분한 자료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원기반 학습이 어려운 

23(52.3%) 8(38.1%) 11(47.8%) 42(47.7%)

교실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을 탐구, 토론, 
발표 등의 다양한 수업형식으로 유도하기 어려
운  

17(38.6%) 10(47.6%)  6(26.1%) 33(37.5%)

사서교사의 력 없이 단독으로 교과자료 비, 
교수매체 개발 등 수업 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이 요구되는 

 7(15.9%)  8(38.1%)  2( 8.7%) 17(19.3%)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이 부족해 도서  자료
를 검색하는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9(20.5%)  4(19.0%)  8(34.8%) 21(23.9%)

기타  3( 6.8%)  0( 0.0%)  4(17.4%)  7( 8.0%)

응답자수 44(100%) 21(100%) 23(100%) 88(100%)

<표 14>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복수응답 가능)

- 512 -



학교도서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도서  운  문가의 역할에 한 연구  21

 고용형태
일반교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모든 소장 자료 목록 제공 49(83.1%) 14(77.8%) 39(72.2%) 102(77.9%)

매체 활용 수업 지원 20(33.9%) 9(50%) 19(35.2%) 48(36.6%)

최신 교수매체 정보 제공 10(16.9%) 1(5.6%) 11(20.4%) 22(16.8%)

VOD와 같은 동 상 제공 시스템 5(8.5%) 6(33.3%) 14(25.9%) 25(19.1%)

<표 16> 일반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복수응답 가능)

(라)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

정규직 사서교사외 비정규직 사서는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교도서  자

료 부족’과 ‘학교도서  시설 부족’을 많이 지 하 으나 도서 담당교사는 ‘업무가 많아서 학교도

서  활용수업을 비하기 어려움’에 한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도서  담당교사의 학교도서

 업무를 경감해주고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며 자료 구입에 많은 산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표 

15 참조). 

 

 고용형태
도서  활용수업이 
어려운 이유

정규직
사서교사 수(%)

도서
담당교사 수(%)

비정규직
사서 수(%)

합계(%)

학교도서  자료 부족 11(42.3%)  0( 0.0%) 13(34.2%) 24(31.2%)

학교도서  시설 부족  8(30.8%)  2(15.4%)  7(18.4%) 17(22.1%)

업무가 많아서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비하기 어려움  5(19.2%) 10(76.9%) 10(26.3%) 25(32.5%)

사서교사가 없어서 자료 비 등 력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함

 0( 0.0%)  3(23.1%)  6(15.8%)  9(13.0%)

기타  9(34.6%)  1( 7.7%) 17(44.7%) 27(35.1%)

응답자수 26(100%) 13(100%) 38(100%) 77(100%)

<표 15>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가능)

(5) 일반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정규직 사서교사의 83.1%와 도서  담당교사의 77.8%, 비정규직 사서의 72.2%는 일반 교사들

에게 ‘모든 소장 목록 제공’을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정규직 사서

교사의 33.9%, 도서  담당교사의 50%, 비정규직의 35.2%가 ‘매체 활용 수업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 담당교사가 매체활용수업 지원에 가장 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최신 교수매체 정보 제공’, ‘VOD와 같은 동 상 제공 시스템’, ‘교수 매체 제작에 한 교육

(연수)’, ‘ 자책 제공’, ‘교수 매체 제작(가공)지원’, ‘ 자  제공(한국학술정보, 리미디어 등)’, 

‘CD-NET을 통한 CD 공유시스템’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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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매체 제작에 한 교육(연수) 3(5.1%) 0(0.0%) 0(0.0%) 3(2.3%)

자책 제공 3(5.1%) 0(0.0%)  6(11.1%) 9(6.9%)

교수 매체 제작(가공)지원 1(1.7%) 0(0.0%) 0(0.0%) 1(0.8%)

자  제공(한국학술정보, 리미디어 등) 1(1.7%) 0(0.0%) 2(3.7%) 3(2.3%)

CD-NET을 통한 CD 공유시스템 1(1.7%) 0(0.0%) 3(5.6%) 4(3.1%)

응답자수 59(100%) 18(100%) 54(100%) 131(100%)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  운 문가의 역할을 제시하기 하여 

학교도서  인력 배치 련 법규  사서교사 배치 황을 분석하 고,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는 어

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비정규직 사서와 면담을 실시하 다. 한,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 비정규직 사서의 업무에 한 인식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문지로 조사하 다. 

(1) 학교도서  인력 배치 련 법규에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7차 교육과

정에서 의도한 학교도서 의 기능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학교도서 법>, <학교도서

법 시행령> 등 학교도서  사서교사 배치 련 법규가 교육  역할을 담당하는 정규직 

사서교사를 필수 으로 채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도서 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고 정보를 이용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기 

해서는 학교도서 의 사서교사는 등학교에 우선 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한 도시보

다는 문화 인 혜택이 상 으로 소외된 농산어   학생 수가 은 학교의 도서 부터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지역간 학습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학교도서  련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서 발 종합계획’을 세운 문화

체육부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력하여 일 성 있는 도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비정규직 사서와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는 일반 교사와 차별 인 우를 받고 있었으며, 학생은 비정규직 

사서를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서의 지시를 제 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비정규직 사

서들은 교사들의 잡무를 처리하거나 행사를 비하는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히 낮은 여 때문에 비정규 사서에

게 책임감과 주도  업무 능력을 기 하기 어렵고 제 로 된 도서  활용수업을 실행하기

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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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도서  담당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한 인식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설문지로 조사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규직 사서교사와 도서  담당교사는 수행하는 업무 종류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타

났다. 정규직 사서교사와 도서  담당교사의 과반수는 ‘학교도서  경 계획’, ‘학교도서  

자료의 수서’, ‘도서  이용교육’,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 이용’, ‘학교도서  산편성’,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도서반등 

학생특별활동 지도’, ‘독서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서

의 과반수는 ‘학교도서  자료의 수서’, ‘학교도서  자료  기자재의 리, 이용’, ‘도서

이용교육’,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  산편성’에서 정규직 사서교사는 92.1%가 산 편성에 참여하고 있으나 비

정규직은 9.5%만이 산 편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도서  경 계획’은 69.8%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도서반 등 학생

특별활동 지도’는 55.2%, ‘독서교육’은 45.7%, 학교도서  행사의 계획  운 은 45.2%

의 차이가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많음이 확인되었다. 

   ∙정규직 사서교사가 학교도서 을 운 하면서 실제로 계획하는 업무는 ‘장서 리 계획’ 60

명(95.2%), ‘교육서비스 계획’ 42명(66.7%), ‘홍보  마  리 계획’ 40명(63.5%), ‘인

자원 리 계획’ 34명(54.0%) 등 4개의 업무를 과반수가 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비하여 도서  담당교사의 과반수가 수행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비정규직 사서는 ‘장서 리 계획’ 47명(74.6%)만을 과반수 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한 경험은 도서 담당교사는 22명(95.7%), 정규직 사서교사는 

44명(69.8%), 비정규직 사서는 25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사서교사의 학교도서

 활용수업 유형은 ‘사서교사(사서)에게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는 수업형식’이 가장 많은 26

명(60.5%)으로 나타났으며,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형식’이 20명(46.5%), 

‘사서교사가 수업에 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비해주는 수업형식’이 12명(2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도서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는 ‘교과교사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

는 수업형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사서교사는 도서  담당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에 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사서교사의 83.1%와 도서  담당교사의 77.8%, 비정규직 사서의 72.2%는 일반 

교사들에게 ‘모든 소장 목록 제공’을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은 정규직 사서교사의 33.9%, 도서  담당교사의 50%, 비정규직의 35.2%가 ‘매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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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 담당교사가 매체활용수업 지원에 가

장 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최신 교수매체 정보 제공’, ‘VOD와 같은 동

상 제공 시스템’, ‘교수 매체 제작에 한 교육(연수)’, ‘ 자책 제공’, ‘교수 매체 제작(가공)

지원’, ‘ 자  제공(한국학술정보, 리미디어 등)’, ‘CD-NET을 통한 CD 공유시스템’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  담당자별 업무 인식  업무 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  운  문가는 학교도

서  경 계획, 산편성, 장서 리 계획, 교육서비스 계획 등 학교도서 의 업무를 주도 으로 계

획하고,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 지원,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이용제공, 교사들과의 

도서 력 수업 등 일반교과 교사와 동등한 치에서 교수학습의 능동 인 력자가 되어야 한다. 

한 도서 이용교육, 도서반등 학생특별활동 지도, 독서교육, 논술지도, 정보활용 교육 등 교육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업무를 주도 으로 계획하고 교수학습의 능동 인 력자, 

교육 인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정규직 사서교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도서

에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수 이라고 본다. 특히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가 학교도

서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지 한 ‘독서수업 진행능력’을 하여 학 교과과정에 

독서지도론의 수업의 강화가 필요하며, 장의 학교도서  담당자를 한 독서  정보활용 교육에 

한 재교육 등의 연수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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