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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도서  활용수업에서 사서교사와 교과

교사의 동수업을 향상하기 한 교수설계 략을 개발하

는 것이다. 동수업은 학교 공동체에서 사서교사의 교수

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요한 경  활동이다. 

그러나 동수업의 실천 략인 도서  활용수업은 력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선정을 제외하고는 교

과교사가 교수-학습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

 활용수업은 자원기반학습이기 때문에 정보활용교육의 

방법  지식과 교과의 학습주제가 통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 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

를 이고 성공을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도서  활용수업용 동수업 설계 략을 ‘ 동수업 상

황기술-공동설계-공동수업-공동평가’와 같이 설정하 다. 

【키워드】

동수업, 교수설계 략, 동, 도서  활용수업, 사서교

사, 학교도서

【Abstract】

This study aims for developing an instructional design 

strategy to improve collaborative teaching between 

teacher librarians and subject teachers in library-assisted 

instruction. Collaborative teaching is an important 

management activity enhancing teaching role of teacher 

librarians in their school community. But in the actual 

condition the level of the library-assisted instruction as 

its practical strategy is cooperation and subject teachers 

are leading teaching and learning except for selecting 

resources. Because library-assisted instruction is resource- 

based learning, the procedural knowledge of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a and topics of subject specific curricula 

should be designed as a whole. Also, there must be 

possibilities of reducing trial and error and expanding 

successes. From these sides, the collaborative design 

strategy for library-assisted instruction can be planned 

like ‘statement of learning situation-co designing-co 

teaching-co evaluating’.

【Keywords】

Collaborative Teaching, Instructional Design Strategy, 

Collaboration, Library-Assisted Instruction, School 

Librarian, School Librar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학교도서 에서 사서교사가 수행하는 교육정보 사

는 범 교과 인 속성을 가진다. 이 에서도 도서 활용

수업은 정보활용능력과 교과 학습주제 간의 연계를 통

해서 사서교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요한 경  활동이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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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학습 에서 보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연계

는 학교도서 의 상을 자료 보 소에서 학생의 정보

활용능력을 진하는 학습 환경으로 환하는데 도움을 

다. 교과 교육과정의 입장에서도 학생의 자주  학습

능력 신장을 하여 필요한 정보의 체계  리, 문제해

결능력, 학습기술 등을 효과 으로 지도할 수 있다. 따라

서 교과교사와의 연계성 강화는 사서교사의 수업 컨설

턴트로서의 역할과 학습 진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

움을 다.

행 교육과정에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연계는 

자원기반학습의 한 형태인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과 연구학교 

운  등을 통해서 도서  활용수업 사례는 차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서  활용수업에서 사서교

사의 수업 참여가 어느 수 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 을 극복하기 한 교수 

략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도서  활용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 력

체계를 구축할 때 가장 효과 이다(이병기 2006a, 29). 

력체계는 교과교사가 미리 짜놓은 수업 지도안에 사서

교사가 정보활용기술만 추가한다든지, 사서교사가 미리 

짜놓은 정보활용능력 지도안에 교과교사가 교과 단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작용

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교과 내용과 정보

활용능력을 통합하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의하는 것

이다(Dickinson 2006, 64). 따라서 이러한 의는 사서교

사와 교과교사가 함께 수업을 설계하여 운 하고 평가하

는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 도서  활용수업용 교수-학

습지도안에 나타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역할을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방법  지식인 정보활용능력을 교과 

학습주제와 언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구체 으로 알 

수 있는 동수업용 교수설계 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략은 사서교사가 안정 으로 수업시간을 확보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 트 로서의 역할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자원기반학

습에 을 맞추었기 때문에 문제기반학습이나 탐구기

반학습에 용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정보

문제해결모형과 학습기술에 한 수정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1.2 연구 방법  내용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연계

성에 따른 도서  활용수업의 수 과 특징을 정리하

다. 이를 기 으로 삼아서 도서  활용수업용 교수-학습 

지도안에 나타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역할을 수업 

단계별로 분석하 다. 분석 상으로 삼은 도서  활용

수업용 교수-학습지도안은 2005년 이후 16개 시․도교

육청이 발행한 학교도서  련 장학자료집이나 연구학

교 보고서에 포함된 것 에서 사서교사가 배치된 18개 

․고등학교의 사례를 심으로 하 다. 

분석 내용은 학습주제와 자료 선정에 사서교사가 참

여하고 있는가?, 수업 설계와 운   평가에서 사서교

사와 교과교사가 어느 수 까지 연계되어 있는가? 그리

고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이다(표 1 참조).

교육청명 학교명

참여교과 단원

학습주제 상 학년

<표 1> 도서  활용수업 지도안에 나타난 동 수  분석 틀

가

어떤 주제를
(수업 비)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주제와 자료의 연계)

어떻게
(수업 운 ) ⑨

어떤 
시간표로①학습

주제 선정
②교과

연계성 분석
③자료 
선정

④자료
분석

⑤이용법
지도 내용

⑥수업시간 
운  계획

⑦수업운
(교수-학습모형)

⑧수업
평가 방법

교과교사

사서교사

※작성 방법 : ① ② ③ ④ ⑥ 참여 여부나 활동 여부를 ○, ☓로 표시한다. ⑤ ⑦ ⑧ ⑨내용을 간단히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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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학자료집과 연구보고서에 여러 교과의 도서  활

용수업 사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서교사의 역할이 가장 

극 인 사례를 채택하고 사서교사가 수행한 공통 인 

역할을 기록하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수

업을 공동으로 ‘설계-운 -평가’할 수 있는 교수 설계 원

리와 략을 제안하고 개발 사례를 제시하 다. 동수

업에 참여하는 사서교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 설정을 

한 방법  지식은 2007년에 한국도서 회가 발표한

ꡔ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ꡕ을 기 으로 삼았다.

2. 도서  활용수업의 수

도서  활용수업  사서교사의 교육과정 참여 방법

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도서  활용수

업의 수 을 재정리하고, 교수설계 략 개발에 필요한 

이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1 국내 연구 분석

국내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연구를 종합하면(표 

2 참조), 사서교사가 도서 을 활용하는 교과 교육과정 

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도

서  활용수업을 유형화하고, 실천 략으로써 교육과정 

개발과 설계 방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교육  역할에 한 인식이 부족하

고 교육과정 참여 기회가 제도 으로 막 있는 상황에서, 

사서교사의 수업 참여 범 를 분명히 구 할 수 있는 구

체 인 교수 설계 원리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실

천 략을 마련하는 일은 여 히 요하다. 특히 도서  

활용수업의 수 과 특징을 재정리하고 교육과정 통합에 

이르는 단계를 보다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

서교사의 교육과정 참여 수 은 다양한 도서  경  환

경과 인간 계의 향을 받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이고 

성공을 확산할 수 있는 교수설계 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자 는 연구기

(연구 는 발표 연도)
주요 내용

한윤옥

(1995)

∙Haycock이 1975년에 사용한 ‘Cooperative Program Planning and Teaching’의 원리와 차를 동교수 로그램으

로 소개함

∙ 동교수 로그램을 자원기반학습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사서교사의 교육과정 참여를 강조하기 한 략  개념으로 

정리하고 교과교사와의 계 발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함 

송곡여자고등학교

(1999)

∙ 동교수 로그램을 용하여 도서  활용수업에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1:1 계 유형을 단순 력형, 일반 력형, 

 력형으로 설정하고 구체 인 운  사례를 개발함 

이병기

(2006a)

∙정보활용과정 모형을 비교 분석하여 학생들이 정보활용과정에서 수행하는 정보활동을 6개로 나눔

∙도서  활용수업 모형을 ‘정보제시-안내형, 정보탐색-정리형, 정보분석-해석형, 정보종합-표 형, 정보탐구- 로젝트

형, 정보탐구-토론형’ 등으로 구분함

∙수업 비  계획-도입- 개-정리 단계별로 사서교사, 교과교사, 학생의 역할을 제시함

이병기

(2006b)

∙도서  력수업을 도서  활용수업의 한 형태로 규정함

∙도서  력수업을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 력하여 수업 설계, 운 ,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수업을 

개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정의함

송기호

(2007)

∙2003년 이후 발행된 17개 학교의 학교도서  활용 활성화 정책 연구학교 보고서에 포함된 도서  활용수업을 분석함

∙도서  활용수업을 교과 단독형(사서교사 1 : 교과교사 1), 교과 연계형(사서교사 1 : 교과교사 2이상)으로 구분함 

∙도서  활용수업의 교과교사 주도성, 사서교사의 자료 리자로서의 역할 제한, 학습주제 해결을 한 자료활용능력 

지도 부족 등의 문제 을 지 하고 통합교육과정 개발 차를 제시함

노진 , 변우열, 이병기

(2008)

∙도서  력수업을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교과교사와의 보다 손쉬운 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써 국가수 의 교육과정과 개별 교과서에 정보활용교육의 

방법  지식을 극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함 

송기호

(2008a)

∙사서교사의 정보활용교육과정과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의 이론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함

∙학습주제를 심으로 한 교사 수 의 정보활용교육과정과 교과 교육과정의 통합 운  방안을 제시함

송기호

(2008b)

∙도서  활용수업이 개별 교과의 고정시간표를 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활용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합 학습주제를 통한 교과 연계형 활용수업 설계 차를 ‘교육 공동체 구성-수업

략세우기(통합 학습주제 선정하기-학습주제 범 정하기-학습목표기술하기-학습자료 선정  분석하기)-학습지  

평가지 개발하기’와 같이 제시함

<표 2> 국내 도서  활용수업 련 주요 연구 내용



11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0

2.2 해외 연구 분석

해외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표 3 참조) 정보활용교육

의 범 교과성을 용하기 한 수업 략 차원으로 그리고 

사서교사의 교수자로서의 문성을 향상하기 해서 교

과 교육과정에 한 참여 수 을 구분하고 구체 인 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

의 연계성은 일정한 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사서교

사의 교과 교육과정 참여가  없는 ‘고립(isolation)’ 

수 을 제외하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연계 수 은 

‘Cooperation-Coordination-Collaboration’과 같이 3단계

(Harada and Yoshina 2004; Doll 2005; Dickinson 2006)

로 정리할 수 있다.

2.3 도서  활용수업의 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토 로 도서  

활용수업의 수 을 사서교사의 교과 교육과정 참여와 

교과교사와의 트 십 형성 정도에 따라서 ‘Cooperation-

연구자
(발표년도)

사서교사의 교과 교육과정 참여 수 과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Montiel-Overall
(1995)

Coordination: 
사서교사가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한다 해도 사  계획 없이 거
의 즉흥 으로 이루어짐

Cooperation: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강화하기 
해서 교사와 사서교사가 보다 
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단계, 각자
의 교육목표를 독립 으로 지도함

Integrated Instruction:
교과의 학습 내용과 학교도서 의 
방법  지식의 통합, 공통의 학습
목표 설정

Integrated Curriculum:
교육과정 계획과 개발에 사서교사
가 완 히 참여함. 동을 통해서 
교과 역과 정보활용능력과 같은 
학교도서  교육과정이  학년에 
걸쳐서 통합됨

Farwell
(1998)

교과교사: 도서  운 과 상 없
이 교과 교육과정을 운 함

사서교사: 교과 교육과정과 상
없이 독자 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함

교과교사: 교과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사서
교사에게 요구함

사서교사: 교과의 요구에 맞추어 
정보활용교육 시간을 유연하게 운
함

교과교사: 사서교사와 정기 인 
력수업을 운 함

다른 교과 교사와도 력함

사서교사: 교과교사와 정기 인 
력수업을 운 함

교과교사와의 동수업 계획수립
에 참여함

교과교사: 미리 짜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도서 을 우선 으로 수업
에 활용함

사서교사 : 교과의 도서  활용수
업 시간표에 맞추어 정보활용교육
을 실시함

Harada and
 Yoshina
(2004)

Cooperation:
∙단기간에 일어남
∙비공식 임
∙공동의 분명한 목 이 없음
∙독립 으로 수업계획을 세움
∙독립 으로 지도함

Coordination:
∙ 조보다는 다소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다소 공식 임
∙목 이 다를 수도 있음
∙수업계획을 함께 세우는 경우도 
있음
∙학습자료를 공유함
∙수업시간을 두고 경쟁이 있을 수 
있음

Collaboration: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짐
∙ 트 십이 지속됨
∙분명한 공동 목 을 가짐
∙수업 설계를 함께함
∙학생에 한 책임을 공유함
∙강력한 공유가 이루어짐

Doll
(2005)

Isolation: 
∙도서 을 방문하는 개별 이용자
에 해서만 사를 실시함
∙학생들의 자료검색 방법에 한 
질문이나 정보원에 한 질문에 
답을 하는 정도의 활동을 함

Cooperation:
∙교과 단원 분석을 통한 자료 제공
∙독자 인 정규 교육과정 운 (도
서  이용지도, 정보활용교육)

Coordination:
∙정보활용교육을 학  단 로 도
서 에서 실시함
∙개별 교과수업을 면 히 분석한 
후에 수업 자료를 정기 으로 제
공함(다양한 학습자료, 웹사이트, 
서지 등)

Collaboration:
∙사서교사가 교과와 단원의 수업 
설계, 학생지도, 평가에 체 교
사들과 동하여 극 으로 참
여함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 통합 지도

Dickinson
(2006)

Cooperation:
∙교과교사: (학내망이나 화로)
도서 에서의 자료 활용 시간을 
요청함
자료 활용 수업을 진행할 단원
(학습주제)에 한 자료 요청
∙사서교사: 학습주제와 련된 
자료 제공

Coordination:
∙사서교사:(도서 에서 정보활
용교육을 지도하는 학 이 다른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습주
제를 알고 있음)학습주제와 
련된 자료의 활용능력을 지도함
교과교사에게 학습주제와 정보
활용능력의 연계지도를 요청함
∙교과교사: 학생이 도서  수업
에서 사서교사에게서 배운 기술
을 참고함
사서교사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거부함

Collaboration:
공동수업 설계-공동
수업-공동평가

출처: 송기호 2010, 73-80과 Harada and Yoshina 2004, 26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함.

<표 3> 사서교사의 교과 교육과정 참여 수 과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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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ion-Collaboration’과 같이 구분하 다. 각 수

은 ‘단순 력형-일반 력형-  력형’(한윤옥 1995; 

송곡여자고등학교 1999)과 상응하는 표 이다. 그러나 

용어가 길고 력의 반복으로 사서교사의 교육과정 참

여 수 이 분명하게 표 되지 못하고 있는 을 고려하

여 ‘ 조- 력- 동’과 같이 표기하고자 한다.

우선 도서  활용수업의 최고 수 인 ‘Collaboration’을 

‘ 동(協同)’으로 표기하 다. ꡔ도서 법ꡕ(법률 제8069

호)에서 정보활용교육의 운  방법으로써 ‘ 동수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사  의미인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함’(국

립국어원 2000, 6899)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이 목표의 

공유와 계의 성을 잘 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Coordination’을 ‘ 력(協力)’으로 표기하 다. 

력의 사  의미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고, ‘우리 

집과 력하여 모내기를 무사히 마쳤다’(국립국어원 

2000, 6899)와 같이 공동 목표 달성을 한 일정 기간의 

계 형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ooperation’은 ‘ 조

(協助)’로 표기하 다. 조의 사  의미는 ‘힘을 보태

어 서로 도움’이고 ‘수사에 조하다’(국립국어원 2000, 

6902)와 같이 사용된다. 즉 힘을 보태는 당사자의 의지나 

상황에 따라 일의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하 다.

학교 공동체에서 교사 간의 동은 교사들의 능동성과 

성실한 노력 그리고 헌신을 필요로 하는 공동의 과정이

다(AASL and AECT 1998, 50). 이 에서도 사서교사

와 교과교사 간의 동수업은 국제 ․국가  수 의 학

교도서  기 이 담고 있는 요한 핵심 가치로써 통합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 된다(송기호 2009, 244). 

한 동수업은 학생으로 하여  도서 의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교과의 학습주제를 자주 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능력과 평생학습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기반학습의 한 형태이다. 특히 교육

과정 운  측면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서

교사와 교과교사가 정보활용능력과 교과 학습주제를 함

께 지도하기 하여 수업 설계와 운  그리고 평가를 공

동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그림 1> 교육과정 운  측면에서 동수업의 의미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도서  활용수업의 수 인 ‘ 조-

력- 동’의 모형과 특징을 사서교사의 교과수업 참여 정도

와 교과교사와의 계 측면에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수 모형 사서교사의 수업 참여 정도(수업 상황) 교과교사와의 계

조
∙교과교사나 담임교사가 교과 련 자료를 요청하면 

사서교사가 확보하여 제공한다.

∙교사의 교수 활동이 독립 이며 비공식 으로 단기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력

∙사서교사가 정보활용교육 시간에 해당 학 이 교과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주제를 용한다.

∙교과교사가 학생들이 사서교사에게 배운 학습 경험

을 수업시간에 참고한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개별 수업시간에 동일한 학

습자료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는 상호 간에 정보활용능력과 

교과 학습주제의 연계 지도를 제안하거나 거 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교사 간의 력은 

교수-학습 방법에 한 공통의 목 을 갖고 공식

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동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학생의 자주  학습 활동을 

도와주기 하여 수업을 공동으로 설계-운 -평가

한다.

∙교과의 학습주제와 방법  지식인 정보활용능력이 

통합 교육과정을 통해서 운 된다.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트 십을 형성한다.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학습능력 신장이라는 공동 

목표 하에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동은 교과 간에 걸쳐

서 지도할 수 있는 통합 학습주제의 개발로 ‘1:다’로

도 이루어진다.

<표 4> 도서  활용수업의 수 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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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서  활용수업에 나타난 동의 
수  분석

선행연구 분석결과 동수업은 교사 간의 트 십을 

기반으로 조와 력 등 일정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수업은 공동목표를 가지고 수

업을 공동으로 설계하여 운 하고 평가함으로써 학생에 

한 책임을 공유하는 교수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도서  활용수업에 나타난 동의 수

과 교사의 역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분석 상 학교 황

16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학교도서  련 장학자료

집이나 연구학교 보고서에 포함된 18개 학교( 학교 5개교, 

고등학교 13개교)의 도서  활용수업용 교수-학습지도안을 

분석하 다. 이 에서 교과단독 활용수업(사서교사 1 : 

교과교사 1)은 17개교이고, 2개 이상의 교과가 통합 학습주

제를 기반으로 실시한 교과연계 활용수업(사서교사 1 : 교과

교사 2 이상)은 1개교에 불과했다. 학교도서  운  인력은 

사서교사 1인이 배치된 경우가 17개교, 사서교사 1인과 계약

직 사서 1인이 배치된 경우가 1개교이다(표 5 참조).

18개 학교에서 이루어진 도서  활용수업에서 사서교

사와 교과교사 간의 동의 수 을 알아보기 하여, 어

떤 학습주제를 어떤 정보활용능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도하 는가를 분석하 다. 구체 으로 학습주제 선정

과 정보활용능력(자료이용법)지도, 수업에서 사서교사

와 교과교사의 역할과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수업시간 

편성 방법을 살펴보았다.

3.2 학습주제의 내용과 선정 방법

수업설계단계에서 도서  활용수업에 참여하는 사서

교사가 학생의 자주  문제해결능력을 지도하기 해서 

어떤 내용으로 수업에 참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습주제의 선정과 교과 간 연계성 분석에서 사서교사

와 교과교사의 동 정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표 6 참조) 교과의 학습주제와 연계되는 정

보활용능력 역의 학습주제가 있는 경우는 7개교에 불

과했다. 이 에서 5개교는 사서교사가 아닌 교과교사가 

정보활용능력 역의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에 활용하는 정보활용능력 역의 

학습주제는 주로 ‘자료찾기’나 ‘정보찾기’ 그리고 ‘내용정

리  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은 수업설계단

계에서 정보활용능력 역의 학습주제가 나타나지 않은 

11개 학교의 수업 지도안에도 사서교사의 자료이용법 지

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표 7 참조).

따라서 교사 간에 도서  활용수업에 한 사  의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과는 물론 방법  

지식의 학습주제 선정이 부분 교과교사 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서교사의 교육과정 

부재와 이에 따른 교육  역할 인식이 서로 부족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방법  지식을 명료화하고 충분히 홍보할 필요

가 있다. 한 수업 비과정과 수업 상황을 기록하고 공

유함으로써 유사한 시행착오를 이고 교사 간 유 계

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학습주제 련 자료의 선정과 정보활용능력 지도

수업설계단계에서 교과의 학습주제 해결에 활용할 학습

자료의 선정과 자료 분석이 어느 정도 동 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사서교사가 

정보활용능력을 어느 수 까지 지도하는지 분석하 다.

분석결과(표 7 참조), 부분의 학교에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자료를 선정하고 교과 연계성을 분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자료 이용법

지도 내용은 학교는 ‘자료찾기’와 ‘정보자원의 종류’,

학교 

별

학교수

(개교)

교과 간 연계 유형(분석 사례수) 도서  운  인력(명)

교과단독 교과연계 사서교사 사서교사+사서

5 국어(2), 어(1), 기술․가정(1) 국어-사회(1) 4 1

고 13
국어(4), 기술․가정(3), 과학(2), 

미술(2), 윤리(1), 보건(1)
․ 13 ․

계 18 17 1 17 1

<표 5> 도서  활용수업 분석 학교의 교과연계 유형  운 인력 황



 도서관 활용수업에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동수업 향상을 위한 교수설계 전략에 대한 연구  117

분석
내용

학교명

학습주제의 내용과 선정 주체

학습주제 ① 주제선정 ② 연계성 분석

교과 측면 정보이용(도서 ) 측면
교과교사

+
사서교사

교과교사 사서교사
교과교사

+
사서교사

교과교사 사서교사

 1 도서 에서 찾아보는 나의 꿈 나의 미래 자료찾기 ○ ○

 2 할로 데이 조사하기 ○ ○

 3 1950-1960년  사회문화  상 조사 ○ ○

 4
(국어, 사회 통합)
책으로 읽는 참여, 책으로 써보는 참여

○ ○

 5
1학년 5. 삶과 갈등 
(1) 소설 동의보감

○ ○

고 1 남성과 여성의 차이  알기
도서  자료를 활용하여 
과제해결하기

○ ○

고 2
환경문제의 실태와 원인 알기
환경문제의 극복 방안 제시하기

도서  자료를 활용한 
과제해결능력 신장

○ ○

고 3
문학작품에 반 된 사회문화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재조직하여 작품 감상하기

자료찾기
자료정리
정보표 (발표)

○ ○

고 4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실 이해
직  문학 작품 창작

정보표 (보고서) ○ ○

고 5
실내디자인의 원리 이해
생활 용품을 미  지 으로 정리 수납하기

동학습을 통한 집단에 
한 책임감 갖기

○ ○

고 6
피임 방법 알기
피임 방법의 장․단 이나 유의  알기

자료검색
정보정리

○ ○

고 7 Ⅳ생명 1. 물질 사 ○ ○

고 8 2차세계 후의 서양 미술 ○ ○

고 9 서양음악, 미술사의 감상 연구 비교 ○ ○

고 10 장마 ○ ○

고 11 세계의 화산활동과 지진활동 조사 ○ ○

고 12 부 별 응  처치법 조사 ○ ○

고 13 소설 심 갈등 악하기 ○

계 3 15 11 7

<표 6> 학교 별 도서  활용수업의 학습주제  선정 방법

‘색인 활용’, ‘내용 요약 방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

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자료찾기’와  ‘탐색 략수립’, ‘정보

기기 사용법’, ‘참고자료 안내  목록 제공’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도서  활용수업의 수업 시수가 부분 1시간인 

을 고려하더라도 사서교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지나

치게 ‘정보 근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수업 활성화를 해서는 정보활용능력의 교과 연계를 

한 보다 다양한 학습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4 도서  활용수업 운   시간표 활용 방법

도서  활용수업 시간 설계 주체와 학습모형 그리고 

평가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표 8 참조), 도서

 활용수업의 차시 계획을 세우는데 사서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분석 상 학교의 반인 9개교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평가 주체는 사서교사가 자료 

이용법을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교과교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활용수업에서 사서

교사의 참여를 확 하기 해서는 수업 비와 운  그

리고 평가 단계별로 분명한 역할을 보여  수 있는 설계 

략이 필요하다.

도서  활용수업은 주로 정보문제해결모형을 용한 

동학습, 탐구학습, 조사학습, 토의학습으로 진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평가 방법은 모둠 심

의 자기평가나 상호평가와 같은 수행평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수업운 은 주로 고정시간표인 교과의 정규 수업시

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 개 학교에서 묶음시간표 운

 사례를 보이고 있다. 사서교사와 두 개 교과(국어, 사

회)가 동수업을 진행한 교과 연계형의 경우 방과 후



11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0

분석
내용

학교명

③ 자료선정 ④ 자료분석 ⑤ 이용법 지도 내용

교과교사
+

사서교사
교과교사 사서교사

교과교사
+

사서교사
교과교사 사서교사

교과교사
+

사서교사
교과교사 사서교사

 1 ○ ○ 자료 이용법, 자료탐색

 2 ○ ○ 자료 검색법, 정보활용법

 3 ○ ○ 자료 검색법

 4 ○ ○
도서 검색, 색인 활용
내용 요약 방법
조별 로젝트 지도

 5 ○ ○ 주제 련 도서제시

고 1 ○ ○
탐색 략수립, 정보기술이용
자료탐구방법

고 2 ○ ○
자료이용안내, 검색방법 지도
기자재안내

고 3 ○ ○ 참고자료안내

고 4 ○ ○ 자료활용안내

고 5 ○ ○
도서실 사용법
참고자료소개

고 6 ○ ○
탐색 략수립, 정보기술이용
자료탐구방법

고 7 ○ ○ 정보자료안내

고 8 ○ ○
참고자료 목록안내
정보검색안내

고 9 ○ ○ 탐구학습주제 련 정보제공

고 10 ○ ○
주제 련 자료 확인
유형별 자료탐색
발표자료 조직  정리법 지도

고 11 ○ ○ 자료 활용법, 정보해결과정

고 12 ○ ○ 자료 검색법

고 13 ○ ○

련도서 검색
참고도서 활용

성 지도
인터넷 활용 자료검색
수집 정보 유용성 지도

계 12 4 2 15 3

<표 7> 학교 별 자료 선정․분석․이용법 지도 내용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분석결과  동수업용 교수설계 략에 주는 시사

도서  활용수업용 교수-학습지도안 분석 내용을 

동수업 차원의 ‘공동수업 설계-공동수업 운 -공동수업 

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는 수

업설계단계 에서 ‘자료 선정과 분석’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수업운 단계에서는 학습모형 선택은 교과교사 주

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서교사는 정보 근과 련한 

정보활용능력 지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평가도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과교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도서  활

용수업은 체 으로 력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 도서  활용수업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 

동수업 활성화를 한 교수설계 략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수업이 일반화되지 못한 을 고려하여 

동에 향을 주는 도서  내․외  환경과 교과교사와

의 계 형성 과정 등 수업 상황을 공유하여 시행착오를 

인다.

동 수 의 도서  활용수업은 학교도서 의 자원과 

서비스 역량이 결집된 교수활동이다. 따라서 학교도서

에 한 학교장의 심과 지원 여부, 교육과정 운 상의 

특징 그리고 도서 의 물리  환경 등 다양한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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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용

학교명

⑥ 수업시간 운  계획
⑦ 

수업운

(교수-학습모형)

⑧ 수업 평가 방법
⑨

운 시간

(수업시간)

교과교사

+

사서교사

교과교사 사서교사

교과교사

+

사서교사

교과교사 사서교사

 1 ○ 동학습 조별 형성평가
교과시간

(1)

 2 ○
로젝트학습

동학습

내용평가

상호평가
과정평가

교과시간

묶음시간표

(2)

 3 ○ 탐구학습
형성평가

상호평가

교과시간

(1)

 4 ○
로젝트학습

동학습

자기평가

상호평가

방과 후 시간

(3)

 5 ○

탐구학습

동학습

문제해결학습

교과시간

( 1 )

고 1 ○
문제해결학습

동수업
보고서평가

교과시간

( 1 )

고 2 ○

탐구학습

문제해결수업

력학습

형셩평가

모둠평가

교과시간

( 1 )

고 3 ○

탐구수업

문제해결수업

력학습

학습지평가

모둠평가

교과시간

( 1 )

고 4 ○
개별학습

과제해결모형
수행평가

교과시간

( 1 )

고 5 ○

모둠학습

탐구학습

토의학습

의회를 통한 

자체평가

교과시간

( 2 )

고 6 ○

탐구학습

문제해결수업

력학습

모둠학습

모둠별

발표평가

교과시간

( 2 )

고 7 ○

탐구수업

문제해결수업

력학습

모둠별

발표평가

교과시간

( 1 )

고 8 ○

탐구수업

문제해결수업

력학습

수행평가

과제물평가

교과시간

( 1 )

고 9 ○ 탐구학습 발표평가
교과시간

( 1 )

고 10 ○ 동학습

형성평가

모둠활동

개인평가

교과시간

( 1 )

고 11 ○
탐구학습

모둠학습

모둠별

상호평가

교과시간

( 2 )

고 12 ○ 탐구학습

형성평가

모둠활동

평가

교과시간

( 1 )

고 13 ○
모둠학습

탐구학습
형성평가

교과수업

( 1 )

계 9 9

<표 8> 학교 별 도서  활용수업 운   시간표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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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내용 운  황 운  주체

설계

(정보활용능력)

학습주제 선정
정보 근, 정보종합

교과 학습주제 선정 

주제 간 연계성 분석
교과교사 

자료선정  연계성 분석 교과교사+사서교사

수업시간 고정시간표, 교과 단독형

운

학습모형 동수업, 탐구학습, 조사학습, 토의학습 교과교사

자료이용법 지도

[정보 근]

 ∙자료찾기(공통) ∙탐색 략수립(고)

 ∙정보기기 사용법(고) ∙참고자료 이용 안내( ․고)

 ∙참고자료목록 제공(고)

 ∙색인 활용법( )

[정보종합]

 ∙내용 요약 방법( )

[문제해결능력]

 ∙정보문제해결모형(고) 

사서교사

평가 학습평가 수행평가 교과교사

<표 9> 도서  활용수업에 나타난 동의 내용과 운  주체

향을 받는다. 특히 동수업은 교과교사와의 깊은 신뢰

와 호감, 친화력, 문지식을 인정하는 상호작용 등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Montiel-Overall 2005, 39). 따라서 교

과교사와 동수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계 형성에 

향을 끼친 요소를 기록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이고 

성공 경험을 확 할 수 있다.

둘째,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정보활용능력의 구체 인 

목표와 학습기술을 설정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에게 

홍보한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행 도서  활용수업은 교과교

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수업 참여는 

자료찾기와 정보표 과 같이 특정 역으로 제한된 실정

이다. 따라서 ‘수업 설계-운 -평가’단계에서 사서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의 목표와 구체 인 학습기

술을 선정하고 마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서 교과교사의 사서교사에 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셋째, 공통 학습주제를 활용한 교과 연계형 동수업

이 가능하도록 교과 간 연계와 정규 교과시간 이외에 다

양한 자료활용시간을 제공한다.

단  교과의 고정시간표는 학생에게 학습주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활용 시간을 제공하는데 한계는 갖

는다. 따라서 동수업설계단계에서 통합 학습주제를 개

발하여 교과 간 연계를 확 하는 방안을 의할 필요가 

있다. 한 동수업 설계단계에서 교과의 고정 시간표 

이외에 방과 후 활동이나 창의  재량활동 등 자료 활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동수업용 교수설계 략 개발

행 도서  활용수업에 나타난 사서교사의 수업 참

여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동 수 의 교수설계 원

리와 략을 제안하고 구체 인 용 사례를 제시하고

자 한다.

4.1 교수설계 원리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동수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 인 원리는 학습주제와 도서

 자료 활용을 연계하는 ‘자원기반학습’이다. 자원기반

학습은 학생이 주도 이고 실질 으로 자료를 활용한다

는 측면에서 교사가 학생 지도를 하여 다양한 학습자

료를 활용하는 자원기반교수와는 다르다. 자원기반학습

에서 학생들은 학습주제와 련된 다양한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자기 나름 로 해석함으로써 발견한 정보

를 지식으로 환한다(Taylor 2006, 107). 

다음은 학습자료를 활용한 과제해결능력인 ‘방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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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명료화’이다. 사서교사의 교육과정 참여 기회가 제도

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법  지식의 명료화

는 동수업 마 과 교과교사와의 트 십 형성 차원

에서 매우 요하다.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방법  지식은 

일반 으로 정보활용능력을 의미한다. 

정보활용능력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 하고 논거를 

개발하여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주제에 한 사실이나 실제 인 증거를 모으는 

수단이다. 그리고 학습방법에 한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정보활용능력을 지닌 학생은 자기주도 인 학습

능력을 갖게 된다(Breivik 1998, 15). 정보활용능력은 사

고과정이나 탐색과정에 기반을 둔 정보문제해결모형으

로 구체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ꡔ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ꡕ(한국도서 회 학교도서 교육과정편찬 원

회. 2007)에서 제시한 5단계 모형인 ‘과제분석-정보 근-

정보분석-종합  표 -평가’를 방법  지식을 구성하는 

정보활용단계로 채택하 다.

방법  지식인 정보활용능력은 자원기반학습에서 구

체 인 학습기술을 통해서 과제 해결에 용된다. Silva

와 Turriff(1993)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기

술의 구성 요소를 도서 이용기술, 정보이용기술 그리고 

연구기술 등으로 설명하 다.

그리고 CSLA(California School Library Association 

1997)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기술을 사고

과정이나 탐구과정에서 발휘되는 교수 략의 요한 내

용 요소로 보았다.

Silva와 Turriff(1993)의 학습기술과 CSLA(1997)에

서 교수 략으로 제시한 학습기술을 ꡔ도서 과 정보생

활 교과교육과정ꡕ의 5단계 정보문제해결 단계에 맞추어 

정리하면 <표 11>과 같은 사서교사의 동수업용 방법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개발 원리는 ‘교육과정 통합’이다. 왜

냐하면 인지심리학  측면에서 방법 인 지식인 인지기

능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러

한 기능을 학습하는 주제의 맥락 안에서 계속해서 실행

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과 통합하는 것(Eggen and 

Kauchak 2006, 25-26)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서교사

와 교과교사의 동수업은 인지기능인 정보활용능력과 

학습주제의 통합을 통해서 학생의 자주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한 교수 활동이다.

<그림 2> 교수 략으로서의 학습기술

(출처: CSLA 1997, 12)

마지막으로 ‘ 동의 일반화 략’을 담아야 한다. 동

수업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업 비와 운  과

정  동에 향을 끼치는 도서  내․외  상황을 기

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수업 략에 포함되는 것

이 요하다. 이러한 동의 일반화 략은 도서  활용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시행착오를 이고 

동의 경험과 장 을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성 요소 내용

도서  이용기술
∙도서 과 자료에 한 소개 ∙책의 구성요소 ∙목록의 이용 방법

∙소설과 비소설 자료의 구분 방법 ∙분류의 원리와 체계 ∙정보원(학습자료)에 한 소개

정보이용기술

∙해결할 과제의 이해 능력 ∙정보원(학습자료)에 한 근 능력

∙정보의 련정도를 구분 ∙정보 종합 방법

∙정보 표  방법 ∙평가 방법

연구기술
∙시간 리 능력 ∙학습과제 조직 능력

∙정보 탐색 도구 활용능력

출처: Silva and Turriff 1993, 65-67의 내용을 정리함.

<표 10> 학습기술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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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능력
학습 기술

단계 학습목표

1. 
과제분석

1.1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1.2 과제를 분석하여 구체화 할 수 있다.

∙질문으로 과제의 범  정하기
∙배경지식 확인하기, 배경지식을 알 수 있는 참고정보원 이용하기
∙ 인스토 , 생각지도 그리기
∙과제의 심단어 가려내기

2. 
정보 근

2.1 과제 해결에 합한 정보원을 찾을 수 있다.
2.2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원을 

가려낼 수 있다.

∙정보원의 유형과 특징 이해하기
∙분류표 이용하기
∙참고도서 이용하기
∙청구번호를 이용한 서가 자료 찾기
∙신문, 잡지의 기사색인 검색하기
∙온라인 목록이용하기, 검색엔진 이용하기
∙공공도서  방문하기, 인터뷰하기, 찰  체험하기
∙서지사항 기록하기
∙D/B를 이용한 주제어 탐색

3.
정보분석

3.1 정보원의 종류별로 합한 정보 분석 방법을 
용할 수 있다.

3.2 찾아낸 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 의 유형별 독서법 용하기
∙ 상자료 시청하기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최신성, 정확성, 련성, 합성, 권 로 정보 평가하기
∙ 라우징을 통한 인터넷 정보 비교 분석하기

4. 
정보종합

표

4.1 분석한 정보를 성격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다.
4.2 정보 달 상과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효과

인 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노트정리 기술 익히기
∙개인정보와 작권 보호하기
∙표와 그래 로 내용 구조화하기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정리하기
∙발표와 토론
∙개요작성하기, 보고서 쓰기, 논술문 쓰기
∙멀티미디어 이용하기

5.
평가

5.1 과제 해결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5.2 과제 해결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자기평가표, 상호평가표 작성하기
∙탐구일지 작성하기
∙과제해결 결과의 다른 과제나 일상생활 연계하기

<표 11> 사서교사의 동수업용 방법  지식( )

4.2 교수설계 략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참여하는 동수업 설계는 자

원기반학습에서 학생의 자주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서는 수업 설계와 

운   평가에서 사서교사가 수행하는 정보활용교육이 

학습주제와 통합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동수업 

설계 략을 <그림 3>에서와 같이 ‘ 동수업 상황기술-

공동설계-공동수업-공동평가’로 설정하 다. 

동수업 상황기술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 계 형

성 과정과 동수업 비 과정 그리고 방법  지식에 한 

사서교사의 마  략 등을 담는다. 동수업 상황 공유

를 통해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도서  활용수업에 

합한 경  환경을 이해하고 활성화에 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한 자원기반학습 활성화와 학생의 정보활용능

력 신장을 한 컨설  내용을 축 함으로써 향후 동수

업 설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일 수 있다. <그림 3>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용 동수업 설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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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계단계에서는 교과의 학습주제 해결에 합한 

정보활용능력의 학습기술을 의하고 련 학습자료를 선

정․분석하는 활동이 요하다. 이를 통해서 동수업 시

간을 편성하고 학습목표와 학습모형을 선정하게 된다. 

공동수업운 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은 <표 11>에서 제

시한 정보활용능력을 학습주제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다. 따라서 동수업용 지도안과 수업 운  내용은 정보활

용을 한 방법  지식에 따라서 학습주제 해결에 필요한 

한 학습기술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수설계 략을 바탕으로 작성한 

학교 2학년 국사 과목의 도서  활용수업용 수업 설계도

는 <표 12>와 같다.

학습상황

학교  도서  상황

2005년 리모델링 후 2006년 사서교사가 비치되어 꾸 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매 학년  도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학년 창의 재량활동수업(보건 제외)을 도서 에서 실시하여 도서  정보이용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매학기 1교사 1회 이상 

도서  활용수업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순한 자료이용과 장소 이용에 그치는 조가 부분이고, 동수업의 경우 

매학기 한 두 명의 교사와만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 을 자주 찾으시던 선생님들도 2010 들어 교생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한 

후 도서 을 찾을 겨를도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장의 심과 지원 상황

학교도서  자료구입비는 학교운 비의 3% 이상을 확보하고, 정기간행물 구입비, 행사운 비, 비품․소모품 구입비는 별도 책정되

어 있다. 학교운 계획서에 의해 매 학년  한 학기에 1회 이상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할 것을 교사들에게 권하고, 수업연구와 

발표의 경우 도서  활용수업을 극 권장하고 있다.

동수업 배경

방과 후 수업과 교무업무로 바쁘신 ￮￮국사 선생님이 오랜만에 도서 을 방문하 다. 911 한국사 부분에서 도서들을 훑어보며 

‘역사신문’을 꺼내 살펴보고 있었다. 국사참고도서목록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 던  학기말 ‘고려 역사신문 만들기’ 수행평가를 

한 참고도서를 찾고 있다는 것과 개별평가와 모둠평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께 참고도서를 

모두 책 상자에 넣어 교실로 보내  수도 있지만, 다양한 참고자료를 이용하기에는 도서 이 최 의 장소라는 과 신문을 만들기 

한 학습자료를 보여주며 동수업을 제안하 다.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인 ￮￮국사 선생님, 고려시 의 표  사건들을 뽑아 

모둠별로 다른 주제로 역사신문을 만들도록 하는 동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도서 에서는 참고도서를 추가 구입하고, 

신문제작 조건과 구성, 제작과정과 채  방법들에 한 의를 통해 학습지를 만들어 제공하 다. 동수업시간에 국사선생님은 

역사신문의 내용 심으로, 사서교사는 신문의 구성과 기사문을 쓰는 방법 등을 심으로 수업을 운 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각자 역할을 구분하여 평가하기로 하 다. 

비 과정  비 내용

국사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도서  활용을 이미 신청한 미술, 사회 교과와 시간표를 조정하 다. 시간표 조정은 DLS의 도서  

활용수업 신청 메뉴를 활용하 다. 그리고 동수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추가 구입하고 참고 사이트와 학습주제와 련된 자료의 

보유 황을 분석하고 정리하 다. 한 평가 방법과 평가 척도 등을 의하 다.

수업 설계  운 상의 한계와 처 방안 등

 

학교도서 이 소장한 참고자료의 복본이 제한되어 있어서 주제를 다양화하 다.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 신문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신문 기사의 역별 분량을 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기사문을 미리 작성해 오도록 하 다.

<표 12> 사서교사와 국사교사의 동수업 활성화를 한 수업 설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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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업 설계

수업 

설계

동

수업

하기

참여 교과 국사
참여

학
2학년 체

수업 주제

Ⅳ. 고려의 성립과 발
정보

활용

능력

용

단계

1/2차시 과제분석, 정보 근, 

정보분석

2/2차시 정보종합, 정보평가

단원종합수행과제
학습

기술

인스토 , 마인드맵, 훑어

읽기, 골라읽기, 신문 만들기, 

체크리스트 평가

수업 기간 2학년 1학기(6-7월) 
수업

시간
교과 단독 2시간

학습

자료

선정

인쇄 자료

∙역사신문편찬 원회. 1996. 역사신문. 사계 .

∙정 애. 1997. 단숨에 읽는 고려왕조. 넥서스.

∙ 국역사교사모임. 2002.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시청각

자료

∙ 국역사교사모임. 2006. 상으로 보는 역사 [DVD]. 즐거운 학교

PPT 제작 자료

자 자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2010.4.1.). <http://www.koreanhistory.or.kr>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2010.4.1.). <http://www.heritage.go.kr>

∙송 심 역사교실 (2010.4.1.). <http://www.edusong.com/>

∙김은석 선생님 국사교실(2010.4.1.).

<http://www.njoyschool.net/club/service/cl_main.asp?gid=10018576>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2010.4.1.). <http://www.knowledge.go.kr>

∙한국언론진흥재단(2010.4.1.). <http://www.kinds.or.kr/>

시청각

교구
빔 로젝터

시간표 

편성
2 차시

학습

목표

1. 고려시 에 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신문을 만들 수 있다.

2. 모둠별 활동을 통해 동정신을 함양하고 토론 능력을 기른다.

3.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여 문장을 쓰는 기사작성을 통해 분석력을 기른다.

4. 신문의 구성과 읽기 방법을 이해하여 역사신문을 만들 수 있다.

5. 체크리스트로 각 모둠이 만든 역사신문을 평가할 수 있다.

학습

모형
모둠 학습

공동 수업

교과교사
모둠별로 나  고려시  발생한 주요 사건의 주제 분야 정리, 년도 우수 역사신문으로 시자료 

비, 역사신문 제작 조건제시

사서교사
참고자료 비, 정보 근  이용방법 지도, 신문의 구성, 종류, 읽기방법, 편집 방법 등 신문에 

한 학습지 제공, 신문 만들기 지도, 역사신문 제작보고서 학습지 제작

학생 정보를 찾아 모으고 정리하여 새로운 자료(신문)를 만듦

공동평가

교과교사 수행평가, 맡은 주제에 한 정보의 정확성

사서교사 정보 근 과정, 정보 분석  정리 과정, 제작 자료의 구성  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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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업 지도안

수업 단계 교과교사 사서교사 학생 자료

도입
∙선배들의 역사신문  우수작 

실물 시

∙역사 신문을 사진으로 거나, 

스캔한 슬라이드 상  

∙모둠자리 찾아 착석 ∙역사신문 우수작 실물 

 슬라이드

1/2

차시

문

제

해

결

단

계

과제

분석

∙고려시 의 주요사건 제시: 알

고 있는 지식+수업시간에 배

운 내용+알고 싶은 내용

∙신문의 특징 설명: 알고 있는 

지식+선생님이 제시한 내용+

더 찾고 싶은 내용

 - 신문의 특징에 해 정리한 학

습자료 제공

∙ 심 있는 주제(역사  시기 

는 사진, 기사, 만화 등 신문에

서 맡고 싶은 분야) 확인하기

∙과제에서 핵심 어휘 찾기

∙PPT: 과제 알림

정보

근

∙잘 만들어진 역사신문은 어떤 

것인가?

∙고려시   심 있는 역사  

시기의 주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

 - 역사와 련하여 표  자료

제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찾는가?

∙고려시   심 있는 역사  

시기의 주요사건을 찾기 해 

어떤 정보원을 찾아야 하는가?

 - 백과사 , 역사사 , 인물사 , 

역사신문, 신문 등을 도서, 인

터넷, 시청각매체 등에서 고루 

찾기

∙신문의 특징을 확인하기 해

서는 어떤 정보원을 찾아야 하

는가?

 -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직  살

피기

∙ 인스토

∙마인드맵

∙정보원의 특징에 따른 이용법

(사 이용법, 검색엔진에 따른 

웹 검색법 등)

∙신문의 특징 이해

∙PPT: 정보 근 방법, 신문의 

특징

∙신문의 특징 학습자료

∙참고자료

정보

분석

∙고려시   심 있는 역사  

시기의 주요 사건을 잘 나타내

기 해 꼭 필요하고 정확한 내

용인가?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찾은 

내용 비교하며 정확한 정보인

지 확인

 - 수행평가로 제시한 조건에 

합한 정보인가?

∙필요한 정보를 선별: 백과사 , 

역사사 , 인물사 , 역사신문, 

신문과 도서, 인터넷, 시청각 매

체 등에서 찾은 정보에서 훑어 

읽기, 골라 읽기 등으로 가려내

어 개념도로 메모하기

∙신문의 구성 특징에 따라 표

할 내용 골라내기: 각 지면의 

성격(주제), 항상 유지되는 형

식(사설, 만평, 만화, 삽화, 

고 등)

∙훑어 읽기

∙골라 읽기

∙정보원의 특징과 그 따른 이용

법(찾은 정보의 질  가치 단 

방법 등)을 알고 정보를 이용 

분석

∙신문 구성 특징에 따라 필요한 

역사  정보 분석(마인드맵, 노

트필기 등)

∙PPT: 읽기방법, 신문 구성의 

특징

∙참고자료

2/2

차시

문

제

해

결

단

계

정보

종합

정보

표

∙각 모둠이 맡은 주제와 무 하

거나 틀린 내용의 정보는 없는

지 확인

∙모둠원이 신문 구성에 따른 기

사를 각자 1개 이상 씩 작성

∙분석 정리한 자료로 역사신문 

 만들기

 - 고려시   심 있는 역사  

시기의 주요사건  신문의 특

징에 따라 합한 사건 고르기 

: 머리기사, 삽화, 사설, 만평, 

인물탐구, 고 등의 특징을 

생각해서 한 사건 안배

 - 헤드라인 작성법, 기사문 쓰기 

방법, 사진 자료 편집방법, 

고문 쓰기 방법, 삽화  만화 

그리는 방법 등

∙분석하여 모아온 자료로 신문 

만들기 

∙모둠 내 각자의 역할에 충실

하기

∙PPT: 신문 구성에 따른 특징

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편집 방법

 - 머리기사 고르기

 - 헤드라인 작성법

 - 기사 쓰는 방법

 - 사진 자료 편집방법

 - 고문 쓰기방법

 - 삽화  만화 그리는 방법

평가

∙제작 보고서 작성하기

 - 역사신문 제작의 주안 , 신문을 만든 구성 요소별 특징과 사건을 

나타낸 방향 는 의도, 제작후기

 - 자기평가 는 동료평가

 - 정보의 정확성

 - 편집 구성․표 의 성 (역사신문 결과물로 개인별 체크리스

트에 의한 수 확인을 통해 상/ /하 정도로 구분)

∙역사신문 작성 보고서 쓰기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표 

작성

∙보고서 작성 방법, 서지사항 정

리 방법, 정보

∙평가를 한 체크리스트 작성

하기

∙문제 푸는 방법

수업평가

∙형성평가

 - 다음  고려의 역사  사건 

 고려후기의 사건이 아닌 

것은?

 ① 단체 수: 역사신문 결과물 

상/ /하 수

∙형성평가

 - 다음  신문의 구성요소가 아

닌 것은?

 ② 개인 수: 제작 보고서, 제작 

과정 수

∙형성평가문제 풀이

수행평가 수=①+②

∙제작보고서

∙평가 체크리스트

∙정보 활용과정 수표

* 교수설계 략 용: 허우정. 인천 부흥 학교 사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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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사서교사의 안정 인 교육과정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기반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도서  활용

수업이 자원기반교수와 혼동되는 상황이다. 자원기반학

습은 학생의 자주  정보활용능력 지도를 해서 교과

교사와의 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원기반교수에서

는 교과교사의 수업 자료 비를 지원하는 한계를 벗어

나기 어렵다. 

국 18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도서  활용수

업용 교수-학습지도안을 분석한 결과, 사서교사와 교과교

사는 력 수 의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설계단계에서 학습주제와 련된 자료를 선정하고 

연계성을 함께 분석하지만, 실제 사서교사의 수업 참여는 

자료찾기를 심으로 한 정보 근 역에 머물러 있으며 

수업 평가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활용수업에서 교과의 고정시간표 운 에 참여

할 수밖에 없다는 실 인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교과

교사 주도의 도서  활용수업은 사서교사의 자료 리자 

이상의 문성 발휘에 걸림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사

서교사의 안정 인 교육과정 참여를 한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과 함께 교육 장에서 교육주제 문사서로

서 그리고 수업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신장을 한 노력

이 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  활

용수업을 동 수 에서 운 하기 한 교수설계원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안하 다. 

첫째, 자원기반학습: 도서  활용수업은 학생의 자주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목표로 운 한다. 

둘째, 방법  지식의 명료화: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방법

 지식의 내용과 범 를 분명히 하고 홍보한다.

셋째, 교육과정 통합: 수업 설계와 운   평가에서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방법  지식과 학습주제

를 통합한다. 

넷째, 동의 일반화 략: 동수업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업 비  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이고 성공을 확산시킨다. 

이를 토 로 ‘ 동수업 상황기술-공동설계-공동수업-

공동평가’로 이루어진 동수업 설계 략과 개발 사례

를 제시하 다. 동수업을 한 교수 설계는 학생의 수

과 학습주제의 성, 교사 간의 신뢰 등 다양한 요

소가 결합된 창조  활동이다. 특히 사서교사와 교과교

사 간의 동수업은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학생의 

자주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한 공동의 목표 아래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서교사가 자원기반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자주  학습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일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

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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