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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의지 현재 자유학기, 
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가 알고 있으며. , , 54.20% ,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참여 경험은 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80.15% . 
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려사항에 대해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이 ,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제공에 대해 가 자유학기제 도입이 도서관의 . , 58.02%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였으며 예산부족이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 . 63.36%
제공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 
결과 사람도서관 과 읽 생각하 꿈꾸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다양한 직원군에 대해 독서 활동과 , (Human Library) GO! GO! GO!(
체험 활동을 통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가 평균 로 가장 제공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3.939 . 

키워드 자유학기제 도서관 사서의 인식 도서관의 역할강화: , , ,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librarians perceptions of Free Learning Semester, and their commitment to 
program development for coordination with Free Learning Semester, and whether they currently offer programs 

for Free Learning Semester.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n perceptions of Free Learning 
semester showed that 54.20% of the librarian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aware of Free Learning 
Semester, and 80.15% had participated in training related to Free Learning Semester. Regarding the anticipated 

outcomes of implement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Participation in various experiential activities offered 
through Free Learning Semester” was the most common response, and regarding special considerations in Free 
Learning Semester, “Need for instituting the dedicated workforce and enhancing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xpertise” was the most common response. Second, regarding the library program development and provision 
for coordination with Free Learning Semester, 58.02% thought that the implement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wa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role of libraries, while insufficient budget was listed as a barrier. In addition, 

63.36% stated that they had no experience in providing a program in a library. Finally, the results on the perception 
on the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 they want to provide in a library showed that “Human Library” and 
“Read! Think! Dream!” were the programs they want to provide most, with the mean score of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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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자유학기제는 년부터 시험 운영되었고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2013 , 

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2016 .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 

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 형태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 , 

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교육부 ( 2013).

자유학기제의 운영 체제는 오전에는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으로 교과 수업을 재구성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자유학기 활동에는 진로. 

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이 있다 자유학기 활동은 시간, , , . 170

주당 시간 이상을 편성하며 학교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각 활동을 적절하게 편성( 10 ) , ·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 2015).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의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성미 ( 2015),  

자유학기제의 목표인 진로탐색과 핵심역량 개발 측면에서의 연구 각 교과 측면에서 자유학, 

기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학교 운영보고서를 통한 교육 과정 측면에서의 분석연구 ,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성미 ( 2015).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연구가 학과 단위 또는 전공단위 등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가정과교육의 방향성 탐색. 

김성숙 김정현 정인경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하정( , , 2015), (

화 손주영 자유학기제에 따른 현장체험 경험에 대한 중학생들의 의식과 태도 분석, 2015), 

조계중 산림교육 연계 자유학기제 만족도 분석연구 하시연 이연희 손지원 ( 2015), ( , , 2015)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각적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 연계 프로, 

그램이나 문헌정보학과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현. 

장 도서관에서는 부분적으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인 도서관과 함께하는 꿈 학교 운영Dream , 

동수원중학교의 독서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고전 읽기 프로그램 원천중학교의 학, 1

년 자유학기제 자유교과활동으로 끼를 살리고 꿈을 꾸게 하는 국어수업 진행 등이 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대비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문헌정보학과 차원에서나 도서관차원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무엇? 

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도서관의 역할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3

- 95 -

최근 도서관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 자료의 접근을 도서관 보다는 포털을 통해 이용, 

하는 문제 각종 문화관련 프로그램 제공기관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중학생의 자, 

유학기제 도입은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 

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의지 현재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 Ⅱ

선행연구1.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수행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 

나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국악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자유학기제 적용 창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미디어 융합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연구 공공을 위한 디자인을 ,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자유학기제 디자인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연구 등을 포함하여 국내 외 사례분석을 통해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ㆍ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유학기제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로는 교과과정과 , 

연계하는 방안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학기제, , 

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김은정 은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 (2013)

제 시행에 따라 실과 기술가정 에서 진로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정교과통합에 따른 진( )․

로교육의 타당성과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진로교육 방향 및 모형을 제시하

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동향 교과통합 진로교육. , 

의 동향과 실과 기술가정 에서 교육과정 분석 및 가정과교육에서의 진로교육 연구의 동향을 ( )․

탐색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실행에 앞서 교과 내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였다 김미라 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국악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2015)

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추진 배경 목적과 기본 방향 운영 체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 , , 

자유학기제에서 국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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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은모와 정효정 은 자유학기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을 통한 , (2013)

진로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방안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현은령 도 자유학기제 적용 창의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미디어 융합 디자인을 중심으로 (2015)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육교재 워크북 와 강사 매뉴얼 지도서 을 개발하여 교사들의 현장 적, ( ) ( )

용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성과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연구로 김미진 등 은 년 학년 학기에 전, (2014) 2013 1 2

국 개의 연구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시범 적용 한 후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교육과42

정의 편성과 운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통과정에서 필수교과의 시수를 전체 시수. 

의 로 대폭 감축하였고 자율과정의 시수를 증배하였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64.4% . 

하는 시수를 대폭 증배하여 자율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형. 

을 중점 활동별 운영 모형과 교육과정 연계에 따른 운영 모형들 중 어떤 것을 채택하였는지, 

그리고 핵심 특성인 자율과정을 학교별로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연, 

구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실시에 있어 학생의 선택권 확대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재구성, , ,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연계 준고교 가 아니라 본래의 중학교, (junior high school) (middle 

로서 정체성 회복 등을 제시하였다school) .

자유학기제와 핵심역량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황유진 은 학, (2014)

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신장시키고 배움을 넘어 , 

배려와 나눔의 행복을 키우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중학교 학년 대상의 효과적인 자유학기제 , 1

운영 모형 연구와 학생 배움 중심의 교수 학습 전개와 그 과정 속에서의 평가 모형을 구안- ㆍ

적용하였으며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진로 창의 인성 프로그램 모, ㆍ ㆍ

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의 신장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은 학생들에게 지필평가의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학교활동을 보장하고 체험 중심의 자율과, 

정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생에 대한 설계 및 사회 학습에 다른 적응력 창의력 등의 미래 핵심,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연구가 수행된 바, 

는 없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기반으로 한 사서의 . 

역할 확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유학기제 배경 및 유사 사례2.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ㆍ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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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교육(

부 자유학기제의 기본방향은 진로교육 강화 교수학습방법 혁신 학생부담 해소 안정2013). , , , 

적인 정착 주진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유사사례는 해외에도 다수 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도입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 ,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는 아일랜드 고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Transition Year TY) 1

택 교육과정 제도이고 호주는 학교혁신과 우수 사례 프로젝트, (Innovation and Best 

를 추진하였으며 스웨덴은 초등학교 학년과 학년 사이 우리나라의 중Practice Project) , 8 9 (

학교 년에 해당 주 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프라오 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2, 3 ) 2 (PRAO) . 

크는 애프터스쿨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학교의 일종으로 공립기초학교를 , ,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의 년 과정의 기숙형 자유학교이다1

또한 영국의 갭이어는 개월에서 개월 사이의 기간으로 (Peterson & Poulsen, 2008). 3 24

학생들이 공교육 체제를 벗어나 자신의 진로 경력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훈련 체험, , 

을 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 또한 갭이어는 학생들이 더욱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있고 . 

직업세계에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Jones 2004).

자유학기제

유사사례
특징 대상 기간 도입배경 효과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

을 주어 학생들의 개인적 사회, 

적 지적 직업적 개발 을 촉진할 , , 

수 있게 함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전

세-15~16

년1
학생들의 성숙을 위한 -

다양한 교육적 배경 제공

전환학년제 프로그램 내용 및 -

교과목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전환학년제 참여 학생의 성숙-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인성발달-

사회성발달-

교육적 발달-

직업적 발달-

영국

갭이어

갭이어참여동기 다양한 문화 및 - : 

장소체험 삷의반경 확장 삶의 , , 

지혜 터득 학업 및 일에서 휴식, , 

사회에의 기여 이타심 종교적 , , 

신념 대학입학 및 취업관련 학, 

문경력 개발 대학 등록금 자금 , 

확보

고등학교 졸-

업 후 대학 

입학전

대학생-15~

개3

월~24

개월

학생들이 더욱 성숙하-

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또한 직업세계에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증가-

가족 간의 관계 개선-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가-

의사결정능력 향상-

심리사회성 개발-

자신감 성숙 독립성 개발- , , 

사회적 스킬 개발-

진로선택과 진로개발-

덴마크
애프터스쿨

자유학교의 일종으로 공립기초-

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

전 년 과정의 기숙형 자유학교1

학년 -8~10

청소년
세 -14~18

년1~2

계몽주의 영향아래 정- , 

치적교육적 자유로운 
학교설립 가능

학문적 사회적 개인적 역량 개발- , ,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찰-

스웨덴

프라오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프라오 -

체험규정을 수립 운영 함·

초등학교 - 8

학년 학년 9

사이

세-15~16

주1~3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 

선택의 기회를 체험하
고 미래에 관련된 문제, 

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지식과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함

직업 직업생활에 대한 통찰력 - , 

향상

학습의 중요성-

자신에 대한 성찰-

표 자유학기제 유사사례 분석결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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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학생집단 재구성 협력수업팀 구성 학교 컨소, , 

시엄 구축 학생중심 교육과정 설계 협동학습과 활용 수업 및 학교 이외의 수업 장소 활용 , , ICT 

등과 같은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나라 는 그 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단위학교. (2013) , 

별 자율적인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전담팀 및 전담인력 필요 단위학교, , 

별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교수의 전문성 개발 학교 내외의 자원활용과 지역사회 및 ,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체제 필요 교육과정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수반 국가적 차원에, , 

서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험운영과 효과성 검증 등을 제안하고 있다, .

도서관분야 운영사례. Ⅲ

최근에는 자유학기제를 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신문기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정보와 함께 소개. , 

되고 있지만 도서관에서도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도서관을 알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 

력은 상당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사례들을 보면 도서관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 

사서직업체험 사서를 제외한 타직업체험 진로탐색 정보활용교육 등이 있었고 길 위의 인문, , , , 

학 프로그램의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자유학기제는 관련 문헌정보학과와 연계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 . 

결과 학과 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되거나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없었다 대학 차원에, . 

서는 전북대학교에서 년 월 자유학기제 중학생 체험프로그램 실시하여 전북대 실험2015 10

관 및 연구소 중앙도서관 박물관 등 대학 캠퍼스 곳곳을 탐방한 사례만이 있었다 도서관과 , , . 

관련된 사례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립세종도서관 청소년사서직업체험.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중 고등학생들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 끼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 , 

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사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학교 동아리 개인 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시간 분씩 진행된다( , , ) 1 30 .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 시청 사서직업소개 도서관 견학 사서 실습 등이다, (PPT), , .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도서관이 살아있다’를 운영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도서를 활용하여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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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국립세종도서관 , 

탐방 진로 관련 도서를 활용한 직업탐색 활동 다양한 지능별 미션 수행하기 등이다, , .

구분 내용 시간 총 분( 90 )

동영상시청 사서의 일상 모습스케치와 인터뷰 내용 분10

사서직업소개(PPT)
세계의 아름다운도서관 영화 속의 도서관과 사서 사서출신의 유명인 통한 사서, , 

의 역할과 자격요건 직업전망 소개, 
분20

도서관 견학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실 등 주요시설 소개 분30

사서 실습 자료 정리 배가 검색 대출까지의 사서체험, , , 분30

표 국립세종도서관 청소년사서직업체험 프로그램 내용< 2> 

나 정독도서관 자유학기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청소년관 운영. 

정독도서관은 자유학기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으로 ‘비전 독서캠프 체험 도서관 사서! , ! ’

를 운영하고 있다. ‘비전 독서캠프! ’의 주요 내용은 미래설계 살 인생서클 북 제작 독서, 120 , 

를 통한 진로탐색이며 체험 도서관 사서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 및 사서 직업체험이다. 

또한 년 월부터 청소년 전용 청소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료 진학2015 10 ㆍ

자료 교과연계도서 대학입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갖추어 청소년을 위한 최상의 독서환경, , 

을 제공하고 있다. 

다 부평도서관 자유학기제 적성탐색.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 

위하여 부평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중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진로독서체험 과학발명에 ,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학교 내용 장소

진로독서체험 월4~11
교1~2

선착순( )

대상 중학교 학년: 1~2
횟수 회 시간 총 회: 1 2 ( 10 )
내용 적성과 미래 탐색: 

학교

사서 직업체험 월3~11 신청학교
대상 중학교 학년: 1~2
내용 도서관 사서 직업체험: 

도서관

에디슨 발명특허교실 월9
개교2

선착순( )
대상 중학교 학년: 1~2
내용 발명 기법 아이디어 창출 발명실습 등: , , , 

학교

씨앗독서회 월3~11
관내

중학교

횟수 월 회 총 회: 1 ( 8 )
대상 중학교 학년: 1~2
인원 명: 20
내용 책 읽기와 토론: 

도서관

기관대출DVD 연중
관내

중학교
대출개수 및 기간 회 개 주간: 1 5 4 학교

표 자유학기제 부평도서관과 함께 미래 찾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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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 유도와 창의력 증진을 위한 에디슨 발명교실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사서 , 

직업체험 등이다. 

라 기타 도서관분야 자유학기제 운영사례.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길 ,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구분 프로그램 주제 도서관명 내용

사서직업
체험

자유학기제 지원 
직업체험프로그램

당진도서관

독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초중학생을 위한 인문학계 직업군 책 속 - , ․

직업체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서직업체험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 , , 

업과 진로탐색 등

동부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진해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역사 자료검색 방법을 익히면서 도서대출 서가배열 등 사서직 체험- , , 

을 통한 실습 중심의 참여형 맞춤교육

도서관에서 내 꿈 찾기 성남도서관
도서관과 책의 역사 사서의 역할 및 진로 소개 등 도서관과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 ,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기본 강의
도서관 견학 및 사서 체험 자료관리 도서정리 대출반납 등 사서업무 등- ( , , ) ․

도서관에서 꿈 찾기 울산남부도서관
사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도서관의 역할 및 사서직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교육- 

자료가 정리되고 이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실습하는 사서 업무 방식 체험- 

책 읽어주세요 아산도서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대 로 영어동- 1 1

화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독서봉사활동

직업체험

직업전문인 특강 공주유구도서관
항공우주과학자 여행가이드 애니메이션 성우 쇼콜라티에직업전문인을 초빙해 찾- , , , 

아가는 프로그램

읽 생각하 꿈꾸GO! GO! GO! 목포공공도서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라 만화가가 되어보자 나도 영화감독이다 내가 만드는 - JOB , , , 

도서관 등을 주제로 독서교실 개최

찾아가는 진로특강 금산도서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면서 직업에 대- , 

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길 위의 인문학 나를 보는 - 

창 직업을 보는 눈, !
천안성환도서관

강연 탐방 으로 구성- < + >

강연 청소년기 진로설정을 도와줄 수 있는 도서의 작가를 초청하여 책과 진로탐색- : 

에 대해 탐색
탐방 실제 직업군을 알아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 진행되는 현장학습- : 

진로탐색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인천계양도서관

북아트- 

낭송- 

꿈누리 환경지키미- 

책 속 직업 탐험 등- 

사람도서관(Human Library) 대구중앙도서관
- 강연 문의가 들어오면 보유한 사람책을 연결해주거나 주제에 맞는 사람책을 대출해 줌

사람책으로 선정된 주인공이 학교에 직접 방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겪었- , 

던 일 일화 등을 들려줌, 

꿈길을 열어주는 책읽기 영동도서관
나의 꿈 찾기를 주제로 내 가치관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잘 할 수 - , ,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알아보고 책 속에서 멘토 찾기 등

명화와 동화 속 그림과 노닐다- 서산해미도서관
도서 피카소가 모나리자를 그린다면 등의 책과 연계하여 문자디자인 북아트 일러- , , 

스트레이션 창작 가죽공예 스탬프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으며 자신만의 아, , , 

트 앤 크라프트 워크북을 완성

자유학기제 연계 이렇게 멋진, ! 

여행 플래너
경북도립의성공
공도서관

여행은 성장이다라는 주제로 특강- 

- 도서관을 방문해 참고자료 찾기 등을 수행하며 팀별 개성이 묻어나는 여행 기획안 작성
도서관장 학교장 여행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학생들의 여행 기획안- , , 

을 심사
최우수팀은 도서관장 명의의 상장과 학생들이 낸 기획안을 토대로 한 실전 여행의 - 

기회가 주어짐

길 위의 인문학 태장마루도서관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의 저자 박상미 작가 강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 (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

- 박상률 작가 작업실 방문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 

후기활동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 작성 및 토론 발표- : ·

찾아가는 IT School 대구북부도서관
앱인벤터 아두이노 등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과정- , 

기반의 다큐만들기 과정- PC

표 도서관분야 자유학기제 운영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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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체험에 관해서는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직업체험과 타 전문직종에 대. 

한 현장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로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진로, 

특강을 개설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진로탐색을 위해 경기도공공도서관에서는 정보활용교육. 

을 실시하였다.

연구설계 및 방법론. Ⅳ

연구질문1.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

관 프로그램 개발 의지 현재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 

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연구질의는 다음과 같다. , . 

사서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RQ 1: ? 

RQ 2: 사서들은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역량강화 및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사서들은 자유학기제 도입의 효과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RQ 3: ? 

자유학기제를 통한 도서관 역할확대에 대한 사서의 인식은 어떠한가RQ 4: ?

본 연구질문 외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성별 경력, , 

별 관종별 인식차이도 조사하였으나 연구질문에서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

설문설계 및 내용2.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사례

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및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

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유학기제 시범교육 교육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2014), ( 2013), 

인문학체험

길 위의 인문학 산성도서관 채만식 문학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와 수탈이야기- 

길 위의 인문학 덕이도서관 황순원 문학관 탐방- 

길 위의 인문학 양주희망도서관

우리역사 바로알기 프로그램-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우리궁궐의 비밀 을 주제로 강연- , ｢ ｣ ｢ ｣

경복궁과 회암사지에서 궁궐 및 문화재를 견학하며 역사적 배경에 관해 고찰- 

문정왕후어보 조기반환 촉구 풍등 날리기- 

길 위의 인문학
경기포천시립중
앙도서관

예술분야의 인문학 강의와 함께 이천 세라피아 및 스페인조각공원을 탐방하며 조각- 

과 공예 예술품을 감상
포천시미술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임승오 조각가가 - “예술로 보는 인간의 고뇌”라
는 주제로 예술에 대한 기초이론과 작품 감상법을 지도

정보활용
교육

도서관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경기도 
공공도서관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선정한 가지 주제에 따라 신뢰할만한 정보를 탐- 13

색하고 분석 종합해 문제 해결 방법 찾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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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교과 관련 운영 실태 분석 이은영 외 등 관련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을 포함하여( 2014) , 

사례조사 등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은 .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도서관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신문, 

기사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도서관 계획 등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발굴.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는 향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의 구 . 

조는 크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과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의 프로그램

을 조사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개의 문항으로 설문이 개발되었다, 17 . 

항목 내용

인구학적 특징 성별 경력 관종, ,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연수 참가여부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 ,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유형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권장하는 기본 교과목 수업방식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자유학기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유학기제 연

계를 위한 도서

관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제공가능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선호항목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도서관의 역할확대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항목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여부

도서관에서 제공가능한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의 선호항목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및 능력

표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5> 

본 연구에서는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서의 경우 공공도서관 대학, , 

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가도서관통계시스, . 

템에 등록된 전국 공공도서관 개 중 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828 40

여 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부를 배포하였으며 총 부를 회수 받아 의 설, 40 80 , 57 71.25%

문이 회수되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년제 국 공립대학도. 4 ·

서관 개 년제 사립대학도서관 개 총 개의 대학도서관 목록을 확보하였다 개 53 , 4 198 250 . 40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부를 배포하였으며 부를 회수 받아 의 설문이 회수되었80 55 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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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개 학교를 확보하였으며 사서 재직 . 40 ,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사례집을 참고하여 설문대상을 확보하였다 개 학교도서관을 . 40

대상으로 부를 배포하였으며 부를 회수 받아 의 회수율을 보였다 총 부 배40 , 25 62.5% . 200

포 중 부를 회수 받았으며 회수율은 이다137 68.5% . 

통계분석방법으로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문항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SPSS , 

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결과. Ⅴ

인구통계학적 특징1.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관종별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총 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남자 명. 131 , 23 (17.56%), 

여자 명 으로 나타났다 사서의 직장 근무 경력 분포는 년 미만 명108 (82.44%) . 5 57

년 이상 년 미만 명 년 이상 년 미만 명 순으(43.51%), 5 10 32 (24.43%), 20 25 14 (10.69%) 

로 나타났다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 관종은 공공도서관 명 대학도서관 명. 61 (45.56%), 49

학교도서관 명 순으로 나타났다(37.40%), 21 (16.03%) .

항목 N %

성별
남 23 17.56

여 108 82.44

직장 근무 경력

년 미만5 57 43.51

년 이상 년 미만5 10 32 24.43

년 이상 년 미만10 15 13 9.92

년 이상 년 미만15 20 10 7.63

년 이상 년 미만20 25 14 10.69

년 이상25 5 3.82

도서관 관종

공공도서관 61 46.56

대학도서관 49 37.40

학교도서관 21 16.03

표 사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6>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2. 

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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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인식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알고 있음이 모름이 로 나타나 , 54.20%, 19.85%

설문 응답자 중 약 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식50% .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여자 로 여자의 인식정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은 , 2.826, 3.509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년 이상이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 25 3.800

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에 따른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차이를 .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 3.952 , 3.689,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76 , .

학교도서관이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

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공도서관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자유학, 

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
인식

3.389 1.071

남 2.826

10.702a 0.030

년미만5 3.211

17.842a 0.598

공공

도서관
3.689

29.286a 0.000

년5-10 3.375

년10-15 3.615 대학
도서관

2.776

여 3.509

년15-20 3.600

년20-25 3.643 학교

도서관
3.952

년이상25 3.800

표 자유학기제 인식차이< 7> 

나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참여 경험.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 연수 참여 경험이 , 80.15%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사서가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관종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 , 100.0%, 77.0%, 

서관 순으로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관종 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42.9% , 

나타났다 성별과 경력에 따른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 . 

자유학기제를 직접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참여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대학도서관은 자유, 

학기제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에. 

서는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유학기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

고 각종 대학평가에서 그 평가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학도서관도 적극적으로 자유학기, 

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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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학기제가 학생역량배양에 미치는 영향.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긍정적, , 

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동의하지 않음이 , 47.32%, 

로 나타났으며 평균이 으로 나타나 사서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역량 배양10.68% , 3.366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 

남자 여자 로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었으며 여자가 더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3.261, 3.389 ,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년 이상이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 25 4.000

며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인식, 10 15 3.462, 5 10 3.375 ,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이 로 , 3.667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고, 3.327, 3.295 ,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었다.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3.366 0.796

남 3.261

4.289a 0.368

년미만5 3.298

21.817a 0.351

공공

도서관
3.295

8.442a 0.392

년5-10 3.375

년10-15 3.462 대학

도서관
3.327

여 3.389

년15-20 3.300

년20-25 3.357 학교

도서관
3.667

년이상25 4.000

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 9> 

항목 N %
성별 경력 관종

구분 N % t p 구분 N % Chi p 구분 N % Chi p

예 26 19.85

남 2 8.7

2.181a 0.140

년미만5 8 14.0

7.589a 0.180

공공

도서관
14 23.0

30.864a 0.000

년5-10 10 31.3

년10-15 1 7.7 대학

도서관
0 0.0

여 24 22.2

년15-20 3 30.0

년20-25 4 28.6 학교

도서관
12 57.1

년이상25 0 0.0

아니오 105 80.15

남 21 91.3

년미만5 49 86.0 공공

도서관
47 77.0

년5-10 22 68.8

년10-15 12 92.3 대학

도서관
49 100.0

여 84 77.8

년15-20 7 70.0

년20-25 10 71.4 학교

도서관
9 42.9

년이상25 5 100.0

표 자유학기제 연수 참여 경험 차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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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유연화에 미치는 영향. 

자유학기제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 유연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동의하지 않음이 로 나타났으며, 52.67%, 9.92% , 

평균은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평균이 3.458 . 3.261, 

여자의 경우 으로 나타나 여자의 동의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00 , . p값은 로 0.268

성별에 따른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25 3.800, 10 15 3.538, 5 10 3.500 

나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 , 

관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으3.857 , 3.388, 3.377 

나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유연화에 

미치는 영향

3.458 0.834

남 3.261

5.298a 0.258

년미만5 3.474

15.093a 0.771

공공

도서관
3.377

9.239a 0.323

년5-10 3.500

년10-15 3.538 대학

도서관
3.388

여 3.500

년15-20 3.300

년20-25 3.214 학교

도서관
3.857

년이상25 3.800

표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을 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 10> 

마 자유학기제에서 중심적으로 운영되길 원하는 활동 유형.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중심적으로 운영되길 원하는 활동 유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 

탐색활동과 주제선택활동이 각각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 예술3.992 , 3.802, ·

체육활동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경력에 따른 유의한 인식차이는 3.710 .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아리활동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 

학교도서관이 으로 가장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4.143 , 3.902, 

순으로 나타났다3.531 .

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권장하는 교과목 수업방식.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권장하는 기본적인 교과목 수업방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체험중, 

심 수업이 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4.160 , 4.0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식 수업은 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985 . 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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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간 경력 간 관종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 , 

으로 나타났다.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진로탐색
활동

3.992 0.789

남 3.609

7.937a 0.094

년미만5 3.982

13.386a 0.860

공공
도서관

4.016

6.443a 0.598

년5-10 4.000

년10-15 3.846 대학
도서관

3.878

여 4.074

년15-20 4.100

년20-25 4.071 학교
도서관

4.190
년이상25 4.000

주제선택
활동

3.992 0.765

남 3.565

2.135a 0.711

년미만5 3.579

24.797a 0.209

공공
도서관

3.721

4.068a 0.851

년5-10 3.812

년10-15 3.769 대학
도서관

3.694

여 3.759

년15-20 4.100

년20-25 3.714 학교
도서관

3.810
년이상25 4.000

예술 체육·

활동
3.710 0.728

남 3.391

7.681a 0.104

년미만5 3.614

11.231a 0.940

공공
도서관

3.738

5.113a 0.745

년5-10 3.781

년10-15 3.769 대학
도서관

3.571

여 3.778

년15-20 3.900

년20-25 3.857 학교
도서관

3.952
년이상25 3.400

동아리
활동

3.802 0.817

남 3.391

9.365a 0.053

년미만5 3.719

15.443a 0.751

공공
도서관

3.902

21.379a 0.006

년5-10 3.875

년10-15 3.692 대학
도서관

3.531

여 3.889

년15-20 4.000

년20-25 3.929 학교
도서관

4.143
년이상25 3.800

표 자유학기제에서 중심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활동 유형< 11>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강의식 
수업

2.534 0.906

남 2.478

1.277a 0.735

년미만5 2.684

16.258a 0.365

공공
도서관

2.574

4.819a 0.567

년5-10 2.438

년10-15 2.462 대학
도서관

2.531

여 2.546

년15-20 2.700

년20-25 2.071 학교
도서관

2.429
년이상25 2.600

토론식 
수업

3.901 0.802

남 3.783

4.360a 0.360

년미만5 3.684

16.528a 0.683

공공
도서관

3.787

8.146a 0.419

년5-10 3.938

년10-15 4.000 대학
도서관

3.939

여 3.926

년15-20 4.400

년20-25 4.214 학교
도서관

4.143
년이상25 4.000

체험중
심 수업

4.160 0.802

남 3.870

4.452a 0.348

년미만5 4.000

16.396a 0.692

공공
도서관

4.082

3.897a 0.866

년5-10 4.344

년10-15 4.154 대학
도서관

4.184

여 4.222

년15-20 4.600

년20-25 4.071 학교
도서관

4.333
년이상25 4.200

프로젝
트

4.015 0.813 남 3.783 8.487a 0.075
년미만5 3.860

13.922a 0.834
공공

도서관
3.951 3.470a 0.901

년5-10 4.094

표 자유학기제 권장 기본 교과목 수업방식에 대한 인식차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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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를 통한 토론3.992 , , 

협력 실험실습, ,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수업은 참여형 활동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 자3.870, ㆍ

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적성3.786, 

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의 계기가 된다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경력 간 관종 간 3.649 . , ,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년10-15 4.000 대학
도서관

4.020

여 4.065

년15-20 4.600

년20-25 4.071 학교
도서관

4.190
년이상25 4.000

협동
학습

3.985 0.813

남 3.783

7.672a 0.104

년미만5 3.807

13.296a 0.864

공공
도서관

3.918

7.690a 0.464

년5-10 4.094

년10-15 3.846 대학
도서관

3.918

여 4.028

년15-20 4.400

년20-25 4.214 학교
도서관

4.333
년이상25 4.200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는 적성
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된다.

3.649 0.743

남 3.478

2.988a 0.560

년미만5 3.596

21.691a 0.358

공공
도서관

3.656

3.603a 0.891

년5-10 3.812

년10-15 3.615 대학
도서관

3.571

여 3.685

년15-20 3.700

년20-25 3.429 학교
도서관

3.810
년이상25 3.800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과 수업시간에도 
진로와 관련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3.611 0.828

남 3.391

5.619a 0.229

년미만5 3.509

21.282a 0.381

공공
도서관

3.656

8.431a 0.393

년5-10 3.812

년10-15 3.615 대학
도서관

3.490

여 3.657

년15-20 3.700

년20-25 3.571 학교
도서관

3.762
년이상25 3.400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성인사회
와 직업생활의 경험
을 얻어 진로직업역
량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

3.527 0.807

남 3.435

1.291a 0.863

년미만5 3.439

12.781a 0.887

공공
도서관

3.508

7.761a 0.457

년5-10 3.594

년10-15 3.538 대학
도서관

3.469

여 3.546

년15-20 3.800

년20-25 3.429 학교
도서관

3.714
년이상25 3.800

자유학기제를 통한 
토론 협력 실험실, , 

습 프로젝트 중심의 , 

교과수업은 참여
형 활동형 학습에 ·

도움이 된다.

3.870 0.769

남 3.652

3.043a 0.551

년미만5 3.825

17.744a 0.604

공공
도서관

3.934

6.704a 0.569

년5-10 3.875

년10-15 4.000 대학
도서관

3.816

여 3.917

년15-20 4.100

년20-25 3.786 학교
도서관

3.810
년이상25 3.800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은 학업에 흥미

3.313 0.824 남 3.391 8.548a 0.073
년미만5 3.246

20.244a 0.443
공공

도서관
3.230 12.302a 0.138

년5-10 3.312

표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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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사항.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 참여로 인한 4.267 , 

교육 불평등 해소 장치를 마련해야 함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입4.206, 

제도를 개선해야 함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4.107, 

험활동을 구상해야 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 영 수 주지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해4.092 . · ·

야 함이 로 가장 낮게 나타나 고려사항으로써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267 . 

성별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함과 창의적 , ․ ․

를 갖게 된다.

년10-15 3.538 대학
도서관

3.367

여 3.296

년15-20 3.400

년20-25 3.143 학교
도서관

3.429
년이상25 3.800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786 0.775

남 3.652

1.774a 0.777

년미만5 3.772

11.050a 0.945

공공
도서관

3.787

8.256a 0.409

년5-10 3.875

년10-15 3.923 대학
도서관

3.673

여 3.815

년15-20 4.000

년20-25 3.357 학교
도서관

4.048
년이상25 3.800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3.992 0.638

남 3.826

6.749a 0.150

년미만5 3.982

11.070a 0.944

공공
도서관

3.951

6.088a 0.637

년5-10 4.062

년10-15 3.923 대학
도서관

4.020

여 4.028

년15-20 4.000

년20-25 3.857 학교
도서관

4.048
년이상25 4.200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을 기를 수 있다

3.527 0.835

남 3.435

5.435a 0.245

년미만5 3.509

21.929a 0.344

공공
도서관

3.492

12.050a 0.149

년5-10 3.688

년10-15 3.538 대학
도서관

3.592

여 3.546

년15-20 3.400

년20-25 3.143 학교
도서관

3.476
년이상25 4.000

자유학기제는 학생
의 미래지향적 핵심 
역량 창의성 인성( , , 

사회성 함양에 도) 

움이 된다.

3.626 0.817

남 3.522

9.099a 0.059

년미만5 3.526

16.421a 0.690

공공
도서관

3.557

7.671a 0.466

년5-10 3.781

년10-15 3.692 대학
도서관

3.612

여 3.648

년15-20 3.500

년20-25 3.571 학교
도서관

3.857
년이상25 4.000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구성원 간의 협
력과 신뢰 형성으로 
학생 학부모 교· ·

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3.275 0.823

남 3.261

7.745a 0.101

년미만5 3.123

16.119a 0.709

공공
도서관

3.230

6.166a
0..62

9

년5-10 3.469

년10-15 3.385 대학
도서관

3.204

여 3.278

년15-20 3.200

년20-25 3.500 학교
도서관

3.571
년이상25 3.000

자유학기제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 · ·

전반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

다.

3.298 0.801

남 3.391

8.369a 0.079

년미만5 3.228

23.174a 0.280

공공
도서관

3.197

7.096a 0.526

년5-10 3.406

년10-15 3.154 대학
도서관

3.347

여 3.278

년15-20 3.100

년20-25 3.357 학교
도서관

3.476
년이상25 4.000



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7 4 )․

- 110 -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에 대해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국영수 주지교. ․ ․

과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함 항목에 대하여 남자 여자 으로 남자의 동의정도가 3.696, 3.176

더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 항목에 대하여 남자 , 

여자 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두 항목 모두 남자의 동의정도가 더 높게 나타3.957, 3.898

났다 경력 간 인식차이는 없었고 관종 간 인식차이 분석에서는 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 , 2

차이가 나타났다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 

구성해야 함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다양한 체험활동 구성에 대해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직업체험을 , 4.131, 3.959 .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함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으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으며4.190 , 

대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순으로 나타났다3.857, 3.836 .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국영수 주지교과 수․ ․

업시수를 감축해야 함
3.267 0.876

남 3.696

11.655a 0.020

년미만5 3.053

17.226a 0.638

공공
도서관

3.197

11.256a 0.188

년5-10 3.250

년10-15 3.692 대학
도서관

3.347

여 3.176

년15-20 3.400

년20-25 3.571 학교
도서관

3.286
년이상25 3.600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의 수업시수를 확대
해야 함

3.908 0.696

남 3.957

11.297a 0.023

년미만5 3.789

13.451a 0.857

공공
도서관

3.885

5.163a 0.740

년5-10 4.031

년10-15 4.077 대학
도서관

3.918

여 3.898

년15-20 4.200

년20-25 3.786 학교
도서관

3.952
년이상25 3.800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3.992 0.662

남 3.870

8.477a 0.076

년미만5 4.035

15.056a 0.773

공공
도서관

3.967

4.562a 0.803

년5-10 4.062

년10-15 4.154 대학
도서관

3.959

여 4.019

년15-20 4.000

년20-25 3.571 학교
도서관

4.143
년이상25 3.800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인본주의 교육철
학을 강조해야 함

3.855 0.786

남 3.826

1.016a 0.907

년미만5 3.807

19.151a 0.512

공공
도서관

3.852

7.337a 0.501

년5-10 3.875

년10-15 3.846 대학
도서관

3.898

여 3.861

년15-20 4.100

년20-25 3.714 학교
도서관

3.762
년이상25 4.200

전통교과와 비전통교
과의 통합 운영에 있
어 전통교과의 중요
성을 간과하지 말아
야 함

3.695 0.812

남 3.609

.753a 0.945

년미만5 3.825

24.733a 0.212

공공
도서관

3.689

6.372a 0.606

년5-10 3.750

년10-15 3.385 대학
도서관

3.776

여 3.713

년15-20 3.900

년20-25 3.071 학교
도서관

3.524
년이상25 4.000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책
임감과 전문성을 강

4.267 0.721 남 4.130 2.898a 0.575

년미만5 4.246

28.357a 0.101

공공
도서관

4.180
11.113a 0.195년5-10 4.469

년10-15 4.231 대학 4.245

표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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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제공에 대한 인식3. 

가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한 도서관 역할확대. 

자유학기제 도입이 도서관의 역할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화해야 함 여 4.296

년15-20 4.500 도서관

년20-25 3.857 학교
도서관

4.571
년이상25 4.000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관계자 일반교사의 , 

역할과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함

4.061 0.699

남 3.739

7.767a 0.051

년미만5 3.930

24.869a 0.052

공공
도서관

4.180

5.555a 0.475

년5-10 3.969

년10-15 4.231 대학
도서관

3.918

여 4.130

년15-20 4.600

년20-25 4.286 학교
도서관

4.048
년이상25 4.000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
용을 촉진하는 다양
한 체험활동을 구성
해야 함

4.092 0.613

남 3.913

5.811a 0.055

년미만5 3.965

14.665a 0.145

공공
도서관

4.131

10.631a 0.031

년5-10 4.156

년10-15 4.231 대학
도서관

3.959

여 4.130

년15-20 4.500

년20-25 4.071 학교
도서관

4.286
년이상25 4.000

진로 직업체험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함

3.901 0.831

남 3.696

2.317a 0.678

년미만5 3.825

11.998a 0.916

공공
도서관

3.836

15.644a 0.048

년5-10 4.031

년10-15 4.077 대학
도서관

3.857

여 3.944

년15-20 4.100

년20-25 3.714 학교
도서관

4.190
년이상25 3.600

자유학기제 참여자에
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입제도를 개선해야 
함 중간 기말고(ex. ·

사 미실시로 고등학교 
입시에 성적 미반영)

4.107 0.747

남 3.870

3.887a 0.274

년미만5 3.982

16.634a 0.341

공공
도서관

4.148

5.566a 0.473

년5-10 4.094

년10-15 4.154 대학
도서관

4.041

여 4.157

년15-20 4.500

년20-25 4.286 학교
도서관

4.143
년이상25 4.200

자유학기제 참여로 인
한 교육 불평등 해소 
장치를 마련해야 함

4.206 0.629

남 4.304

.712a 0.701

년미만5 4.158

13.180a 0.214

공공
도서관

4.246

1.875a 0.759

년5-10 4.094

년10-15 4.231 대학
도서관

4.143

여 4.185

년15-20 4.800

년20-25 4.143 학교
도서관

4.238
년이상25 4.400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
감대 형성이 필요함

4.053 0.727

남 4.000

1.789a 0.775

년미만5 4.018

4.150a 1.000

공공
도서관

4.082

8.575a 0.379

년5-10 4.094

년10-15 4.000 대학
도서관

4.020

여 4.065

년15-20 4.100

년20-25 4.143 학교
도서관

4.048
년이상25 4.000

교육체제 통합을 위해 
자유학기제 교육활동
에 의미를 부여할 필
요가 있음

3.786 0.744

남 3.783

2.362a 0.669

년미만5 3.526

22.286a 0.325

공공
도서관

3.820

4.355a 0.824

년5-10 3.938

년10-15 3.923 대학
도서관

3.673

여 3.787

년15-20 4.100

년20-25 4.000 학교
도서관

3.952
년이상25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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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의한다고 하였고 평균은 로 나타났다 성별 간 경력 간 관종 간 인식차58.02% , 3.511 . , , 

이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 
도입 시 

도서관의 

역할확대 기회

3.511 0.768

남 3.435

1.142a 0.888

년미만5 3.439

20.233a 0.443

공공

도서관
3.525

3.635a 0.889

년5-10 3.469

년10-15 3.615 대학

도서관
3.490

여 3.528

년15-20 3.500

년20-25 3.643 학교
도서관

3.524
년이상25 4.000

표 자유학기제 도입 시 도서관의 역할확대 기회에 대한 인식차이< 15> 

나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예산부족이 ,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부족 시간부족 학생의 호응부족 4.198 , 4.191, 3.8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인식부족은 으로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가장 장애3.740 . 3.656

가 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인식부족 항목에서 남자 평균 여자 , 3.348, 

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경력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3.722 . , 

예산부족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즉 년 이상 년 미만이 로 가장 . , 5 10 4.094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으며 년 미만이 년 이상이 순으로 나타났다 관종 , 5 4.298, 25 4.000 .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간부족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대학도서, , 

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4.082, 4.000, 3.574 .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교사의 
인식부족

3.656 0.830

남 3.348

11.207a 0.024

년미만5 3.684

25.786a 0.173

공공
도서관

3.721

9.808a 0.279

년5-10 3.781

년10-15 3.692 대학
도서관

3.633

여 3.722

년15-20 3.700

년20-25 3.286 학교
도서관

3.524
년이상25 3.4

시간부족 3.832 0.766

남 3.957

2.142a 0.710

년미만5 3.842

21.186a 0.386

공공
도서관

3.574

16.048a 0.042

년5-10 3.969

년10-15 3.538 대학
도서관

4.082

여 3.806

년15-20 4.100

년20-25 3.571 학교
도서관

4.000
년이상25 3.800

표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인식차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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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호응부족

3.740 0.908

남 3.522

2.650a 0.618

년미만5 3.825

22.127a 0.334

공공
도서관

3.787

3.338a 0.911

년5-10 3.688

년10-15 3.769 대학
도서관

3.755

여 3.787

년15-20 4.200

년20-25 3.357 학교
도서관

3.571
년이상25 3.200

프로그램 
부족

4.191 0.681

남 4.000

5.892a 0.207

년미만5 4.140

16.912a 0.659

공공
도서관

4.180

8.113a 0.423

년5-10 4.188

년10-15 4.154 대학
도서관

4.184

여 4.231

년15-20 4.600

년20-25 4.143 학교
도서관

4.238
년이상25 4.200

예산부족 4.198 0.738

남 4.217

.057a 0.972

년미만5 4.298

18.658a 0.045

공공
도서관

4.148

5.346a 0.254

년5-10 4.094

년10-15 4.077 대학
도서관

4.265

여 4.194

년15-20 4.700

년20-25 3.857 학교
도서관

4.190
년이상25 4.000

다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설문응답 , 

사서 중 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3.36% . 

성별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여자 로 여자가 프로그램 제공 경험이 , 82.6%, 59.3%

더 적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관종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 프로그. , 

램을 제공 한 적이 있다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71.4% , 

대학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종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9.2%, 6.1% , .

항목 N %
성별 경력 관종

구분 N % t p 구분 N % Chi p 구분 N % Chi p

예 48 36.64

남 4 17.4

4.453a 0.035

년미만5 17 29.8

5.311a 0.379

공공
도서관

30 49.2

34.737a 0.000

년5-10 11 34.4

년10-15 7 53.8 대학

도서관
3 6.1

여 44 40.7

년15-20 5 50.0

년20-25 7 50.0 학교

도서관
15 71.4

년이상25 1 20.0

아니오 83 63.36

남 19 82.6

년미만5 40 70.2 공공
도서관

31 50.8
년5-10 21 65.6

년10-15 6 46.2 대학

도서관
46 93.9

여 64 59.3

년15-20 5 50.0

년20-25 7 50.0 학교

도서관
6 28.6

년이상25 4 80.0

표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공 여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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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서관의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 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 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

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정보활용교육이 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프, 3.916

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검색교육 콘텐츠제작 순으로 나타, 3.824, 3.473 

났다 또한 드론 활용하기는 평균 으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 2.756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및 관종 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 간 인식차이 . , 

분석에서는 프린터 활용하기 전자책 만들기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3D , 

다 프린터 활용하기에 대하여 년 이상 년 미만이 으로 가장 동의정도가 높게 . 3D 15 20 4.000

나타났으며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만들기 항, 5 2.965, 5 10 2.938 . 

목에 대하여 년 이상 년 미만의 평균이 으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5 20 3.900 ,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5 3.509, 5 10 3.469 .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정보

활용교육
3.916 0.795

남 3.739

6.779a 0.148

년미만5 4.088

26.069a 0.164

공공

도서관
3.770

8.894a 0.351

년5-10 3.844

년10-15 4.077 대학

도서관
4.102

여 3.954

년15-20 3.700

년20-25 3.286 학교
도서관

3.905
년이상25 4.200

컴퓨터

활용교육
3.282 0.897

남 3.261

2.239a 0.692

년미만5 3.421

25.901a 0.169

공공

도서관
3.180

5.297a 0.725

년5-10 3.188

년10-15 3.385 대학

도서관
3.469

여 3.287

년15-20 3.300

년20-25 2.786 학교
도서관

3.143
년이상25 3.400

정보검색

교육
3.824 0.890

남 3.565

3.534a 0.473

년미만5 3.930

19.753a 0.473

공공

도서관
3.590

15.060a 0.058

년5-10 3.594

년10-15 3.923 대학

도서관
4.082

여 3.880

년15-20 4.200

년20-25 3.429 학교
도서관

3.905
년이상25 4.200

인터넷

활용교육
3.374 0.931

남 3.261

7.588a 0.108

년미만5 3.509

22.109a 0.335

공공

도서관
3.262

13.297a 0.102

년5-10 3.281

년10-15 3.538 대학

도서관
3.469

여 3.398

년15-20 3.200

년20-25 3.000 학교
도서관

3.476
년이상25 3.400

SNS 

활용하기
3.176 0.864 남 3.174 0.537a 0.970

년미만5 3.316

20.388a 0.434

공공

도서관
3.082

6.523a 0.589
년5-10 3.250

년10-15 3.077 대학 3.245

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차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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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및 능력.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한 결과 독서역량이 평균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역량 자기개발능력 , 3.947 , 3.878, 

진로탐색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개발3.817, 3.771 . , 

능력 항목에서 남자 여자 로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경력 간 인식차이는 3.826, 3.815 . 

없었고 관종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자, , 4 . 

기개발능력에 대하여 학교도서관이 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고 대학도서관 4.048 ,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에 대하여 학교도서관은 으3.776, 3.770 . 3.810

여 3.176

년15-20 3.200 도서관

년20-25 2.571 학교

도서관
3.286

년이상25 3.000

콘텐츠

제작
3.473 0.931

남 3.304

1.683a 0.794

년미만5 3.632

23.815a 0.251

공공

도서관
3.475

1.151a 0.997

년5-10 3.406

년10-15 3.538 대학

도서관
3.469

여 3.509

년15-20 3.600

년20-25 3.071 학교

도서관
3.476

년이상25 2.800

아이패드 

사용하기
2.885 0.982

남 2.739

2.687a 0.612

년미만5 2.965

15.791a 0.729

공공

도서관
2.787

11.306a 0.185

년5-10 2.938

년10-15 2.846 대학

도서관
2.918

여 2.917

년15-20 3.200

년20-25 2.357 학교

도서관
3.095

년이상25 2.600

전자책 

만들기
3.412 0.919

남 3.217

3.359a 0.500

년미만5 3.509

34.396a 0.024

공공

도서관
3.377

9.301a 0.318

년5-10 3.469

년10-15 3.154 대학

도서관
3.469

여 3.454

년15-20 3.900

년20-25 3.000 학교

도서관
3.381

년이상25 2.800

프린터3D

활용하기
2.947 0.987

남 2.870

3.480a 0.481

년미만5 2.965

61.526a 0.000

공공

도서관
2.918

10.613a 0.225

년5-10 2.938

년10-15 2.846 대학

도서관
3.082

여 2.963

년15-20 4.000

년20-25 2.357 학교

도서관
2.714

년이상25 2.600

드론 

활용하기
2.756 1.016

남 2.826

.941a 0.919

년미만5 2.825

16.345a 0.695

공공

도서관
2.803

7.493a 0.485

년5-10 2.719

년10-15 3.077 대학

도서관
2.776

여 2.741

년15-20 3.000

년20-25 2.143 학교

도서관
2.571

년이상25 2.600

구글글래스 
활용하기 

3.015 1.008

남 2.826

3.674a 0.452

년미만5 3.211

17.749a 0.604

공공

도서관
2.984

5.779a 0.672

년5-10 2.844

년10-15 3.154 대학

도서관
3.163

여 3.056

년15-20 3.300

년20-25 2.500 학교
도서관

2.762
년이상25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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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으며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 3.612, 3.525 

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도서관 . 4.143 ,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역량 항목의 경우 학교도서관 대학3.755, 3.508 , 4.238, 

도서관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3.980, 3.672 .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진로탐색

역량
3.771 0.750

남 3.478

9.091a 0.059

년미만5 3.754

17.652a 0.610

공공
도서관

3.721

11.165a 0.193

년5-10 3.844

년10-15 3.615 대학

도서관
3.714

여 3.833

년15-20 3.700

년20-25 3.929 학교

도서관
4.048

년이상25 3.600

자기개발

능력
3.817 0.752

남 3.826

13.300

a
0.010

년미만5 3.772

17.649a 0.611

공공
도서관

3.770

19.812a 0.011

년5-10 3.844

년10-15 3.769 대학

도서관
3.776

여 3.815

년15-20 3.700

년20-25 4.000 학교

도서관
4.048

년이상25 4.000

문제해결

능력
3.603 0.771

남 3.478

3.693a 0.449

년미만5 3.509

14.907a 0.782

공공
도서관

3.525

22.004a 0.005

년5-10 3.719

년10-15 3.462 대학

도서관
3.612

여 3.630

년15-20 3.700

년20-25 3.786 학교

도서관
3.810

년이상25 3.60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3.702 0.829

남 3.478

2.676a 0.613

년미만5 3.649

22.705a 0.304

공공
도서관

3.508

16.272a 0.039

년5-10 3.906

년10-15 3.769 대학

도서관
3.755

여 3.750

년15-20 3.800

년20-25 3.286 학교

도서관
4.143

년이상25 3.800

독서역량 3.947 0.727

남 3.957

.791a 0.852

년미만5 3.860

7.077a 0.955

공공
도서관

3.820

8.660a 0.194

년5-10 4.094

년10-15 3.769 대학

도서관
3.959

여 3.944

년15-20 4.100

년20-25 3.929 학교

도서관
4.286

년이상25 4.200

정보역량 3.878 0.755

남 3.696

5.680a 0.224

년미만5 3.877

18.129a 0.579

공공
도서관

3.672

17.505a 0.025

년5-10 3.969

년10-15 3.769 대학

도서관
3.980

여 3.917

년15-20 4.100

년20-25 3.571 학교

도서관
4.238

년이상25 4.000

인문역량 3.740 0.697

남 3.696

4.791a 0.188

년미만5 3.772

20.264a 0.162

공공
도서관

3.721

11.749a 0.068

년5-10 3.844

년10-15 3.462 대학

도서관
3.694

여 3.750

년15-20 3.400

년20-25 3.714 학교
도서관

3.905
년이상25 4.200

표 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및 능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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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인, 

식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없었으며 사람도서관 과 읽 생각하 꿈, (Human Library) GO! GO! 

꾸 이 각각 로 가장 제공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꿈길을 열어GO! 3.939 , 

주는 책읽기 직업전문인 특강 순으로 나타났다3.908, 3.878 .

항목

전혀

선호하지 않음

선호하지 

않음
보통 선호함

매우

선호함 M Std

N % N % N % N % N %

독서전문가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2 1.53 9 6.87 33 25.19 68 51.91 19 14.50 3.710 0.855

사서직 실무 체험 프로그램 2 1.53 10 7.63 36 27.48 64 48.85 19 14.50 3.672 0.872

사서 이해 프로그램 1 0.76 6 4.58 39 29.77 65 49.62 20 15.27 3.740 0.800

책 읽어주세요 4 3.05 6 4.58 38 29.01 59 45.04 24 18.32 3.710 0.924

직업전문인 특강 2 1.53 5 3.82 28 21.37 68 51.91 28 21.37 3.878 0.841

읽 생각하GO! GO! 

꿈꾸GO!
2 1.53 1 0.76 26 19.85 76 58.02 26 19.85 3.939 0.752

찾아가는 진로특강 3 2.29 2 1.53 38 29.01 58 44.27 30 22.90 3.840 0.875

나를 보는 창 직업을 , 

보는 눈!
4 3.05 7 5.34 35 26.72 62 47.33 23 17.56 3.710 0.924

사람도서관

(Human Library)
3 2.29 4 3.05 21 16.03 73 55.73 30 22.90 3.939 0.848

꿈길을 열어주는 책읽기 2 1.53 2 1.53 27 20.61 75 57.25 25 19.08 3.908 0.769

명화와 동화 속 그림과 -

노닐다
2 1.53 8 6.11 39 29.77 58 44.27 24 18.32 3.718 0.888

자유학기제 여행플래너 2 1.53 2 1.53 32 24.43 72 54.96 23 17.56 3.855 0.776

지역역사 알아보기 3 2.29 8 6.11 50 38.17 57 43.51 13 9.92 3.527 0.844

지역 문학가와 떠나보는 

문학기행
2 1.53 7 5.34 36 27.48 71 54.20 15 11.45 3.687 0.805

문학에서 알아보는 시대상 4 3.05 11 8.40 55 41.98 46 35.11 15 11.45 3.435 0.912

예술작품 감상법 배워보기 3 2.29 7 5.34 53 40.46 53 40.46 15 11.45 3.534 0.853

책 속 멘토 찾기 3 2.29 3 2.29 35 26.72 66 50.38 24 18.32 3.802 0.845

책 속 멘티 찾기 2 1.53 9 6.87 41 31.30 59 45.04 20 15.27 3.656 0.875

도서관 장래희망 매뉴얼 

만들기
6 4.58 5 3.82 42 32.06 57 43.51 21 16.03 3.626 0.955

표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20> 

결론 및 제언. Ⅵ

논의 및 결론1.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

관 프로그램 개발 의지 현재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 

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질문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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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정도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 50% 

며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참여 경험자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 20% .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것은 년이고 전면시행은 년부터이므로 아직 사서들의 인식2013 , 2016

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서관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 

합한 장소이고 다양한 적성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들은 신

속하게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직접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참여경험이 가장 . 

높게 나타나고 대학도서관은 자유학기제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유학기. 

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각종 대학평가에서 그 평가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 

로 대학도서관도 적극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서들은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역량강화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의 . , , ,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자유학기. 

제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며 결국 교육과정의 유연화에도 영향을 미칠 ,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서역. 

량 정보역량 자기개발능력 진로탐색역량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황유진, , , . 

의 연구에서도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지필평가의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학교활동(2014)

을 보장하고 체험 중심의 자율과정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생에 대한 설계 및 사회 학습에 다, 

른 적응력 창의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했는데, , 

사서들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서들은 자유학기제 도입의 효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 ,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를 통한 토론 협력, , , 

실험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수업은 참여형활동형 학습에 도움이 되며 자유학기제를 통, , ․

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자. 

유학기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기대 성과로 평가되며 자유학기제의 도입효과를 높이기 , 

위해 사서들은 자유학기제의 추진 배경 목적과 기본 방향 운영 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 ,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사서들은 자유학기제가 도서관의 역할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 

정도의 사서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서60% . 

관에서 제공할 경우 예산이나 사서들의 시간 부족 등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설문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자유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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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서들36% . 

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 중 정보활용교육 정보검색교육 콘텐, , 

츠 제작 전자책 만들기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자유학기제를 , . 

통한 도서관의 역할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도 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의 상황에 맞는 수요도가 높은 프로그, 

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도서관은 이를 어떻게 지원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속하게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년부터 전국 중학교 학년을 대상. 2016 2

으로 시행되고 있고 중학교는 현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 

히 고민하고 있으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은 이들의 고민을 해결, . 

해 주면서 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하며 중학생들이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 

통해 도서관을 활용하게 하며 그들의 삶 속에 도서관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향후연구제안2.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도서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된 문헌과 사례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도입초기의 .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며 향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 

할 것이다. 

첫째 도서관 관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 . 

시행되었으며 학교 및 기관차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 

있다 현재 도서관 관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주로 직업체험 독서활동 인문학체험을 중심. , , 

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 ,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 

들이 동아리 형태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 

서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과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여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년부터 자유학기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므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2016

의 개발은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과도 여기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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