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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교육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1차 으로 

도서 의 가치에 해 연구한 60여 개의 국내․외 논문들을 총체 으로 분석하여 비 평가지표를 도출하 다. 

도출한 비 평가지표를 토 로 10명의 문가를 선정하여 3차에 걸친 델 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평가지표를 

개발하 다. 도서 의 교육  가치의 최종평가지표는 크게 리터러시 개선, 학습  교육지원,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역량강화 등의 5가지 평가 역과, 13개 평가항목, 62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실제로 도서 의 교육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educational 

value of libraries and, for this, frist of all, preliminary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rived by analyzing 

comprehensively about 60 domestic and overseas papers which researched on the value of libraries. 

On the basis of the derived preliminary evaluation indicators, 10 experts were selected and the final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veloped by conducting Delphi survey three times. The final evaluation 

indicators are composed of five evaluation areas, which are the divided areas of the educational 

value of libraries, such as the literacy improvement, supporting of learning and education, research 

supporting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resources,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and 

quality of education, strengthen competence, 13 evaluation items, and 62 evaluation indicators. In 

the future, it seems that researches to measure the educational value of libraries based on this 

will have t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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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은 국가의 지식수 을 결정하는 요

한 지표이다. 도서 은 평생교육기능을 통해 

주민이 평생 동안 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도록 해 주는 기 으로, 구나 평등하게 경제

 여건에 계없이 각종 정보자원  정보기

술을 활용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이용자의 일생에 향을 미친다. 한 

도서 은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이용자들

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필수 인 기

으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서 의 교육  가치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도서 , 학도서 , 학교도서 , 문도서

 등 다양한 도서  유형 에서 교육 으로 직

 학생들에게 향을 미치는 학교도서 의 역

할이 강조되었고, 그와 련된 연구는 다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를 들어, 이지연(2009)은 

학교에서 도서 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에 

해 제시하 고, 송기호(2009)는 학교도서  

기 의 사명과 비 에 나타난 핵심 가치에 

해 제시하 다. 그는 국제 인 학교도서  기

의 사명과 비 의 심 단어를 분석하여 교

육, 동, 근성, 문화  소양, 민주시민 등 5개 

역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 으며, 미국, 호주, 

국, 캐나다 학교도서  기 의 사명과 비

을 분석한 결과 공통 으로 평생학습능력과 물

리  근성 그리고 사회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한 학교도서  기 을 개정한 국과 

미국은 정보공학기술과 다  정보활용능력 그

리고 통합 정보활용교육과정 운 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가치는 학

교도서 을 심으로 고려할 경우 도출되는 것

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즉, 우리나라

의 경우, 교육 역의 핵심 가치로 평생학습능

력, 정보활용능력, 창의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

다. 이는 도서 이 가진 가치  도서 의 역할

과 일맥 상통 한다. 한 도서 은 국민 다수

가 ․ ․고등학교를 거치며 반드시 한 번 

쯤은 방문하는 장소이자,  연령층을 이용

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도서 의 교육  역할  교

육가치는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도서 의 교육  가치가 요한 것은, 교육  

가치는 특정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이며, 

그것이 교육에 의한 활동, 일상생활을 통한 활

동 등 다양한 활동 안에서 획득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서 은 일상 속에

서 이용자의 삶의 방식, 태도, 에 향을 미

치고, 교육 한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 질

인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가치는 구성원의 신뢰를 형성하고 참여

를 활성화시키므로, 통 인 도서  가치인 근

성과 지원 이외에 도서 의 새로운 핵심 가치를 

찾는 활동이 필요하다(송기호 2009). 한 학교도

서 을 포함하여 공공도서 이나 학도서  등

에서 도서 이 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 

심이 커지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향을  

수 있는 교육  요소가 다양해질 것이다. 이를 밝

내고 규명하며, 그 기 을 기반으로 도서 의 

교육  가치를 증명해 내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교육  가치

와 련된 문헌들을 총체 으로 조사․분석하

여 이를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1차 으로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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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도출된 평가지표는 3차에 걸친 문가 

델 이 조사를 통해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교육  가치를 측정하기 

한 평가지표를 최 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된 

평가지표는 종에 계없이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될 것이나 특수한 환경의 학

교도서 이나 문도서 을 해서는  다른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서 이 가지고 있는 교육  가

치와 역할에 해 정리하여 제공하게 된다. 

한 사서와 이용자에게 도서 의 교육  가치를 

인식시켜 이에 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학

생  일반 이용자는 도서 의 교육  가치와 

존재감을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는 정부  사회의 심도를 높여 결국에는 도

서 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할 것이다. 

 

2. 이론  배경

가치는 우리 에 보이지 않는 추상 인 개념

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가치의 개념에 해 연구

해 오고 있다. 교육  가치의 개념은 교육학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도서  

측면에서 교육  가치에 해 연구한 것은 확인

하기 어려웠다. 주로 학교도서 의 교육  가치

와 교육  역할 등에 해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1 교육  가치의 개념과 도서 의 교육  

가치

가치(value, 價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

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 추상 인 개념의 용어

로, 가치의 사  정의를 보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혹은 상품, 서비스, 돈으로서 어떤 다

른 것과 히 상응하다고 간주되는 총합, 소

유자에 한 유용성이나 요성이 있는 가치, 

훌륭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원칙, 기 , 

품질 등을 들 수 있다(Blackburn 1996).

도서 의 가치는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를 통

해 그 속성과 범 를 볼 수 있다. Repo(1986)

는 정보의 가치를 철학  는 본질  가치와 

실질  는 도구  가치로 나 었다. 철학  

는 본질  가치는 상에 한 감정 , 윤리

, 정신  가치를 의미하지만 상술하기는 매

우 어렵다고 하 다. 실질  는 도구  가치

는 다시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하 는데 

이용가치는 이용의 효과나 혜택을 말하며, 교

환가치는 이용이 아닌 상품으로서 정보의 이  

 시장 거래와 련된 가치이다. 이때, 교환가

치를 악하는 확실한 방법은 시장가격이다. 

한편, 교육은 어떤 목 을 실 하는 과정으

로서 어떤 가치 혹은 가치체계를 지향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 태도, 이 달라지

듯이 교육 한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 질

인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  가치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가 

언 하 으며, 그  Dewey(1968)는 교육  가

치를 내재  가치와 수단  가치로 구분하 다. 

내재  가치란 단의 상이 될 수 없는 어느 

구나 마땅히 수정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교 불가능한 것이며, 수단  가치는 교

육목 에 따라 좋음의 계층, 옳지 않음의 계층이 

드러나는 가치를 의미한다. 엄태동(2006)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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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가치를 세속 으로 잘 사는 것과 토속 인 

삶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 수

단  가치와 교육  삶의 자족성을 추구하는 본

래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여지은 2008). 한 

황은희(2003)는 교육  가치를 ‘교육의 가치’와 

‘교육  가치’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교육의 가

치란, 교육이라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가치인 반면에 교육  가치는 교육활동 자체에 

의해서만 창출되는 가치가 아닌, 교육활동을 포

함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 역에서 찾아볼 수 있

는 가치라고 하 다. 

이를 종합하면, 교육  가치란 특정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교

육에 의한 활동이든, 일상생활을 통한 활동이든

지 간에 활동 안에서 획득될 수 있는 모든 가치

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 장에서 교육  가치

의 의미는 교육의 가치와 교육  가치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가치를 갖고 

교육하는지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므

로 이러한 교육  가치의 수 을 분명히 악할 

수 있는 구체 인 기 에 한 논의는 매우 필

요하고 요한 일이다.

한편, 도서 의 교육  가치는 공간과 시설, 

정보자료  기기와 사서에 의한 인 자원을 바

탕으로 나타난다. 교육의 목 과 내용,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도서 이 교육에 작용하는 방법

은 달라지며 교육의 역에 있어서 도서 은 교

육의 목 , 내용, 방법의 변화에 향을 미치기

도 한다. 도서 은 정보자원, 시설자원, 인원, 

산 등을 투입하여 이를 계획, 조직하고 처리함으

로써 정보․교육서비스를 산출하고, 이러한 요

소를 바탕으로 같이 독서교육, 도서  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 교과 력수업과 교육 활동이 이

루어진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이처럼 도

서 을 활용하여 나타나는 교육  효과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를 들

어, 도서 에서 이용자는 스스로 학습에 한 요

구를 악하고 목표를 세우며 학습에 필요한 정

보 자원을 탐색하여 한 학습방법으로 학습

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

게 된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특징은 개방성, 

자아개념, 내재  동기, 자율성, 창의성, 문제해

결력, 자기평가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주

체라는 에서 도서  활용은 자기주도  학습

과 한 계가 있다(교육인 자원부 2003)

고 주장되고 있다. 한 학교도서  활용수업에 

있어 자원의 활용이라는 학습 환경의 변화에서 

학습자의 자원에 한 인지  능력이나 정의  

태도 등으로 고려되는 자기 효능감이 학업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허순  

2003)고 하 다. 

도서 의 교육  가치를 측정하기 해 특정 

지표를 개발하여 그 가치를 측정한 연구는 수

행된 바 없지만, 이와 같이 도서  활용의 교육

 가치에 질  연구는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도서 의 가치 련 선행연구 

도서 의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는 국내외

으로 상당히 많이 수행되었으며, 그 연구역사 

역시 매우 길다. 도서 의 가치를 증명함에 있

어서 국내에서는 경제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

가 주로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  도서

의 경제  가치측정 연구의 탐색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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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수행되었으며(정혜경, 고 만, 심원식, 표

순희 2009),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 로 6개

의 변인(조사시 , 도서 유형, 연구방법, 혜택

범 , 서비스범 , 1인당 GDP)을 도출하 고, 

이들을 상으로 6개의 가설을 설정하 다. 연

구결과, 혜택의 범 (직 효과, 간 효과)  국

민 1인당 GDP의 수 에 따라 투자수익률(ROI)

의 일 성 있는 측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심원식(2010)은 도서  

서비스의 경제  가치 측정 연구가 최근 국내

에 본격 으로 도입되는 시 에서 이러한 연구

의 제반 이슈를 이론 , 실제  에서 검토

하여 다루고 있다. 연구결과, 측정 상 서비스

의 선택,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용, 시간 비 

화폐가치 측정, 이상 의 처리, 안의 용, 그

리고 추정의 사용과 련된 측정의 어려움이 

있고, 투자회수율,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측정 

방법의 선택에 따라 매우 가변 이므로, 이를 보

완하기 해 정성 인(qualitative) 데이터를 일

부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이후 도서 의 경제  가치측정 상으로 공공

도서 의 가치를 측정하기 한 연구로, 표순희

(2012)는 도서 의 가치측정에 일반 으로 사용

하고 있는 가상가치 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이용하여 세 , 기부 , 

이용요 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지불수단으로 

동일한 공공도서 의 이용가치를 측정하 다. 

측정 결과, 기부 은 개인이 월 14,542.3원을 지

불할 의향을 보여 가장 높은 가치를 나타냈고 

세 은 8,577.5원 지불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용요 은 1회 방문에 1,612.7원을 지불

할 의향이 있어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나 이를 

월 단 로 할 경우 세 과 유사한 수 으로 나

타났다. 국내 공공도서 의 이용가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으며

(표순희, 고 만, 심원식 2011),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진술을 통해 가치가 도출되는 가상가

치평가법(CVM)을 이용한 측정에서 응답자의 

특성, 도서 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미

치는 향들을 악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도

서 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불의사액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자의 성별, 수입, 연령, 

수입과 같은 인구통계학  특성과 이용빈도, 방

문소요시간과 같은 이용형태로 나타났고, 만족

도와 인식 역에서는 정보, 시설, 로그램의 

세 가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사서의 만족도, 주

민교류의 장, 경제  도움 정도, 문화 술지원자

에 한 인식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 모든 유형의 공공도서 을 상

으로 측정한 가치에 미치는 향력을 포 으

로 분석한 매우 의미있는 연구로 분석된다. 

한편, 해외에서는 훨씬 활발하게 도서 의 가

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국도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에서는 도서 이 지역경제 

 지역사회에 어떠한 향력을 가지는지에 해 

연구한 연구자료들을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 으로 분석해 보면, 도서

은 경제 , 사회 , 교육  가치가 있다는 것이

며,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인식조사, 문헌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연구 상 지역은 미국을 포함하여 미국, 캐나

다, 한국 등 매우 폭넓으며, 연구 결과는 커뮤니

티 구축에의 향력, 크리에이션, 건강증진, 

민주화, 연구에의 기여, 리터리시, 지역의 경제

 가치 증  등으로 매우 폭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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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가치  향력에 한 국내외 연

구는 <부록 1>과 같으며, 비평가지표 도출시 

집 으로 분석된 논문  문헌들이다. 이 연

구자료들은 ALA에서 도서 의 가치와 향

력에 해서 연구한 자료들을 집 으로 수집

해서 제시한 자료를 모두 참조하고 추가 으로 

구 검색을 포함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 검색

을 통해서 수집한 것이다. 한 국내 자료들도 

DBPia, riss를 포함 국내 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수집한 것이며, 검색키워드는 도서

의 가치, 도서 의 향력 등이다. 수집된 연구

자료들은 <부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의 

가나순으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교육  가치 평가지표 개발 시 각 문헌

에서 언 한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3. 연구설계  방법론

3.1 도서 의 교육  가치 평가지표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교육  가치  향

력 평가지표와 련된 국내외 60여 건의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비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해 델 이 기법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 다.

델 이 기법은 요문제에 한 다수의 안 

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기 한 의사결정이나 

측 평가를 한 조사방법으로 조건부 반복 앙

이트법이라고도 한다. 선정된 다수의 문가 집

단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

를 집계하여 집계된 설문결과를 알려주고, 이를 

참고하여 다시 응답하는 과정을 거쳐 문가 집

단의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하여 정리하는 방법

이다. 문가 집단은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면 의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 권  있는 한 사람에 의한 발언의 향, 

사 조율에 의한 집단 역학  약 , 한번 취한 

입장의 고수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효과를 

피할 수 있다(이종성 2001).

3.1.1 조사 상

본 연구에서는 델 이 조사를 한 문가 

집단으로 문헌정보학과 교수, 종별 도서  

사서와 해당 주제 분야 문가로 총 10명을 선

정하 다(<표 1> 참조).

직업  직 패  수 경력 패  수

문헌정보학과 교수 4명 5년 미만 2명

국가도서  사서 1명 5년 이상 ∼ 10년 미만 5명

공공도서  사서 1명 10년 이상 ∼ 15년 미만 1명

학도서  사서 1명 15년 이상 ∼ 20년 미만 0명

문도서  사서 1명 20년 이상 ∼ 25년 미만 1명

학교도서  사서 1명 25년 이상 1명

주제분야 문가 1명
계 10명

계 10명

<표 1> 델 이 조사를 한 문가 집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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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조사 차 

본 연구의 델 이 조사는 문가 집단으로 

문헌정보학과 교수, 종별 도서  사서, 주제

분야 문가를 선정하 으며, 국내․외 선행연

구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비 평가지표를 도출

하 다. 도출된 비 평가지표에 해 문가 

집단을 상으로 총 3차에 걸쳐 델 이 조사를 

실시하 으며, 각 회차의 조사를 실시한 후 분

석을 통해 평가요소를 수정․보완하여 도서

의 교육  가치  향력을 한 최종 평가지

표를 개발하 다(<그림 1> 참조).

문가 선정

∙문헌정보학과 교수

∙ 종별 도서  사서

∙주제분야 문가

비평가요소 도출 ∙국내외 60여 건의 자료를 분석하여 비 평가지표 도출

1차 조사
∙리커트 5  척도를 이용한 항목별 요도 분석

∙ 비 평가지표 보완을 한 개방형 질문 실시

1차 응답결과 분석

∙설문항목의 내용 타당도  신뢰도 검증

∙개방형 질문을 용하여 평가지표 수정

∙2차 조사를 한 항목 도출

2차 조사

∙리커트 5  척도를 이용한 지표별 요도 분석

∙1차 응답결과 제시: 항목별 평균, 표 편차, 수, 사분 수 등

∙ 심경향에서 벗어나는 의견을 선택한 이유 설명 요청

2차 응답결과 분석

∙설문항목의 내용 타당도  신뢰도 검증

∙ 심경향에서 벗어난 의견을 참고로 설문문항 수정

∙1, 2차 응답결과 분석

∙3차 조사를 한 항목 도출

3차 조사

∙리커트 5  척도를 이용한 지표별 요도 분석

∙2차 응답결과 제시: 항목별 평균, 표 편차, 수, 사분 수 등

∙ 심경향에서 벗어나는 의견을 선택한 이유 설명 요청

3차 응답결과 분석

∙평가요소에 한 내용 타당도, 신뢰도 검증, 평균, 수, 사분 수, 표 편차,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도출

∙1, 2, 3차 응답결과 종합 분석

최종 평가지표 개발 ∙도서 의 교육  가치 최종 평가지표 도출

<그림 1> 델 이 조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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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가 집단을 상으로 한 3차

의 델 이 조사를 통해 최종 평가지표를 개발

하고자 신뢰도 검증,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

하고, 이를 충족한 요소에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기 으로 평가지표를 채택하 다. 데이

터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

분석(평균, 수, 사분 수(25 백분 수, 75 

백분 수), 표 편차)을 실시하 으며, 이를 토

로 내용타당도를 측정하 다.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의 경우 Cronbach α 

계수로 측정하 다. 델 이 조사의 경우 일반화 

가능도 계수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Cronbach α 계수와 동일하다(이종성 2001, 40).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는 검사문항

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역을 잘 반 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내용타당

도는 Lawshe(1975)가 제안한 내용타당도 비

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기 으로 

분석하 다. 내용타당도 비율은 패  수에 따

라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한 내용타

당도가 있는 것으로 단되며, 기 은 <표 2>와 

같다.

델 이 기법의 타당도(Validity)는 문가 

패 들의 문항에 한 의견수렴(수렴도)과 합

의정도(합의도)를 분석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

다(이종성 2001). 수렴도는 델 이 조사를 통

해 얻은 응답결과가 한 에서 모두 수렴했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의견 편차가 클 경우 값이 

커진다. 반면 합의도의 경우 응답자 사이에 어

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가를 검증하는 것

으로, 완  합의했을 때 1의 값을 가지며, 의견 

편차가 클 경우 수치가 감소한다. 즉, 수렴도

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

록 문가들의 의견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 수렴도 분석식은 [(75 백분 수 - 25 

백분 수)/2]이며, 합의도 분석식은 [1-((75 백

분 수- 25 백분 수)/ 앙값)]이다(강용주 

2008. 8).

안정도(Stability)의 경우 반복되는 설문과정

에서 패 들의 설문응답의 차이가 어서 응답의 

일치성이 높은 경우 안정도가 확보되었다고 보는

데, 이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측정하며, 분석식은 [표 편차/산술평균]이다. 

일반 으로 변이계수가 0.5 이하인 경우 추가

인 설문이 필요 없으며, 0.5∼0.8인 경우 비교

 안정 이고, 0.8 이상인 경우는 추가 인 설

문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노승용 2006).

최종 평가요소 선택의 경우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기 을 용하고 있는데, 노승용(2006)

의 연구에 따르면 성기열, 이신 (2010), 이민

홍, 이재정(2010), 차성미(2010), 서성용(2010) 

응답자 수 CVR 최소값 응답자 수 CVR 최소값 응답자 수 CVR 최소값

10 .62 14 .51 30 .33

11 .59 15 .49 35 .31

12 .56 20 .42 40 .29

13 .54 25 .37

<표 2> 응답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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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평균 3.5 이상, 표 편차 0.8 미만의 요소

를 채택하 고(안진성 2011), 이상선(2014)은 

평균 4.0 이상을 요소로 채택하 으며, 이 순

은 내용타당도를 충족하면서 평균 3.5 이상, 표

편차 0.8 미만, 김진선(2015)은 내용 타당도

를 충족하면서 평균 4.0 이상, 혹은 평균 3.5 이

상 표 편차 0.8 미만의 요소를 채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3차 응답(최종 설문)을 기

으로 다음에 제시한 내용 타당도, 수렴도, 합의

도, 안정도, 평균을 모두 충족한 지표에 한해 최

종 평가지표로 채택하 다(<표 3> 참조).

3.2 교육  가치 비평가지표 개발

미국도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에서는 도서 이 지역주민  이해 계

자들에게 갖는 가치에 해 연구한 결과를 집

으로 수집했으며, 도서 의 경제 , 사회

, 교육  가치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분석

하여 제시하 다. ALA에서는 다양한 연구결

과를 기반으로 도서 이 다양한 강의와 정보원

을 제공함으로써 인력개발  지역경제 개발에 

향을 다고 하 다. 한 도서 은 지역주

민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고 창조 인 삶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개

발에도 향을 다고 하 으며, 다양한 수

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조기교육 

 리터러시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고 하 다(ALA 2016). 한편, 국내에도 도서

의 가치에 한 연구들이 있으나, 그 수는 상

으로 매우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ALA에서 제시한 목록  국

내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핵심 인 내용을 구

조화하여 교육  가치의 비 평가지표를 도출

하 다. 문헌으로부터 비 평가지표도출을 

해서 첫째, 교육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해 련 선행연구를 총체

으로 수집  분석하 다. 둘째, 각각의 문헌에

서 교육  가치에 해당되는 요소를 추출하 고, 

복된 항목은 삭제하고 항목  지표에 해 

용어  문장을 다듬었다. 셋째, 추출된 지표들

을 그룹화하여 평가항목을, 평가항목을 그룹화

하여 평가 역을 도출하 다. 그 결과 도서

의 교육  가치의 비 평가지표는 크게 리터

러시 개선, 학습  교육지원, 연구지원  정보

자원 제공,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역량 

강화 등의 5가지 평가 역으로 구분되었다.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리터러시 개선 역은 3개

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 고, 총 17개의 평가

지표를 개발하 다. 학습  교육지원 역은 

3개 평가항목, 총 17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

다.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역은 2개의 

평가항목, 총 10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 다.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역은 3개의 평가

항목, 총 13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 으며, 역

량 강화 역은 2개의 평가항목, 총 16개의 평

가지표를 도출하 다(<표 4> 참조).

지표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평균

기 0.62 이상 0.5 이하 0.75 이상 0.8 이하 3.0 이상

<표 3> 최종 평가요소 채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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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지표 수

도서 의 

교육  

가치

리터러시 개선(17개)

도서 은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6

도서 은 미취학 이용자의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5

도서 은 정보활용능력 개선에 기여한다. 6

학습  

교육지원(17개)

도서 은 개인학습을 지원한다. 4

도서 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6

도서 은 평생교육기능을 제공한다. 7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10개)

도서 은 연구  학술활동에 기여한다. 8

도서 은 교육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2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13개)

도서 의 교육  역할은 확 되고 있다. 5

도서 은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5

도서 은 교육환경조성에 기여한다. 3

역량 강화(16개)
도서 은 독서역량강화에 기여한다. 7

도서 은 인성  창의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9

계 73

<표 4> 비 평가지표의 평가 역  평가항목

4. 도서 의 교육  가치 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교육  가치를 평가

하기 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 으며, 교육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해 련 선행연구를 총체 으로 수집  분석하

다. 각각의 문헌들이 도서 의 교육  가치

만을 언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개개 문헌에

서 교육  가치에 해당되는 요소를 추출하 고, 

복된 항목은 삭제하고 항목  지표에 해 

용어  문장을 다듬는 작업을 약 6개월간 진행

하 다. 앞서 언 하 듯이 평가 역  지표

에 사용된 용어들 한 교육  가치와 련된 

반 인 선행연구 등을 도출이 되었고, 이

게 도출된 결과들은 델 이 조사를 통해서 수

정 보완되었다. 그 결과 비 평가지표가 도출

되고, 문가 검증  최종 평가지표 개발로 이

어지도록 하 다. 

4.1 델 이조사 결과

4.1.1 1차 델 이조사 분석

1차 델 이 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

된 5개의 평가 역, 13개 평가항목, 73개 평가지

표를 상으로 합성을 평가하 다. 1차 설문

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비 평가지표

의 락을 고려하여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 다. 

조사기간은 2017년 1월 4일 ∼ 1월 13일까지

으며, 조사에 참가한 10명의 패 은 100%의 

응답률을 보 다.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

여 진행하 으며, 1차 델 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 , 내용 타당도는 Lawshe(1974)가 제안

한 내용 타당도 비율의 기   응답자 10명 기

 최소값인 0.62를 기 으로 하 다. 1차 델

이 조사 결과, 내용 타당도 비율이 0.62 이하인 

지표는 리터러시 개선 역에서 2개 지표, 학습 

 교육지원 역에서 7개 지표,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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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타당도

평균 수
표
편차

백분 수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5% 75%

리터러시 
개선
(A)

(A-1)
도서 은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A-1-1) 문사서가 있는 도서 의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0.80 4.00 4.00 0.471 4.00 4.00 0.00 1.00 0.12 

(A-1-2)도서 의 문사서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0.60 4.00 4.00 0.943 4.00 5.00 0.50 0.75 0.24 

(A-1-3)도서 의 문사서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록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0.80 4.40 4.50 0.699 4.00 5.00 0.50 0.78 0.16 

(A-1-4)도서 의 문사서에게 정보활용교육
을 더 많이 제공받은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
된다.

0.80 4.50 5.00 0.707 4.00 5.00 0.50 0.80 0.16 

(A-1-5)도서 은 이용자를 상으로 리터러
시 로그램을 제공하여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
시킨다.

0.60 4.30 4.50 0.823 4.00 5.00 0.50 0.78 0.19 

(A-1-6)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활동은 
이용자의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한다.

1.00 4.60 5.00 0.516 4.00 5.00 0.50 0.80 0.11 

(A-2)
도서 은 
미취학 
이용자의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A-2-1)도서 은 취학  아동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진학 시 독서능력에 정 인 향
을 다.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A-2-2)도서 은 보육교사들에게 리터러시 
로그램, 조기교육 로그램, 워크  등을 제공하
여 리터러시를 향상시킨다.

0.40 3.80 4.00 0.632 3.00 4.00 0.50 0.75 0.17 

(A-2-3)도서 은 부모 상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킨다.

0.20 3.90 4.00 0.876 3.00 5.00 1.00 0.50 0.22 

(A-2-4)도서 은 유아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리터러시를 향상시킨다.

0.60 4.10 4.00 0.738 4.00 5.00 0.50 0.75 0.18 

(A-2-5)도서 은 리터러시를 향상시켜 미취학 
아동의 학습자세를 향상시킨다.

0.60 4.00 4.00 0.943 4.00 5.00 0.50 0.75 0.24 

(A-3)
도서 은 

정보활용능력 
개선에 

기여한다.

(A-3-1)도서 은 미디어활용능력, 시청각
자료활용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을 향상시
킨다.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A-3-2)도서 은 성인 상으로 컴퓨터기술 교
육 로그램을 제공한다.

0.60 4.10 4.00 0.738 4.00 5.00 0.50 0.75 0.18 

(A-3-3)도서 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원(도서, 
잡지, CD, 웹사이트, 비디오 등)활용방법을 제공
한다.

1.00 4.60 5.00 0.516 4.00 5.00 0.50 0.80 0.11 

(A-3-4)도서 의 정보활용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 향
상에 기여한다.

0.80 4.50 5.00 0.972 4.00 5.00 0.50 0.80 0.22 

(A-3-5)도서 은 지역주민의 매체활용능력
(인터넷, 스마트폰 등) 향상에 기여한다.

0.40 3.80 4.00 0.919 3.00 4.00 0.50 0.75 0.24 

(A-3-6)도서 은 이용자의 정보자원에 한 
근  사용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

한다.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학습  
교육지원

(B)

(B-1)
도서 은 
개인학습을 
지원한다.

(B-1-1) 문사서가 있는 도서 의 이용자의 읽
기능력은 향상된다.

0.60 3.90 4.00 0.568 4.00 4.00 0.00 1.00 0.15 

(B-1-2)도서 의 문사서와 보내는 시간이 많
을수록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0.80 4.10 4.00 0.568 4.00 4.00 0.00 1.00 0.14 

(B-1-3)도서 의 문사서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록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B-1-4)도서 의 문사서에게 정보활용교육
을 더 많이 제공받은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
된다.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표 5> 1차 델 이 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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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타당도

평균 수
표
편차

백분 수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5% 75%

학습  
교육지원

(B)

(B-2)
도서 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B-2-1)도서 은 학습 자원(책, 컴퓨터 등)과 
직 인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학업성취도 향상
에 기여한다.

0.80 4.20 4.00 0.919 4.00 5.00 0.50 0.75 0.22 

(B-2-2)도서 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어, 수
학, 독해, 과학에 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0.20 3.20 3.00 0.789 3.00 4.00 0.50 0.67 0.25 

(B-2-3)도서 은 장서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장
서를 구성함으로써 이용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0.60 3.70 4.00 0.675 4.00 4.00 0.00 1.00 0.18 

(B-2-4)도서 은 교과과정과 한 장서, 
자책, 온라인 정보원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B-2-5)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간의 력
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

1.00 4.60 5.00 0.516 4.00 5.00 0.50 0.80 0.11 

(B-2-6)사서는 이용자를 상으로 도서  이용
교육/정보활용교육을 자주 제공하여 학업성취
도 향상에 기여한다.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B-3)
도서 은 
평생교육
기능을 

제공한다.

(B-3-1)도서 은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성인을 상으로 비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보완에 기여한다.

0.20 3.80 4.00 0.789 3.00 4.00 0.50 0.75 0.21 

(B-3-2)도서 은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에 기여한다.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B-3-3)도서 은 사회발 을 한 사회구성원
의 문화수  향상과 사회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

0.80 4.30 4.50 0.949 4.00 5.00 0.50 0.78 0.22 

(B-3-4)도서 은 여가 선용  교양 증진에 기
여한다.

0.80 4.40 5.00 0.966 4.00 5.00 0.50 0.80 0.22 

(B-3-5)도서 은 사회  이슈에 해 비 으
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한다.

0.20 3.60 4.00 0.843 3.00 4.00 0.50 0.75 0.23 

(B-3-6)도서 은 직업인 양성  재교육을 
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인력 양성에 기여한다.

0.60 4.00 4.00 0.667 4.00 4.00 0.00 1.00 0.17 

(B-3-7)도서 은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선택과 수집, 분석, 종합, 평가, 해석, 표  
능력을 길러주어 평생학습 기틀 마련에 기여한다.

0.60 4.20 4.00 0.789 4.00 5.00 0.50 0.75 0.19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C)

(C-1)
도서 은 
연구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C-1-1)도서 은 연구 활동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정보서비스를 제공
한다.

0.80 4.40 5.00 1.265 4.00 5.00 0.50 0.80 0.29 

(C-1-2)도서 은 새로운 지식정보원을 이용자
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  학술활동을 지원
한다.

0.80 4.30 4.50 0.949 4.00 5.00 0.50 0.78 0.22 

(C-1-3)도서 은 즉각 인 원문이용이 가능한 
자학술정보의 제공과 같은 장서를 통해 시간 
약, 풍부한 근 을 제공하여 연구생산성 향

상에 기여한다.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1-4)도서 은 정보검색법, 논문 작성에 필
요한 자료의 탐색, 서지 리 로그램 이용법에 
한 정보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연구활동에 

기여한다.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C-1-5)도서 은 연구윤리에 한 교육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무의식 에 행하게 되는 
연구부정행 를 막는데 기여한다.

0.80 4.20 4.00 0.632 4.00 5.00 0.50 0.75 0.15 

(C-1-6)도서 의 학술  참고서비스를 제공하
여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한다.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1-7)도서 의 연구지원은 이용자의 연구능
력을 향상시켜 국가 인 경쟁력을 증 시키는데 
기여한다.

0.80 4.00 4.00 1.155 4.00 5.00 0.50 0.75 0.29 

(C-1-8)도서 은 이용자가 원하는 분야의 공
련 정보원을 제공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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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타당도

평균 수
표
편차

백분 수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5% 75%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C)

(C-2)
도서 은 
교육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C-2-1)도서 은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자료
를 제공하여 교육 으로 정 인 향을 미
친다.

0.80 4.20 4.50 1.229 4.00 5.00 0.50 0.78 0.29 

(C-2-2)도서 은 온라인 학습환경  실제 
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기
여하는 시스템 운 으로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1.00 4.20 4.00 0.422 4.00 4.00 0.00 1.00 0.10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D)

(D-1)
도서 의 
교육  
역할은 
확 되고 
있다.

(D-1-1)도서 은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여 도
서 의 교육  가치를 향상시킨다.

0.80 4.00 4.00 1.155 4.00 5.00 0.50 0.75 0.29 

(D-1-2)도서 은 교육 련 자료를 수집하여 
도서 의 교육  가치를 향상시킨다.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D-1-3)도서 은 부모와 교육자들이 선호하는 
로그램을 제공한다.

0.60 3.80 4.00 0.789 4.00 4.00 0.00 1.00 0.21 

(D-1-4)도서 은 청소년에게 교육의 요성과 
자기개발 방법을 알릴 수 있다.

0.60 4.10 4.00 0.738 4.00 5.00 0.50 0.75 0.18 

(D-1-5)도서 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여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0.80 3.90 4.00 0.738 4.00 4.00 0.00 1.00 0.19 

(D-2)
도서 은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D-2-1)도서 은 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 인 능력을 신장
시킨다.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D-2-2)도서 은 이용자의 흥미와 능력,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한다.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D-2-3)도서 은 기술  인 라, 활용교육, 학
습 결과 표 을 한 기술  도구를 제공한다.

0.40 3.80 4.00 0.632 3.00 4.00 0.50 0.75 0.17 

(D-2-4)도서 은 이용자들이 정보이용을 통해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원기반 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0.40 3.70 4.00 0.823 3.00 4.00 0.50 0.75 0.22 

(D-2-5)도서 은 높은 품질의 교육 로그램을 
제공한다.

0.20 3.50 4.00 1.080 3.00 4.00 0.50 0.75 0.31 

(D-3)
도서 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D-3-1)도서 은 물리  환경, 교육과정 참여, 
다양한 유형의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  리하여 효과 인 학습 여건을 조성하
는 데 기여한다.

0.80 4.00 4.00 0.471 4.00 4.00 0.00 1.00 0.12 

(D-3-2)도서 은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리에 힘써 사회공동체가 다양한 자정보에 
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D-3-3)도서 은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다
양한 정보자료, 기기, 시설을 갖추어 교육환경조
성에 기여한다.

0.80 4.10 4.00 0.568 4.00 4.00 0.00 1.00 0.14 

역량강화
(E)

(E-1)
도서 은 
독서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E-1-1)도서 은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
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자료를 제공
하여 교육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

0.80 4.10 4.00 0.568 4.00 4.00 0.00 1.00 0.14 

(E-1-2)온라인 학습환경  실제 학습 상황에
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도서  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0.80 4.00 4.00 0.816 4.00 4.00 0.00 1.00 0.20 

(E-1-3)사서는 학생들의 선택  읽기, 어휘증
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서들은 학생들의 독서의지와 
심에 향을 미친다. 

0.40 4.00 4.00 0.816 3.00 5.00 1.00 0.50 0.20 

(E-1-4)도서 은 성인이 읽기경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
게 독서경험을 공유하여 독서역량 향상에 기여
한다.

0.60 4.10 4.00 0.994 4.00 5.00 0.50 0.75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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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개선 역에서 5개 지표, 역량강화 

역에서 4개 지표로 나타났다. 1차 델 이 조

사에서 내용 타당도를 만족하지 못한 평가지표

는 총 73개 평가지표  18개 다. 반면 내용 

타당도에 있어 22개 평가지표는 1.00으로 모든 

응답자가 합함을 인정하 다. 

둘째, 1차 델 이 조사 타당도 검증을 해 

수렴도  합의도를 분석하 다. 수렴도 평가 

기 인 0.5를 과하는 항목은 88개 항목  2개 

항목이었으며, 합의도 평가 기 이 0.75 미만인 

항목은 3개 평가 항목이었다. 응답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안정도는 모든 항목에 있어 0.8 이하

로 매우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순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하

여 각 문항에 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문

가 의견을 수렴하 다. 지표상에서 교육과정, 

직  상호작용, 자원 기반 등 용어의 의미가 

추상 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으며, 문장

의 의미가 포 이라 의미를 축소하거나, 상

 지표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

다. 특히, ‘도서 은 사회  이슈에 해 비

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타당도

평균 수
표
편차

백분 수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5% 75%

역량강화
(E)

(E-1-5)도서 의 독서 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책과 함께 보내게 하고, 독서성과
를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친다.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E-1-6)도서 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쟁 에 
한 다양한 입장을 담은 련 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비  독서와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기
여한다.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E-1-7)사서는 자료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문
성이 매우 탁월하며 책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능숙하다.

0.60 4.00 4.00 0.667 4.00 4.00 0.00 1.00 0.17 

(E-2)
도서 은 
인성  
창의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E-2-1)도서 에서 제공하는 독서 로그램은 
지 인 가치들을 추구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일
에 기여한다.

0.80 4.10 4.00 1.197 4.00 5.00 0.50 0.75 0.29 

(E-2-2)도서 에서 계획한 독서 로그램은 학
문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0.60 4.10 4.50 1.197 4.00 5.00 0.50 0.78 0.29 

(E-2-3)사서는 취학  아동에게 서비스(독서
로그램 등)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정서  성장

을 진시킨다.
0.80 4.20 4.00 0.919 4.00 5.00 0.50 0.75 0.22 

(E-2-4)도서 은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발
달시키고 추상  사고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기
여한다.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E-2-5)도서 은 독서치료 등의 독서요법을 제
공하여 인성개발에 기여한다.

0.80 4.10 4.00 0.568 4.00 4.00 0.00 1.00 0.14 

(E-2-6)도서 은 지  호기심 향상  지  갈
등 해결능력 향상을 해 실험과 탐구를 하도록 
지원한다.

1.00 4.20 4.00 0.422 4.00 4.00 0.00 1.00 0.10 

(E-2-7)도서 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
에 알맞은 다양한 정보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함으로써 탐구학습과 창의력 개발에 기
여한다.

0.80 4.10 4.00 0.568 4.00 4.00 0.00 1.00 0.14 

(E-2-8)도서 은 아동과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
하여, 자주 인 평생학습자 양성에 기여한다.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E-2-9)도서 은 교과학습, 특별활동, 학교행
사 등 교육활동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인성교육에 기여한다.

0.80 4.20 4.00 0.632 4.00 5.00 0.50 0.7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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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경우 사회  가치로의 이동이 제시되

었다.

넷째, 1차 델 이 조사에 한 문가 의견

을 반 하여 2차 델 이 조사를 하여 주제

가이드 평가지표를 수정하 다. 내용의 명확

화를 하여 10개 평가지표를 수정하 다. 내

용 타당도  수렴도, 합의도를 통과하지 못한 

문항에 해서는 1차 설문임을 감안하여 삭제

하지 않고 2차 설문 문항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하여 1차 설문의 경우 총 73개 평가지표에

서 2차 설문의 경우 71개의 평가지표로 축소

되었다.

4.1.2 2차 델 이 조사 분석

2차 델 이 조사에서는 1차 델 이 조사 분

석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반 하여, 5개의 평가

역, 13개 평가항목, 71개 평가지표를 상으

로 합성을 재평가하 다. 문가 의견을 반

하여 2개의 평가지표를 설문항목에서 삭제하

다. 2차 설문조사의 경우 1차 조사에 응답한 

응답결과와 함께 체 문가 평가  수, 

25백분 수, 75백분 수 등을 설문지에 제시함

으로써 분석결과를 토 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 으며, 2차 델 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타당도

평균 수
표
편차

백분 수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5% 75%

(A)
리터러시 
개선

(A-1)
도서 은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A-1-1) 0.80 3.9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A-1-2) 0.60 4.00 4.00 0.943 4.00 5.00 0.50 0.75 0.24 

(A-1-3) 0.80 4.40 4.50 0.699 4.00 5.00 0.50 0.78 0.16 

(A-1-4) 1.00 4.60 5.00 0.516 4.00 5.00 0.50 0.80 0.11 

(A-1-5)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A-1-6) 1.00 4.60 5.00 0.516 4.00 5.00 0.50 0.80 0.11 

(A-2)
도서 은 미취학 이용자의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A-2-1)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A-2-2) 0.40 3.80 4.00 0.632 3.00 4.00 0.50 0.75 0.17 

(A-2-3) 0.20 3.90 4.00 0.876 3.00 5.00 1.00 0.50 0.22 

(A-2-4)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A-2-5) 0.80 4.20 4.00 0.632 4.00 5.00 0.50 0.75 0.15 

(A-3)
도서 은 정보활용능력 개선에 기여한다.

(A-3-1)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A-3-2)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A-3-3)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A-3-4) 0.80 4.60 5.00 0.699 4.00 5.00 0.50 0.80 0.15 

(A-3-5) 0.40 3.80 4.00 0.632 3.00 4.00 0.50 0.75 0.17 

(A-3-6)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B)
학습  
교육지원

(B-1)
도서 은 개인학습을 지원한다.

(B-1-1) 1.00 4.00 4.00 0.000 4.00 4.00 0.00 1.00 0.00 

(B-1-2)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B-1-3)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B-1-4)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B-2)
도서 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B-2-1).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B-2-2) -0.20 3.30 3.00 0.675 3.00 4.00 0.50 0.67 0.20 

(B-2-3) 0.80 3.9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B-2-4)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B-2-5) 1.00 4.60 5.00 0.516 4.00 5.00 0.50 0.80 0.11 

(B-2-6)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표 6> 2차 델 이 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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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타당도

평균 수
표
편차

백분 수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5% 75%

(B)
학습  
교육지원

(B-3)
도서 은 평생교육기능을 제공한다.

(B-3-1) 0.20 3.70 4.00 0.675 3.00 4.00 0.50 0.75 0.18 

(B-3-2) 1.00 4.60 5.00 0.516 4.00 5.00 0.50 0.80 0.11 

(B-3-3) 0.80 4.20 4.00 0.919 4.00 5.00 0.50 0.75 0.22 

(B-3-4) 0.80 4.40 4.50 0.699 4.00 5.00 0.50 0.78 0.16 

(B-3-5) 0.20 3.50 4.00 0.707 3.00 4.00 0.50 0.75 0.20 

(B-3-6) 0.80 4.00 4.00 0.471 4.00 4.00 0.00 1.00 0.12 

(B-3-7)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C)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C-1)
도서 은 연구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C-1-1)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C-1-2)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1-3)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1-4)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C-1-5) 0.80 4.20 4.00 0.632 4.00 5.00 0.50 0.75 0.15 

(C-1-6)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1-7) 0.80 4.00 4.00 1.155 4.00 5.00 0.50 0.75 0.29 

(C-1-8)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C-2)
도서 은 교육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C-2-1)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2-2)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D)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D-1)
도서 의 교육  역할은 확 되고 있다.

(D-1-1)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D-1-2)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D-1-3) 0.80 4.00 4.00 0.471 4.00 4.00 0.00 1.00 0.12 

(D-1-4)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D-1-5) 0.80 4.10 4.00 0.568 4.00 4.00 0.00 1.00 0.14 

(D-2)
도서 은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D-2-1)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D-2-2)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D-2-3) 0.60 3.80 4.00 0.422 4.00 4.00 0.00 1.00 0.11 

(D-2-4) 0.40 3.80 4.00 0.632 3.00 4.00 0.50 0.75 0.17 

(D-3)
도서 은 교육환경조성에 기여한다.

(D-2-5)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D-3-1)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E)
역량강화

(E-1)
도서 은 독서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D-3-2) 0.80 4.00 4.00 0.471 4.00 4.00 0.00 1.00 0.12 

(D-3-3) 0.80 3.9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E-1-1) 0.80 4.20 4.00 0.632 4.00 5.00 0.50 0.75 0.15 

(E-1-2)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E-1-3)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E-1-4)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E-1-5)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E-2)
도서 은 인성  창의역량 강화에 기
여한다.

(E-1-6) 0.80 4.10 4.00 1.197 4.00 5.00 0.50 0.75 0.29 

(E-1-7) 0.60 4.30 4.50 0.823 4.00 5.00 0.50 0.78 0.19 

(E-2-1) 0.80 4.30 4.00 0.675 4.00 5.00 0.50 0.75 0.16 

(E-2-2)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E-2-3) 1.00 4.00 4.00 0.000 4.00 4.00 0.00 1.00 0.00 

(E-2-4)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E-2-5) 1.00 4.00 4.00 0.000 4.00 4.00 0.00 1.00 0.00 

(E-2-6)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E-2-7)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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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델 이 조사 결과로, 내용 타당도는 1차 

델 이 조사와 같은 0.62를 기 으로 하 다. 2차 

델 이 조사 결과 내용 타당도 비율이 0.62 이

하인 지표는 리터러시 개선 역에서 4개 지표, 

학습  교육지원 역에서 3개 지표,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역에서 2개 지표, 역량강화 

역에서 1개 지표로 나타났다. 2차 델 이 조

사에서 내용 타당도를 만족하지 못한 평가요소

는 총 71개 평가지표  10개로 1차 응답결과

(73개  18개 평가요소)에 비해 항목에서 의

견 일치를 이루었다. 71개의 평가지표  22개 

평가지표는 내용 타당도 비율이 1.00으로 모든 

응답자가 필요함을 인정하 다. 

둘째, 2차 델 이 조사 타당도 검증을 해 

수렴도  합의도를 분석하 다. 수렴도 평가 

기 인 0.5를 과하는 평가요소는 없었으며, 

합의도 평가 기  0.75 미만인 평가지표 한 없

었다. 응답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안정도는 1차 

설문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에서 0.8 이하로 

매우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분 수(25∼75%) 이외 의견 사유로, 

타 문가 의견에 비해 높거나 낮게 평가했을 

경우 그 사유에 한 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주로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복된다는 의견, 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의 요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 각 지표의 의

미가 복된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

넷째, 2차 델 이 조사에 한 문가 의견

을 반 하여 3차 델 이 조사를 하여 평가지

표를 수정하 다. 첫째, 리터러시 개선 평가

역에서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5개의 평가

지표의 내용을 수정하 다. 둘째, 학습  교육

지원 평가 역에서는 6개의 평가지표에 해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5개 지표를 수정하 다. 

셋째,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평가 역에

서는 1개의 평가지표 내용을 수정하 으며, 넷

째, 역량 강화 평가 역에서 2개의 평가지표를 

수정하 다.

4.1.3 3차(최종) 델 이 조사 분석

3차(최종) 델 이 조사에서는 2차 델 이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반 하여 5개

의 평가 역, 13개 평가항목, 71개 평가지표를 

상으로 문가 의견을 수렴하 다. 3차 델

이 조사의 경우 2차 조사에 응답한 응답결과와 

함께 체 문가 평가  수, 25 백분 수, 

75 백분 수 등을 제시함으로써 분석결과를 토

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25 

백분 수∼75 백분 수 이외의 역에 의견을 

 이유에 한 사유를 설문내용에 포함하여 

다른 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자신의 의

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3차(최종) 델

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내용 타당도는 2차 델 이 조사와 같

은 0.62를 기 으로 하 다. 3차 델 이 조사 

결과 내용 타당도 비율이 0.62 이하인 평가지표

는 리터러시 개선 역에서 3개의 평가지표, 학

습  교육지원 역에서 3개의 평가지표가 내

용 타당도 비율을 만족하지 못했다. 

3차 설문  내용 타당도를 통과하지 못한 항

목은 총 71개 평가지표  6개의 평가지표로 

1차 응답결과(73개  18개 평가요소), 2차 응답

결과(71개  11개 평가지표)에 비해 의견 일치

를 이루었다. 내용 타당도에 있어 71개 평가지표 

 57개 평가지표는 내용 타당도 비율이 1.00으

로 모든 응답자가 필요함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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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타당도

평균 수
표
편차

백분 수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5% 75%

(A)
리터러시 
개선

(A-1)
도서 은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A-1-1) 0.80 3.9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A-1-2) 0.80 3.90 4.00 0.738 4.00 4.00 0.00 1.00 0.19 

(A-1-3)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A-1-4) 1.00 4.80 5.00 0.422 5.00 5.00 0.00 1.00 0.09 

(A-1-5) 0.80 4.40 4.50 0.699 4.00 5.00 0.50 0.78 0.16 

(A-1-6) 1.00 4.60 5.00 0.516 4.00 5.00 0.50 0.80 0.11 

(A-2)
도서 은 미취학 이용자의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A-2-1) 1.00 4.80 5.00 0.422 5.00 5.00 0.00 1.00 0.09 

(A-2-2) 0.60 3.90 4.00 0.568 4.00 4.00 0.00 1.00 0.15 

(A-2-3) 0.20 3.80 4.00 0.789 3.00 4.00 0.50 0.75 0.21 

(A-2-4) 1.00 4.20 4.00 0.422 4.00 4.00 0.00 1.00 0.10 

(A-2-5)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A-3)
도서 은 정보활용능력 개선에 기여
한다.

(A-3-1)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A-3-2)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A-3-3)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A-3-4) 1.00 4.80 5.00 0.422 5.00 5.00 0.00 1.00 0.09 

(A-3-5) 0.40 3.80 4.00 0.632 3.00 4.00 0.50 0.75 0.17 

(A-3-6)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B)
학습  
교육지원

(B-1)
도서 은 개인학습을 지원한다.

(B-1-1) 1.00 4.00 4.00 0 4.00 4.00 0.00 1.00 0.00 

(B-1-2)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B-1-3) 1.00 4.20 4.00 0.422 4.00 4.00 0.00 1.00 0.10 

(B-1-4)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B-2)
도서 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B-2-1).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B-2-2) -0.20 3.40 3.00 0.516 3.00 4.00 0.50 0.67 0.15 

(B-2-3) 0.80 3.9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B-2-4)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B-2-5) 1.00 4.60 5.00 0.516 4.00 5.00 0.50 0.80 0.11 

(B-2-6)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B-3)
도서 은 평생교육기능을 제공한다.

(B-3-1) 0.40 3.70 4.00 0.483 3.00 4.00 0.50 0.75 0.13 

(B-3-2)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B-3-3) 0.80 4.10 4.00 0.876 4.00 5.00 0.50 0.75 0.21 

(B-3-4)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B-3-5) 0.40 3.70 4.00 0.483 3.00 4.00 0.50 0.75 0.13 

(B-3-6)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B-3-7)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C)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C-1)
도서 은 연구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C-1-1)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C-1-2)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1-3)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1-4) 1.00 4.70 5.00 0.483 4.00 5.00 0.50 0.80 0.10 

(C-1-5)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C-1-6)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1-7)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C-1-8)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C-2)
도서 은 교육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C-2-1)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C-2-2)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표 7> 3차 델 이 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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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차 델 이 조사 타당도 검증을 해 

수렴도  합의도를 분석하 다. 수렴도는 71개 

평가지표 모두 0.5 이하로 체 문가의 의견

을 수렴하 으며, 합의도 평가 기  0.75 이상

에 부합하지 않은 평가지표는 학습  교육지

원 역  1개의 평가지표로 총 7개의 평가지

표로 2차에 비해 문가의 일치도가 있었다. 응

답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안정도는 1차, 2차 설

문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 0.8 이하로 매우 안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분 수(25∼75%) 이외 의견 사유로, 

타 문가 의견에 비해 높거나 낮게 평가했을 

경우 그 사유에 한 문가들의 의견도 종합 

정리하 다. 

4.2 최종 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비 평가지표로 최  5개의 평가 역, 13개 평가

항목, 73개 평가지표를 1차 으로 개발하 다. 

이를 상으로 3차에 걸친 델 이 조사를 통해 

최종 으로 5개의 평가 역, 13개 평가항목, 

62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최종 평가지표를 개발

하 다.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타당도

평균 수
표
편차

백분 수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5% 75%

(D)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D-1)
도서 의 교육  역할은 확 되고 있다.

(D-1-1) 1.00 4.20 4.00 0.422 4.00 4.00 0.00 1.00 0.10 

(D-1-2)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D-1-3)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D-1-4)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D-1-5) 1.00 4.20 4.00 0.422 4.00 4.00 0.00 1.00 0.10 

(D-2)
도서 은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D-2-1)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D-2-2)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D-2-3) 1.00 4.00 4.00 0 4.00 4.00 0.00 1.00 0.00 

(D-2-4) 0.80 4.00 4.00 0.471 4.00 4.00 0.00 1.00 0.12 

(D-3)
도서 은 교육환경조성에 기여한다.

(D-2-5)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D-3-1)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E)
역량강화

(E-1)
도서 은 독서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D-3-2)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D-3-3) 1.00 4.00 4.00 0 4.00 4.00 0.00 1.00 0.00 

(E-1-1)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E-1-2)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E-1-3) 1.00 4.50 4.50 0.527 4.00 5.00 0.50 0.78 0.12 

(E-1-4)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E-1-5)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E-2)
도서 은 인성  창의역량 강화에 기
여한다.

(E-1-6) 0.80 4.20 4.00 0.919 4.00 5.00 0.50 0.75 0.22 

(E-1-7) 0.80 4.20 4.00 0.919 4.00 5.00 0.50 0.75 0.22 

(E-2-1)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E-2-2) 1.00 4.40 4.00 0.516 4.00 5.00 0.50 0.75 0.12 

(E-2-3) 1.00 4.00 4.00 0.000 4.00 4.00 0.00 1.00 0.00 

(E-2-4) 1.00 4.10 4.00 0.316 4.00 4.00 0.00 1.00 0.08 

(E-2-5) 1.00 4.00 4.00 0.000 4.00 4.00 0.00 1.00 0.00 

(E-2-6)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E-2-7) 1.00 4.30 4.00 0.483 4.00 5.00 0.50 0.75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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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리터러시 개선

리터러시 개선에 한 평가는 1차에 3개의 

평가항목, 1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를 

3차에 걸친 델 이 조사를 통해 최종 으로 3개

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 다. 

구체 인 평가지표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첫

째, ‘도서 은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평가 

항목에서는 ‘도서  사서의 유무에 따라 도서

의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을 받는다.’, ‘도

서 의 사서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용자

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도서 은 이용자를 

상으로 리터러시 로그램을 제공하여 리터

러시 능력을 향상시킨다.’ 평가지표는 문가 

의견에 따라 지표의 의미 복으로 총 3개의 평

가지표를 삭제하 다.

둘째, ‘도서 은 미취학 이용자의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평가항목에서 ‘도서 은 보육

교사들에게 리터러시 로그램, 조기교육 로

그램, 워크  등을 제공하여 리터러시를 향상시

킨다.’ 지표는 내용타당도(0.62 이상)를, ‘도서

은 부모 상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리터러

시를 향상시킨다.’ 지표는 내용타당도(0.62 이

상)를 1, 2, 3차에서 만족하지 못해 총 2개의 평

가지표를 삭제하 다.

셋째, ‘도서 은 정보활용능력 개선에 기여한

다.’ 평가항목에서는 ‘도서 은 지역주민의 매체

활용능력(인터넷, 스마트폰 등) 향상에 기여한

다.’ 지표는 내용타당도를 1, 2, 3차에서 만족하

지 못해 평가지표를 삭제하 다(<표 8> 참조).

4.2.2 학습  교육지원

학습  교육지원에 한 평가는 1차에 3개

의 평가항목, 1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를 3차에 걸친 델 이 조사를 통해 최종 으

로 3개의 평가항목, 14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

다. 

구체 인 평가지표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첫

째, ‘도서 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평가항목에서 ‘도서 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교과목에 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지

표는 내용타당도(0.62 이상)와 합의도(0.75 이

상)를 1, 2, 3차에서 만족하지 못해 삭제되었으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리터러시 

개선

도서 은 리터러시 개

선에 기여한다.

도서 의 사서에게 서비스를 받을수록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도서 의 사서에게 정보활용교육을 더 많이 제공받은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도서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활동은 이용자의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한다.

도서 은 미취학 이용

자의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도서 은 진학하는 아동의 독서능력에 정 인 향을 다.

도서 은 유아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리터러시를 향상시킨다.

도서 은 리터러시를 향상시켜 미취학 아동의 학습자세를 향상시킨다.

도서 은 정보활용능

력 개선에 기여한다.

도서 은 미디어활용능력, 시청각자료활용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을 향상시킨다.

도서 은 성인 상으로 컴퓨터기술 교육 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서 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원(도서, 잡지, CD, 웹사이트, 비디오 등)활용방법을 제공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은 향상된다.

도서 은 이용자의 정보자원에 한 근  사용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표 8> 리터러시 개선 역의 최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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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서 의 장서는 이용자의 학업 향상에 기

여한다.’ 평가지표는 문가 의견에 따라 지표

의 의미 복으로 삭제되어 총 2개의 평가지표

를 삭제하 다. 

둘째, ‘도서 은 평생교육기능을 제공한다.’ 

평가항목에서는 ‘도서 은 정규 학교에 진학하

지 못한 청소년  성인을 상으로 비정규 학

교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보완에 기여한다.’, 

‘도서 은 사회  이슈에 해 비 으로 사

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한다.’ 평가

지표는 내용타당도를 1, 2, 3차에서 만족하지 

못하여 2개의 평가지표를 삭제하 다. 한 3차 

델 이 조사에서 문가의 의견에 따라 ‘도서

은 사회발 을 한 사회구성원의 문화수  

향상  사회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 평가지

표를 ‘도서 은 사회발 을 한 사회구성원의 

문화수  향상에 기여한다.’, ‘도서 은 사회발

을 한 사회구성원의 사회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로 분리하여 1개의 지표를 추가하

다(<표 9> 참조).

4.2.3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역에 한 평가

는 1차에 2개의 평가항목, 1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를 3차에 걸친 델 이 조사를 통

해 최종 으로 2개의 평가항목, 10개의 평가지

표를 도출하 다. 

모든 지표의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등

이 1, 2, 3차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표를 유지하 다(<표 10> 참조).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학습  

교육지원

도서 은 개인학습을 

지원한다.

문사서가 있는 도서 의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도서 의 문사서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도서 의 문사서에게 서비스를 받을수록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도서 의 문사서에게 정보활용교육을 더 많이 제공받은 이용자의 읽기능력은 향상된다.

도서 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도서 은 학습 자원(책, 컴퓨터 등)의 활용을 지원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도서 은 교과과정과 한 장서, 자책, 온라인 정보원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간의 력 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사서는 이용자를 상으로 도서  이용교육/정보활용교육을 자주 제공하여 학업성취도 향상

에 기여한다.

도서 은 평생교육기

능을 제공한다.

도서 은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에 기여한다.

도서 은 사회발 을 한 사회구성원의 문화수  향상에 기여한다.

※ 문화수 은 언어, 풍습, 종교, 학문 등에 한 일정한 정도를 의미함

도서 은 사회발 을 한 사회구성원의 사회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

※ 사회  자질은 인간이 집단 속에서 개인  집단 간에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도서 은 교양 로그램을 제공하여 폭넓은 지식 함양에 기여한다.

도서 은 직업인 양성  재교육을 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인력 양성에 기여한다.

도서 은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선택과 분석, 종합, 평가, 해석, 표  등을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9> 학습  교육지원 역의 최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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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도서 은 연구  학
술활동을 지원한다.

도서 은 연구 활동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 은 새로운 지식정보원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도서 의 정보자원은 연구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도서 은 정보검색법,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탐색, 서지 리 로그램 이용법에 한 
정보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연구활동에 기여한다.

도서 은 연구윤리에 한 교육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무의식 에 행하게 되는 
연구부정행 를 막는데 기여한다.

도서 의 학술  참고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한다.

도서 의 연구지원은 이용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

도서 은 이용자가 원하는 분야의 공 련 정보원을 제공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도서 은 교육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
를 제공한다.

도서 은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

도서 은 온라인 학습환경  실제 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시스템 운 으로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표 10>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역의 최종 평가지표

4.2.4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역에 한 평

가는 1차에 3개의 평가항목, 13개의 평가지표

로 구성되었다. 이를 3차에 걸친 델 이 조사를 

통해 최종 으로 2개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

지표를 도출하 다. 

‘도서 의 교육  역할은 확 되고 있다.’ 평가

역은 다른 평가 역에 비해 변동사항이 거의 없

으며, 1차 델 이 조사에서 문가 의견 수렴을 통

해 ‘도서 은 높은 품질의 교육 로그램을 제공

한다.’, ‘도서 은 물리  환경, 교육과정 참여, 다

양한 유형의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

계  리하여 효과 인 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항목을 삭제하 다(<표 11> 참조).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도서 의 교육  역할
은 확 되고 있다.

도서 은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서 의 교육  가치를 향상시킨다.

도서 은 교육 련 자료를 수집하여 도서 의 교육  가치를 향상시킨다.

도서 은 부모와 교육자들이 선호하는 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서 은 청소년에게 교육의 요성과 자기개발 방법을 알릴 수 있다.

도서 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여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도서 은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도서 은 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 인 능력을 신장시킨다.

도서 은 이용자의 흥미와 능력,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과정 활성화에 기여한다.

도서 은 기술  인 라, 활용교육, 학습 결과 표 을 한 기술  도구를 제공한다.

도서 은 정보이용을 통한 이용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해 도서  자원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
을 제공한다.

도서 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도서 은 자정보자원에 근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도서 은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 기기, 시설을 갖추었다.

<표 11>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역의 최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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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역량강화

역량강화 역에 한 평가는 1차에 2개의 

평가항목, 16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를 

3차에 걸친 델 이 조사를 통해 최종 으로 2개

의 평가항목, 16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 다. 

모든 지표의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등

이 1, 2, 3차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표를 유지하 다(<표 12> 참조).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수, 종별 사서

를 상으로 3차에 걸친 의견수렴 결과 도서  

교육  가치 측정을 한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

하 다. 최종 도출된 평가지표는 5개 평가 역, 

13개 평가항목, 62개 평가지표를 도출하 다. 

구체 으로 리터러시 개선 평가 역에서는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지표를 도출되었

고, 학습  교육지원 평가 역에서는 3개의 평

가항목, 14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으며, 연

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평가 역에서는 2개

의 평가항목, 10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한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평가 역에

서는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지표가 도출

되었으며, 역량강화 평가 역에서는 2개의 평가

항목, 16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표 13> 

참조).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역량강화

도서 은 독서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도서 은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도서  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자료

를 제공한다.

사서는 학생들의 선택  읽기, 어휘증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 에서 읽기경험을 가진 성인이 어린이들에게 독서경험을 공유할수록 어린이의 독서역량

은 높게 나타난다.

도서 의 독서 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책과 함께 보내게 하고, 독서성과를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친다. 

도서 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쟁 에 한 다양한 입장을 담은 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비  독서와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한다.

사서는 책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능숙하다.

도서 은 인성  창

의역량 강화에 기여

한다.

도서 에서 제공하는 독서 로그램은 지식을 추구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기여한다.

도서 에서 계획한 독서 로그램은 학문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서는 취학  아동에게 서비스(독서 로그램 등)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정서  성장을 

진시킨다.

도서 은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발달시키고 추상  사고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도서 은 독서치료 등의 독서요법을 제공하여 인성개발에 기여한다.

도서 은 지  호기심 향상  지  갈등 해결능력 향상을 해 실험과 탐구를 하도록 지원한다.

도서 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 에 알맞은 다양한 정보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탐구학습과 창의력 개발에 기여한다.

도서 은 아동과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주 인 평생학습자 양성에 기여한다.

도서 은 교과학습, 특별활동, 학교행사 등 교육활동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인성교육에 기여한다.

<표 12> 역량강화 역의 최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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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

리터러시 개선(11개)

도서 은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3

도서 은 미취학 이용자의 리터러시 개선에 기여한다. 3

도서 은 정보활용능력 개선에 기여한다. 5

학습  교육지원(14개)

도서 은 개인학습을 지원한다. 4

도서 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4

도서 은 평생교육기능을 제공한다. 6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10개)
도서 은 연구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8

도서 은 교육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2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11개)

도서 의 교육  역할은 확 되고 있다. 5

도서 은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4

도서 은 교육환경조성에 기여한다. 2

역량강화(16개)
도서 은 독서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7

도서 은 인성  창의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9

계 62

<표 13> 도서 의 교육  가치 최종 평가지표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의 교육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공도

서  사서와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

여 도서 의 교육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ALA에서 제시한 목록  국내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핵심 인 내용을 구조화하여 비 교육

 가치 평가지표를 도출하 다. 비 평가지표

는 도서 의 교육  가치를 크게 리터러시 개선, 

학습  교육지원,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역량 강화 등의 

5가지 평가 역, 13개 평가항목, 73개의 평가지

표를 도출하 다. 

10명의 문가를 선정하여 3차에 걸친 델

이 조사를 실시하 으며, 회차마다 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여 지표를 수정, 추가, 삭제하 으

며, 최종 으로 5개의 평가 역, 13개 평가항목, 

62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최종 평가지표를 개발

하 다. 구체 으로 리터러시 개선 평가 역에

서는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지표를 도출

되었고, 학습  교육지원 평가 역에서는 3개

의 평가항목, 14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으며, 

연구지원  정보자원 제공 평가 역에서는 

2개의 평가항목, 10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한 교육환경  교육의 질 개선 평가 역에서

는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

었으며, 역량강화 평가 역에서는 2개의 평가항

목, 16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

표를 기반으로 도서 의 교육  가치를 실제로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경제  가치처럼 투입 비 산출

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요하지만, 도서

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리고 있는 이용

자들을 상으로 그 체감도를 측정함으로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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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가치 측정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도서 은 평생교육 기 으로서 일반

인 교육  가치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 의 

가치들은 일반 인 교육  가치에 교집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서

은 반 인 교육  가치를 실 하는 데 기여

하고 있다. 

한 종에 따라 이용자가 느끼는 교육  가

치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도서 , 

공공도서 , 문도서  등을 종별로 구분하

여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물론 이 경우에는 종별로 특성화

된 평가지표의 추가 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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