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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역할은 사회 패러다임과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필요(needs)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도서 의 자료보존, 

정보제공이라는 통  역할이 감소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도서 의 새로운 교육  역할 변화의 방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역할 변화를 해 아동 교육 로그램에서 구성주의 을 도입한 로그램 모델을 설계, 제안함으로서 이론 , 실천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공공도서  아동실 사서의 역할은 자료 제공  행정  역할이 심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 공공도서 의 아동실 사서의 역할과 상당히 비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사서 교육의 커리큘럼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 공공도서 의 아동 독서 교육 로그램은 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로그램의 

체계 인 운 에 해서도 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공공도서 에서 아동 교육 로그램을 개발코자 

할 때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사서, 교육 환경, 아동의 역할에 한 교수 학습의 원칙과 방향을 구체 으로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the digital age and the progress of the learning economy, the role of 

library is expanding from archiv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 In 

this paradigm child education programs at public libraries are strongly demanded by the commun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roles of child education program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public libraries. This research tries to incorporate the current child education program into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 designed and proposed model in this study was then applied to public 

libraries’ reading education program, and the case was verified through empirical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These studies revealed that the designing of constructivist teaching and the learning model 

for child education programs was positively verified and found some strategic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education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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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도서 의 역할은 통  기능인 자료

의 보존과 제공 기능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한 교육 기 으로서 역할이 확 되고 있다. 이

는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되고, 학습 경제 

사회로 이행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우선 인터

넷의 출 과 정보 기술 발 으로 인한 디지털 

사회화는 학술정보의 생산, 근, 유통에 커다

란 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통 으로 자

료의 보존과 제공을 한 공간으로서 도서 의 

역할이 차 약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학습 

경제(learning economy)화 상으로(Birdsall 

1997) 우리 사회는 평생 학습 기 으로써 도서

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착형 기 으로서 공공도서 은 지역 주민을 

해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요구

되고 있다. 평생 학습, 자기개발에 한 지역 주

민의 학습 욕구가 강해지고, 이러한 기 에 맞

추어 도서 은 지역 주민을 한 학습 기 , 문

화 공간의 역할이 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도서 은 정보 제공의 기능

을 넘어 지역의 교육 기 으로서 평생 학습을 

이끌어 가는 역할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 한 

이러한 역할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공공도서

에서 아동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설하고 있

다. 공공도서 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보스턴 

지역에서도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그램

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임형연 2004). 

이제 공공도서 은 독서 활동, 독서 토론  독

서 연계 문화 로그램을 지원하여 공공도서

의 교육  기능과 지역 공동체의 거 으로 역할

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 인 로그램 확

는 아동 교육 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질  개선의 과제를 남기고 있

다. 공공도서 이 개설하고 있는 아동 교육 

로그램이 이용자와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학

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근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도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그

램은 학습자인 아동이 주체 으로 사고하고, 지

식을 구성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

그램에서 학습자인 아동의 흥미를 제고하여 학

습의 주체가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주의 에서 교수 학습 모델을 설계 제안

하고 이 모델의 유효성을 실증 으로 검증코자 

하 다.

 2. 도서 의 교육  역할 변화에 
한 검토

2.1 이론  검토

인터넷의 출 과 학술정보의 생산, 근, 유통 

기반의 변화는 사회의 정보 근 방식에 많은 변

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자료의 보존과 유통

이라는 통  도서 의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통 으로 공공도서 은 자료 보존 

기능, 자료 제공 기능을 강조하여 시설과 자료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은 도

서 이라는 공간과 그 속에 있는 자료에서 성립

되는 개념이다. 즉 하드웨어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도서 의 수, 크기, 장서 규모 등은 

도서 의 기능을 측정하는 기 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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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도서 의 인식은 공공도서 이 

지역 주민의 학습 기 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의 극  역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도서

은 지역주민을 해 직 (능동 ) 지원보다 

간 (수동 )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 교

육을 한 요한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

다(Steig 1992). 하지만  사회에서는 굳이 

공공도서 에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구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졌고, 단지 정보와 이용

자를 연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서 의 기능은 

약해지고 있다. 반면 공공도서 에서 성립되는 

 다른 요한 기능은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소 트

웨어  기능이다. Danley(2003)는 공공도서

은 아동의 사회 교육  학습의 기반으로 기능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Birdsall(1997)은 디지털 시 에 학습경제를 

이끄는 공공도서 의 역할을 해서는 새로운 

뉴딜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하 다. 뉴딜정책

은 미국의 공황 타개책의 하나로서, 공 의 

풍요 속에 수요의 빈곤을 극복하기 한 규

모 경제정책이었다. 공공도서 이 수요자의 

에서 교육 로그램 개발이 실히 필요한 시

에서 뉴딜정책이라는 표 은 도서 을 공

자 이 아니라 수요자 에서 활성화를 

한 도서  정책으로 아주 해 보인다. 오늘

날 학습 경제가 진 됨에 따라 공공도서 은 수

요자 에서 지역 주민의 평생 학습, 기능 개

발, 문맹 타  등과 같은 학습에 한 욕구 충족

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제 공

공도서 은 서서히 지역 주민의 학습 활동의 거

으로 그 교육  역할을 넓 가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안이 되고 있

다. 한 학습자의 자기개발과 실 을 해 존

재하는 문화기 (Carr 1991)으로서, 격한 사

회화 속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평생 교육기

이 되고 있다. Rubin(2003)은 공공도서 의 사

명을 사회의 교육과 사회화 지원, 시민들의 정보 

요구 충족 등으로 보았으며, 大串夏身(2002)

는 공공도서 의 주요 역할로 정보거 의 역할, 

지역 독서시설의 역할, 지역의 지  유산을 보

존, 활용, 조직하는 역할, 평생학습 시설의 역할, 

지역 주민 합의 형성에 공헌하는 역할 등 5가지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1>은 공공도서 의 사회  역할 확

의 과정과 교육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

도서 은 자료보존 기능, 자료제공  정보지원 

기능이라는 통  기능을 넘어서 교육  기능, 

주민 합의 형성의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확

되고 있다. 이 에서 도서 의 자료보존 기

능은 가장 기본 , 소극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 의 사회  역할이 확 되면서 극

 기능인 교육 기능을 시하게 된다. 아직 실

험 이기는 하지만 주민 합의 형성과 공동 체형

성 기능을 한 역할로서 ‘사람을 출하는 도

서 (Living Library)’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도서 에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도서 에

서 배경이 다른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이웃을 

만나 일정시간 화를 나 는 기회를 제공해주

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지역 내 공공도서  

사서들이 참여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1) 

 1) ‘사람을 출하는 도서 (Living Library)’은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Ronni Abergel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Roskilde Festivel)에서 창안한 것으로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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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찰  검토

공공도서 에 있어서 교육  역할과 아동 교

육 로그램의 사례 조사  찰 분석을 해 

미국 보스턴 지역의 공공도서 에 있어서 아동 

교육 로그램에 한 방문조사를 실시하 다. 

미국 보스턴 지역은 공공도서 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1854년 최 의 공공도서 이라 할 수 

있는 보스턴 공공도서 이 설립된 지역이다.2) 

이 보스턴 공공도서 의 설립을 계기로 미국 공

공도서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

국의 다른 도시들은 보스턴의 공공도서 을 본

받아 공공도서 의 도서  사 로그램을 개

발하게 되었다. 

이런 에서 보스턴 지역 공공도서 의 기능

과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

고 있다. 보스턴이 심이 되고 있는 매사추세

츠 주는 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곳으로 오래된 역사와 미국 경제의 

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

다. 보스턴의 공공도서 은 평생 학습 기 으로

서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보스턴 지역의 공공도서 들은 

타운(town)별 자치단체의 세 과 개인의 기부

에 의해 운 되며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 모두

에게 공개되고 그 이용이 무료이며 아동들에 

회를 제공하기 시작되었으며, 유럽에서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개념의 ‘이벤트성 도서

’이다. 이는 코펜하겐에는 이웃과 만나 화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국의 http://www.livinglibrary.co.uk

나 미국의 http://www.livinglibrary.us/과 같이 ‘책'으로 자원한 다양한 사람들( 자, 명사, 문가, 가, 기업

가, 기인 등)과 그 ‘책'들과 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간의 화와 나눔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2) 보스턴 공공도서  이사회에서 밝힌 공공도서 을 “시립학교 시스템의 더할 나  없는 "인 교육  제도로 

보고 있다(McCabe 2006).  

<그림 1> 공공도서 의 역할의 확 와 교육  기능

(임형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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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배움의 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미

국의 공공도서 의 특색은 아동과 청소년에 

한 사이다. 공공도서 은 다양한 아동 로그

램을 통해 아동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

다. 보스턴 지역의 찰연구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에 이르기까지 2년간에 걸쳐 지역도

서  방문, 찰,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찰조사 상의 공공도서 은 보스턴의 Boston 

Public Library를 비롯하여 Lexington의 Cary 

Memorial Library, Winchester의 Winchester 

Public Library, Lincoln의 Lincoln Public 

Library, Newton의 Newton Free Library, 

Waltham의 Waltham Public Library, Cam- 

bridge의 Cambridge Public Library로 7개의 

도서 이다. 이들 지역은 미국 동북부 매사추

세츠 주의 보스턴 근교에 치한 마을로서 경제

으로 비교  부유하며 부모들의 자녀에 한 

교육  심이 높은 지역이다. 미국의 다른 지

역과 달리 업 주부가 많으며 수  높은 공립

학교와 공공도서 이 유기  상호작용을 하면

서 마을 주민  아동들의 교육 심기 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도서 의 교육  기능

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히 아동 교육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 에서 지난 20

년간 아동서비스는 격히 증가하고 공공도서

의 심  활동이 되고 있다(Rollock 1988). 

공공도서 에서 아동이 갖는 의미는 공공도서

의 이용률, 공공도서 에 설치된 아동 도서실

의 역할, 이용자인 아동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찰 조사 상 지역 공공도서 들의 아동 교

육  역할에 련한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임형연 2004).

첫째, 공공도서 은 모두 아동실을 설치하여 

아동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있었다. 공공도서

은 독서에 의한 자아개발의 공간이 되어 아동

에게는 책의 즐거움을 주고, 화형 학습 방법

의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동들을 

한 휴식 공간, 가구 배치, 조명, 아동들의 작품

이나 소품이 시되어 있는 선반, 코  등으로 

아동의 정서에 맞게 공간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도서  출의 50% 이상을 아동도서

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상당한 비율

이 아동과 그 보호자로 되어 있었다. 아동 도서

실의 활동의 목표와 아동이 책과 만나는 기회

를 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책을 통해 아동의 성

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성인이 되

어서도 독서를 계속하도록 지향하고 있었다.

셋째, 조사 상 공공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

는 교육 로그램의 특징은 출생에서부터 아동

기까지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성장 발달에 맞는 

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조사 상이 된 

보스턴의 7개 공공도서 은 모두가 0세에서 1

세까지의 신생아를 한 로그램, 2∼3세를 

한 로그램, 3∼4세를 한 로그램 등 나이

에 따른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으며, 유아를 

상으로 하는 교육 로그램은 아동 도서실의 

가장 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아동의 발달

에 불가결한 요소인 독서와의 만남을 경험하도

록 하는 공공도서 의 아동 로그램으로는 스

토리 타임, 책 읽어주기, 독서회, 인형극, 화상

 등이 있다.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그

램의 제공은 그 비 이  높아지고 있으며 

활성화되고 있었다. 

넷째, 공공도서 의 문 인 학습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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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기 해 지역 내 련분야 문가와 

자원 사자(volunteer)들이 참가하고 있어, 도

서  이용자들의 범 한 요구와 흥미에 맞게 

문 인 학습 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다. 

다섯째, 각 교육 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아

동 도서실 사서와 각 학교의 도서실 사서  교

사들 간의 유기 인 조 계가 돋보 다. 그

들은 함께 권장도서 목록을 작성하며, 정기 으

로 워크 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로

그램 개발을 논의하고 있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하는 , , 고등학교 교사들을 한 오리

엔테이션은 지역 내 공공 도서 에서 진행하면

서 아동 도서실 사서들과 교육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의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도서

법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도서 은 ‘정보  

문화, 교육 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을 통하

여 공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생

활화를 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독서회, 평생 

교육, 강연회, 문화행사를 주최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한국 도서  기 에 의하

면, ‘공공도서 은 모든 수 의 공공교육을 지

원하며 개인의 지속 인 자기개발과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기능

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도서 회 

2003, 공공도서 의 목  1.2.4). 이와 같이 한

국의 공공도서 에서는 법률에 의해 지역 주민 

간 문화 정서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류의 

공간이 되고 주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능을 

포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도서 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이라는 도서 의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독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교육  기능을 확 하

며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

문화 거 으로서의 역할을 확 해 가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공공도서  아동 교육 로그

램에 한 실태분석을 해 서울시를 심으로 

한 수도권 공공도서 을 상으로 방문  

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례 조사는 15개 공공

도서 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 독서 교육 로

그램의 내용과 운  실태를 조사하 다. 아동 

독서 교육 로그램에서 교육자와 학생간의 상

호작용에 한 심층  찰조사는 서울특별시 

송  도서 에서 진행된 ‘독서체험교실’ 로그

램에 해 4개월간 매주  과정에 참 하면서 

아동들의 행동을 찰 분석하 다. 2004년 9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4개월 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로그램을 찰하고, 교

육자의 로그램 진행 특성에 따른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 다. 15개 도서  실태분석의 

결과에서는 아동 독서교육 로그램이 양 으

로 늘어나고 있지만 로그램은 외부 강사에게 

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

국 공공도서 의 교육  역할이 규정에 명시되

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공공도서  아동실 

사서의 역할은 자료의 제공  행정  역할이 

심이 되고 있었다. 도서  교육 로그램을 

외부 강사들에게 그 역할을 탁하는 상은 미

국 공공도서 의 사서의 역할과 상당히 비되

는 것이었다. 공공도서 의 아동 독서 교육 

로그램의 운 에서도 교육 인 에서의 

근과 평가가 부족한 편이었다. 특히 학습자인 

아동을 학습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 으로 문

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체계  근 노력이 

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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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그램
에 있어 구성주의  도입과 
이론  검토

3.1 아동 교육 로그램의 구성주의  

도입의 의의

도서 의 교육  기능이 시되면서 교육 

로그램의 교수 학습 방법이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은 책과 친해지

고 자신의 발 과 학습을 향상시키는 아동으로 

유도, 나아가 사회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육

성하는 것이 목표이다(中多泰子 1997; ALA 

1964) 따라서 아동을 한 독서 교육은 아동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자발 으로 참가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로그램 과정에서 아동의 

지식 체계의 재조직화가 일어나고, 사회․문화

 응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에서 통 인 객 주의 교수 학습 방법에 

한 비 에서 출발하는 구성주의 교수 학습법

에 근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객 주의 교수 

학습 방법이 일방 인 지식의 달에 을 둔 

반면,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지는 경험과 상황을 시하고, 자

기성찰을 통한 주체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강

조한다(久保田賢一 2003). 구성주의 교수 학

습 개념에서 교육은 정보의 단순한 제공과 달

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반응과 학습 과정이 강조

된다. 아동의 창의력, 분석  사고, 능동  태도

를 육성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평생 

교육 기 인 도서 의 아동 교육 기능에 해 

많은 을 시사하고 있다.

안인자(2011)는 도서 에서 문화를 향유하

고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독

서는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를 함양시

키며,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았다. 즉, 독서란 문

장의 해독과 이해를 넘어 책을 읽는 과정과 결

과들이 개인의 생활과 연결되고 의미를 부여하

는 인간 행동 체로 볼 수 있다. 도서 의 어린

이실 서비스에서 아동의 독서 활동을 한 서

비스는 그 심이 되고 있다. 즉, 어린이 도서  

서비스의 사명이 아동이 책과 친숙하게 되고 나

아가 책을 읽고 자기개발과 발 에 활용하는 성

인이 되고, 사회가 바라는 성인이 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공공도서  기 에서도 경쟁하

는 독자보다 즐겁게 독서하는 아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기 은 보스턴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그램 조사에서 그 특징을 보

면 일 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로그램의 내

용이 아동과 친숙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이

러한 과정이 계속 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문화

의 계승과 습득의 역할을 하는 교육  특성을 

띠고 있다. 이는 구성주의 교수 학습 이론이 교

육학에서 출발하지만 도서  로그램에서 충

분히 활용되고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도서 에서 실시하는 교육 로그램에 참가

하는 아동은 단지 교수학습에 놓여있는 객  

존재가 아니며 지식만을 암기하는 존재도 아니

다. 아동 스스로 문제를 설정, 해석, 창조, 수정

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아동실 사서는 이

러한 아동의 인지 ,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사람(carer)으로 역할할 필요가 있다(Danley 

2003). 특히 아동기는 인생에 있어 사회를 처음

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여서 아동기의 경험과 발

달은 인생에 요한 향을 끼친다. Bill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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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  것은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의 작은 도서 이다”라고 

말했다(菅谷明子 2003). Bill Gates는 도서

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 다. 이는 도서 이 

아동기의 성장에 얼마나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아동의 지  발달은 

취학 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 의 

주요한 역할은 이들 아동에 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Abif 1998). 

2012년 미국 도서  회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도서 은 121,785개나 되고 그  공공

도서 은 16,698개에 이른다.3) ‘도서 은 이름 

없는 시민이 꿈을 실 시킬 수 있는 부화기로

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菅谷明子 2003)’는 

말처럼 도서 에서 많은 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

다. 그러므로 공공도서 에서 아동 교육 로

그램의 계획, 구성은 아동이 어릴 때부터 지니

고 있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지하고, 극  

학습자로서 학습 효과를 높여갈 수 있도록 아

동의 지 , 정서 , 신체  발달에 맞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 발달이 일어나는 아동기를 한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그램에서 구성주의 을 

도입한 교육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3.2 문헌정보학에 있어 구성주의 을 

활용한 선행 연구 

문헌정보학에서도 구성주의 을 도입한 

연구(Loertscher 1999)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서  교육 로그램에 용하는 구성주

의  근과 문헌정보학에서 이용자의 정보검

색에 한 구성주의  근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우선 문헌정보학에 구성주의 을 도입한 

연구는 공공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로

그램을 구성주의 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

도이다.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

그램은 학습자가 다양한 경험에 의해 지식을 구

성해 간다는 인식에서 교육 내용과 환경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도서 의 아

동실을 책을 매개로 하여 아동과 사서의 상호작

용이 일어나는 장소로 본다면 아동 도서실의 사

서는 구성주의 교육  을 가진 교육자로서 

역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근이다(Danley 

2003; Herb 2001; 임형연 2004).

한편 정보 검색에 한 연구는 이용자가 정

보검색을 수행할 때 일어나는 인지작용과 행동

에 착목하여 구성주의  을 활용하여 해석

하고 있다. Kuhlthau(1993)는 정보 검색은 불

확실성과 불안감에서 출발하는 일련의 로세

스로 봤다. 정보를 검색하는 행 는 자신이 구

하는 것에 해 불명확한 것에서 시작하여 정보 

검색의 과정에서 불명확한 자신의 요구를 서서

히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정보로 근한다. 따라

서 정보 검색에서 이용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방

법과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

법과 과정을 밟은 정보검색 략은 정보검색의 

효과를 높인다고 보았다. 특히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과거 학습경험이 새로운 

학습의 내용과 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정보 요구의 인지, 탐색 과정, 평가의 

 3) 미국 도서  회 홈페이지 통계 자료 참조. [online]. [cited 2012.12.30]. 

<http://www.ala.org/tools/libfactsheets/alalibraryfactshe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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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에 있어 구성주의  에서 임워

크가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Tastad 1997; 

Stripling 1995; Pitts 1992). 

3.3 아동 독서 교육에 있어 구성주의 교수 학습 

모델 개발을 한 이론  기반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사고하는 과

정에 보다 많은 을 두어야 한다. 많은 교육

학자가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Brandford 

et al. 1990). 이러한 은 지식의 달을 강조

하는 통  교육방법 신 새로운 방법으로 받

아들이고, 교수 학습에 있어 구성주의 학습 이

론(constructivist theories of learning)으로 발

해 왔다(Slavin 1997). 구성주의에 있어 지식

(knowledge), 의미(meaning)란 고정되고 완

료된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

고 습득되는 것으로 의미되어 진다(Honebein, 

Dugffy & Fishman 1991). 

구성주의 은 개인의 인지 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해 간다고 하는 Piaget로 표되는 

인지 구성주의 과 사회 문화  활동을 강조

한 Vygotsky로 표되는 두 가지 (Cobb 

1996)에서 근 가능하다. 특히 Vygotsky는 

아동의 인지 발달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빈

번히 일어나는 발달근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Vygotsky 1979)에서 더

욱 활발히 일어난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구성주의에 한 인지  과 사

회 문화  은 상호보완 으로 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Saxe 1991). 개인의 인지  구성 

과정과 결과는 사회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

로 사회․문화  활동은 개인의 인지  구성 

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Cobb 1996). 이 

두 가지 을 통합해 보면 학습을 문화  활

동에 참가해서 타인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

해서 일어나는 문화화 과정으로, 한 동시에 

자기의 지식 체계의 재조직화의 과정으로 통합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 교육은 독서라고 하는 개인의 내면  인

지활동을 통해서 책 속의 지식을 습득하고 토론, 

독후 활동 등을 통하여 내면  인지 활동을 심

화할 뿐 아니라 학습자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문화  동화가 일어나는 사회 문화  요인도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아동 독서 교육의 방법으로 구성주의 교수 

학습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인지 구성주의

와 사회 구성주의  을 립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으로 인식하고 통합  

근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아동 독서 교육 

로그램에 있어 이러한 통합  근은 책에 

해 친 감을 갖고 책에서 읽은 지식을 활용하여 

아동이 자기개발, 자기 교육으로 이어지는 능동

 지식 구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아동 교육 로그램을 구성하는 3  핵심요소

인 교육자, 교육환경, 학습자의 역할을 설명해주

는 구성주의교육의 주요 배경 이론을 정리해보

면 인지  도제 이론(cognitive apprenticeship) 

(Collins, Brown, & Newman 1989), 상황  학

습(anchored instruction)(Brandford et al. 1990) 

모델, 인지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Sp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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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요소 하  요인 련 학습 이론

교육자 역할

1) 모델링

2) 코칭

3) 스 폴딩

- 인지  도제 이론의 모델링, 코칭, 스 폴딩(Collins, Hawkins, & Caver 1991)

- 상황  학습 모델의 학습자 사고 과정(thinking series)으로 유도(Brandford et al. 

1990)

- 인지  유연서 이론의 주제 심 학습(theme-based exploration), 세분화한 주제

(bite-sized chunks), 다양한 소규모 사례(mini-case)(Spiro, Jehng 1990)

교육 환경

1) 동 학습

- 동 학습 이론에서 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Slavin 1995)

- 인지  도제 이론의 사회  학습 요소, 실습 공동체, 동  학습(Collins, Hawkins, 

& Caver 1991)

2) 상황  학습

- 상황  학습 모델의 상황(anchor)성을 가진 지식(Brandford et al. 1990)

- 상황성을 가진 지식(contextualized knowledge)의 활용(Corte et al. 1991)

- 인지  도제 이론의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Collins, Hawkins, & Caver 1991)

- 실제  상황과 유사한 학습 환경(Slavin 1997)

3) 다차원  근

- 인지  유연성 이론의 십자형(criss-crossing land scape) 근(Spiro, Jehng 1990)

- 상황  학습 모델의 문제 해결에 있어 다양한 상황(varieties of anchors) 제공

(Brandford et al. 1990)

학습자 역할

1) 반성  사고

2) 명료화

3) 탐구

- 인지  도제 이론의 명료화, 반성  사고, 탐구(Collins, Hawkins, & Caver 1991)

- 상황  학습 모델의 지식 생산자로서의 학습자, 탐구 활동(Brandford et al. 1990)

- 인지  유연성 이론의 지식 재 (represented)과 그 과정(Spiro, Jehng 1990)

- 인지  유연성 이론의 상황  의존 스키마 조립의 구성(situation-dependent schema 

assembly)(Spiro, Jehng 1990)

        <표 1> 구성주의 에서 설계된 아동 교육 로그램의 모델 구성 요소  

하  요인에 련한 학습 이론

Jehng 1990) 이론, 동 학습 이론(Cooperative 

learning theory)(Slavin 1995) 등이다.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교육자 역할과 련한 하  요인, 

교육 환경 설계와 련한 하  요인, 학습자 역

할과 련한 하  요인을 분류,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4. 아동 교육 로그램의 교수 학습 
모델 설계  주요 명제

4.1 구성주의  교수 학습 모델의 설계

앞서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그램에 

한 구성주의  도입의 유용성이 이론 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

서 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주의 에 기

한 아동 독서 교육 로그램의 교수 학습 모

델을 설계 제안하 다. 모델의 핵심 내용은 교

육자, 교육환경, 학습자의 세 가지 요소의 역할

을 체계 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

제안된 교수 학습 모델은 <표 1>의 이론  토

 에서 교육자, 교육환경, 학습자의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을 

해 필요한 각 요소별 하  구성요소로 설계되

어 있다. 이 모델은 학습의 조언자로서 교육자

의 역할, 학습자 심의 환경을 한 교육 환경 

설계, 주체  학습자로서 학습자의 역할을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공공도서 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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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구성주의 에서 설계된 아동 교육 로그램 모델과 

하 구성요소의 체계(林炯延 2006)

교육 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교수 학습 모델

을 구성한 것이 <그림 2>이다. 

4.2 아동 교육 로그램의 3요소와 하  구성 

요소

4.2.1 교육자의 역할과 하  구성 요소

구성주의 에 의한 교수 학습에서 교육자

는 학습자에게 객  지식을 단순히 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구성주의 교

육에서 지식 그 자체보다 학습이 활발히 일어

나는 방법에 을 둔다. 이를 해 교육자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달하고 단지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

러한 역할을 통해서 교육자는 학습자가 사회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 에서의 학습의 조언자로서 교

육자는 모델링, 코칭, 스 폴딩의 하  요소의 

역할이 필요하다.

4.2.2 교육 환경의 역할과 하  구성 요소

개인의 인지 방법은 각 개인의 지각에 의한 

결과이며 각각 다르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자극하기 해서는 외부에 존재하는 지

식과 학습자의 개인  인지가 조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

육 환경은 학습자의 인지  구성에 합하도록 

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다양한 에서 다양

한 방법으로 근할 수 있는 다차원  교육 환

경,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제로 하는 동 

학습의 환경,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 

생활과 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육 환경이 구

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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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에서의 교육 환경의 설계는 

동  학습, 상황  학습, 다차원  근의 하  

요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2.3 학습자의 역할과 하  구성 요소

구성주의 에 있어 지식이란 개인의 인지

 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지식의 습득

은 학습자의 내  인지구조를 재구조화 해 가

는 것이다. 즉, 지식 습득은 학습자의 능동  구

성  활동이다(von Glaserfeld 1996). 여기서 

학습자는 능동 이며 주체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구성주의 에서의 학습의 주체자로서 

학습자는 반성  사고, 명료화, 탐구의 하  요

소의 역할이 필요하다.

4.3 설계 제안된 교수 학습 모델의 주요 명제와 

개념의 조작  정의

<그림 2>와 같이 구성주의 에서 설계 제

안된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모델을 심층 조사와 찰 조사를 통해 교

수 학습 모델로의 유용성을 실제 으로 검증하

다.4) 공공도서 의 아동 교육 로그램에서 

교수 학습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의 운  원칙

을 명제로 정리해보면 교육자 역할에 한 명

제, 교육 환경의 설계에 한 명제, 학습자 역할

에 한 명제의 3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한 

모델을 구성하는 각 개념들을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작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를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4.3.1 교육자 역할에 한 명제와 역할의 

조작  정의

명제 1: 구성주의 에서 교육자는 학습자

의 학습을 지원하는 조언자로서 학습을 같이 

수행하는 동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구성주의 에서 교육자의 역할은 지식 그 

자체보다 사고(thinking)를 통해 학습자가 유

용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은 학습자가 문제 해결에 있

어 잠재 능력을 갖고 있음을 제로 하고 그들

의 경험, 지식, 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는 학습자를 일련의 사고 과정

(thinking series)(Brandford et al. 1990)에 있

도록 하고 동 학습을 통해 학습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지  구성 과

정을 지원하기 해 독서 교육 로그램에서 교

육자인 사서의 역할은 모델링(modeling), 코칭

(coaching), 스 폴딩(scaffolding) 3요소로 설

계된다.

(1) 모델링에 한 조작  정의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시키기 한 

교육자 학습자간 작용은 문가가 시범을 보여

주는 과정인 모델링에서 시작한다. 모델링은 문

제 해결의 기본  틀이며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

 4)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명제는 연구모델을 구성하는 가설에서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가설들은 심층  찰 

조사와 통계 으로 검증되었다. 지면제약으로 모델의 논리  계를 나타내는 명제(proposition)로 표 하 다. 

찰조사와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계 제안된 검증내용은 林炯延(2006), 林炯延(2010) 연구를 참

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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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필요한 과정의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 학

습자가 그것을 찰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문

가 활동이다(Collins, Hawkins, & Caver 1991). 

모델링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와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의해 학습자는 찰을 

통하여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는 방

법에 해 이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교육자가 로그램

을 시작할 때 그날 과제를 아동에게 제시하거나 

과제, 내용에 한 설명과 시연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이해를 높이기 해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  정보를 제시하는 일련의 교육자 활동

으로 조작  정의하여 활용하 다.

(2) 코칭에 한 조작  정의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사이 교육자가 학

습자를 찰하고 필요하다고 단될 때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자 활동을 말한다. 코칭을 해 

교육자는 학습자가 인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

지에 심을 가져야 한다(Collins, Hawkins, & 

Caver 1991). 제시되는 과제가 아동에게 지나

치게 어렵거나 쉬운 경우 교육자는 과제의 단

를 세분화 는 통합하여 단계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재배치, 과제의 틀, 활동방법, 수  등의 

조정을 통하여 아동이 문제 해결을 해 보다 

많은 선택 상황에 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코칭은 로그램 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

도자의 활동으로 지도자의 일방  교수 활동이 

아니라 아동의 상황을 보면서 교육자가 필요하

다고 단 될 때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가 아동의 상황을 악한 

후에 아동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에 해 조

언하는 역할로 조작  정의하여 활용하 다.

(3) 스 폴딩에 한 조작  정의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자

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일어나는 교육자의 지

원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은 학습자의 능력

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지원을 필요

로 하지 않을 때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Collins, 

Hawkins, & Caver 1991).

본 연구에서는 스 폴딩을 아동이 스스로 문

제해결이 불가능하여 교육자에게 지원을 요청

할 때 이루어지는 교육자의 지원활동으로 조작

 정의하여 활용하 다. 이를 해 교육자는 

아동의 요구를 신속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 아동이 필요로 하는 한 지원을 하는 것

으로 아동이 지식구성에 흥미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4.3.2 교육환경의 설계에 한 명제와 개념의 

조작  정의

명제 2: 교육 환경은 구성원 상호간의 토론

과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학습에 참

가한 구성원 체에게 상호학습이 일어나도

록 하는 환경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해 독서 교육 로그램의 환경은 

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 상황  학습

(situated learning), 다차원  근(criss-crossed 

landscape)의 3요소로 설계되어야 한다.

 

(1) 동  학습에 한 조작  정의

교육 과정에서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에 의해 참가자가 능동 으로 화하고, 상호 지

원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문지식 습득을 쉽게 한다. 서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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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에서 과제에 

근할 수 있다(Collins, Hawkins, & Caver 1991). 

력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은 학습의 강력한 

동기부여뿐 아니라 다양한 근을 가능하게 함

으로서 학습의 자원을 확장하는 메커니즘이 된

다(Collins, Hawkins, & Caver 1991). 동학

습, 로젝트 심 학습, 발견학습을 강조하는 교

수 방법을 이론 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Slavin 

1997). 동  학습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학습

자가 문제 해결을 해 다른 학습자와 공동으로 

실험, 체험, 토론 등의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아

동은 성인, 친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한다. 

동학습 이론은 이것을 실천하기 해 동학

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학습자에게 도움

이 된다는 이다(Slavin 1995). 

본 연구에서는 동  학습을 로그램에서 

아동의 개인  인지 작용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의 상호 작용도 제로 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

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견

해, 사고, 방법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작  정의

하여 활용하 다. 더욱이 아동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구성원과 지속  상호 작용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그 사회가 공유하는 행동 양식, 

언어,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

호작용은 아동과 아동, 아동과 교육자 사이에

서 일어난다.

(2) 상황  학습에 한 조작  정의

구성주의 에서 교육환경은 학습자가 흥

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있

다. 학습내용이 사회에서 격리된 것이 아니고 

실 생활과 하게 연결된 환경에서 실천될수

록 좋다. 를 들어, 집을 설계하여 지어보는 것

에서 수학을 학습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Collins, 

Hawkins, & Caver 1991). 

본 연구에서는 상황  학습을 독서 교육 로

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상황이 추상 인 것이 아

니고, 아동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구체  상황으

로 구성되는 교육환경 구성으로 조작  정의하

여 활용하 다. 아동이 독서 교육 로그램에서 

습득한 지식은 사회  상황에도 응용 가능해야 

한다. 이를 해 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상황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것을 활용할 필

요가 있고, 아동이 해결해 가는 과제도 실성

을 가진 과제일 필요가 있다. 

(3) 다차원  근에 한 조작  정의

지식을 단순화, 세분화, 일반화한 형태로 인

식하고, 근하는 교육환경은 보다 복잡한 사고

를 필요로 하는 실제의 문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잡한 개념의 지식을 재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복잡성과 비규칙성(Spiro, Jehng 

1990)을 포함한 과제와 학습 환경의 제공이 필

요하다. 격히 변하는 상황  요구에 맞춰, 다

양한 방법으로 지식의 다양한 요소를 재구성하

는 능력이 육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양한 차

원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지식의 습득을 

한 학습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지

식을 재 할 수 있기 해서 교육 환경은 개방

된 것이어야 한다. 주어진 과제와 련한 많은 

사례를 하게 하는 십자형 근(criss-crossing 

landscape)(Spiro, Jehng 1990) 방법은 임의  

근 방법(random access instruction)으로도 

불리며 유연한 인지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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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근을 지식에 도달

하는 다양한 과 방법을 허용하는 환경으로 

조작  정의하여 활용하 다. 구성주의 에

서 지식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 재구

성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과 과정은 개인에

게 다양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독서 교육 로

그램에서는 아동이 지식에 근하는 과정은 다

양하며 이러한 것을 허용하는 환경이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교수법은 

다양하고 아동의 경험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필요가 있다. 

4.3.3 학습자의 역할에 한 명제와 역할의 

조작  정의

명제 3: 구성주의 교수 학습을 해 학습자

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에 해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주체  역할이 가능하도록 교육 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구성주의 에서 학습자는 지식의 생산자

(producer of knowledge)(Brandford et al. 

1990)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학

습자가 새로운 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에 해 핵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

의 지각과 문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차원  교육 환경은 지식의 재 (represented)

과 그 과정에 을 두고 학습자는 다양한 상

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재구성하

는 능력인 상황의존  스키마 조립(situation- 

dependent schema assembly)(Spiro, Jehng 

1990)을 육성하게 된다. 한 동 학습에서 학

습자는 극 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상호 설명하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타인과의 

학습 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것 등을 통해 학습

에서 유용한 기술을 습득한다(Slavin 1997). 학

습자는  다른 새로운 문제 해결에도 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구성주의 교수 학습에 기 한 독서 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는 반성  사고

(reflection in action), 명료화(articulation), 탐

구(exploration)의 3요소가 활성화 되어 주체  

학습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반성  사고에 한 조작  정의

학습자가 그들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문

가, 공동 학습자와 자기 내면의 인지  지식과 비

교하는 것을 말한다(Collins, Hawkins, & Caver 

1991). 자신의 이해와 추론 과정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성  사고를 아동이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스스로 행하는 일련의 질문 과정

으로 조작  정의하여 활용하 다. 과제 해결

을 할 때 아동은 그 방법과 내용, 방향에 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한 타인과의 

다른 , 갈등은 아동 자신의 의견, 생각, 문제

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깊게 검토하게 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이 과제 해결을 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련 지식을 활용하

여 추상 인 개념을 구체화 하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이 학습에 있어 주체  자

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명료화에 한 조작  정의

학습자가 그들의 지식, 추론 과정,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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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명료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학습자가 

그들의 지식과 생각을 언어로 표 하도록 자극

하는 방법이 있다(Collins, Hawkins, & Caver 

1991). 

본 연구에서는 명료화를 아동이 과제를 해결

할 때 습득하는 경험과 지식에 해 명확히 하

는 과정으로 조작  정의하여 활용하 다. 아동

은 자신이 하는 행동 반에 걸쳐 자신의 생각

과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자신 생각이 

틀린 이유, 표 하고 싶은 것, 구성한 지식 등에 

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아동은 다음 단계

의 과제와 지식 획득에 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이 학습에 있어 주체  학습자가 되

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3) 탐구에 한 조작  정의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자신의 방식

으로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

는 것이다(Collins, Hawkins, & Caver 1991). 

학습자 자신이 탐구하는 것에 의해 자신이 해결

해야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구를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

로 새로운 문제 해결에 아동 스스로 도 하는 

것으로 조작  정의하여 활용하 다. 구성주의 

교수 학습에서 교육자 역할과 교육 환경은 독서 

교육 로그램 반에서 일어나는 과제, 갈등, 

해결, 평가 등을 통해서 아동에게 늘 새로운 단

계의 지식, 상황, 상호 작용으로 탐구해 가는 것

을 격려한다. 극  탐구 활동은 아동이 자신

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을 리하고 

학습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가는 능력을 가진 

주체  학습자가 됨을 의미한다. 

4.4 실증 분석 결과 요약 

지 까지 이론 으로 설계된 공공도서 의 아

동 교육 로그램을 한국의 공공도서  독서 교

육 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서울 

지역의 공공도서 의 독서 교육 로그램을 이

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을 표본 임(sam- 

pling frame)으로 하고, 질문지는 2004년도에

서 2005년도 2월까지 독서 교육 로그램이 진

행된 공공도서 을 상으로 독서 교육 로그

램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45부가 

회수되어 분석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본 연구

의 <그림 2>의 이론  구성 개념과 조작  정의

에 기 하여 측정되었으며, 각 개념을 구성하는 

복수의 측정 항목(multiple indicator)에 해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내 일 성 평가를 

실시하 다. 내 일 성 분석 결과 모두 사회과

학의 기 인 0.6이상의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명제로 제시

한 교육자의 역할, 교육 환경의 설계, 학습자의 

역할 간 인과 계를 구조방정식 모델에 의해 통

계 으로 실증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

하면 <그림 3>과 같다.5)

<그림 3>의 통계  분석 결과와 경로계수는 

학습조언자로서의 역할과 학습자 심의 환경

설계가 주체 인 학습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명

료화, 반성 사고, 탐구를 유의 으로 활성화시 

 5) 측정모델에 한 라미터 추정 결과도 모두 유의 인 t값을 보여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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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성주의 에서 설계된 아동 교육 로그램의 

 교육효과의 인과분석모델(林炯延 2010)

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안된 <그림 2>의 아동 교육 로그램모델

과 하  구성요소의 체계가 실증 으로 의미 있

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시사

도서 은 특정한 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그 사회의 패러다임과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필요(needs)에 따라 달라진

다. 본 연구는 우선 공공도서 의 기능과 역할

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아보기 해 문헌을 통한 이론  고찰을 진행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지역의 공공도

서  찰 조사와 한국 공공도서 의 로그램 

찰과 법 인 규정을 통한 한국의 공공도서

의 교육  역할도 검토했다. 한 공공도서 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을 한 독서 교육 

로그램에 있어서 구성주의 교수 학습을 실천하

기 한 교수 학습 모델을 설계, 제안했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설계 제안된 모델을 공공도서

의 독서 교육 로그램에 용하고 실증 으로 

검증했다. 

아동 독서 교육 로그램은 향후 공공도서

에서 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상되고 있

다. 재에도 많은 공공도서 에서 아동 독서 교

육 로그램이 양 으로 증 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공공도서  아동 독서 교육 로그

램은 아동 교육 목 을 달성하기에는 교육  

에 기 한 체계  분석, 근이 부족한 상태

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공공도서 의 교육  역할

이 도서 법(시행 2012년 8월 18일)에 명시되



19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1호 2013

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아동실 사서의 역할

은 자료 제공  행정  역할이 심이 되고 있

다. 차 요해지고 있는 교육 로그램은 외

부 강사들에게 그 역할을 탁하는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공공도서 의 사서의 역

할과 상당히 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사서교육의 커리큘럼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 공공도서 의 아동 독서 교육 로그램

은 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로그램의 체

계 인 운 에 해서도 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도서  아동 교육 

로그램에서 구성주의 교육 의 도입은 학습

자인 아동에게 단지 단편  련 지식을 암기시

키는 것이 아니고 학습의 주체로서 능동 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공공도서

에서 아동 교육 로그램을 개발코자 할 때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사서, 교육 환경, 아동의 

역할에 한 교수 학습의 원칙과 방향을 구체

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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