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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교사의 정보 요구  이용 행태에 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Need and Use Behavior of Elementar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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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등교사들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여 학교도서 의 교육정보서비스 개발에 시사 을 얻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이에 등교사 11명을 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등교사들이 인식하는 역할과 업무에 

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보 요구와 주 정보원을 악하 다. 분석 결과 등교사들은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담임 업무, 교수․학습활동, 학교 담당 업무, 기타 업무 순으로 그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웹정보  인  정보, 도서 정보 등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역할과 업무에 따라 웹정보 는 인  정보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교사 간 웹 커뮤니티가 주 정보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 다. 이에 학교도서

에서 운 하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많은 등교사들이 이용하는 웹 정보원에서 공유하는 것, 등교사들과 학습 

공동체 형성을 통해 력  교육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학교도서 을 통해 다양한 담임 업무 련 도서를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 다.

주제어: 등교사, 역할, 정보 이용 행태, 학교도서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obtain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information service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by analyzing thei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The in-depth interview was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with 11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it analyzed of the core roles and 

task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required information and usage behavior of information source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d homeroom duties, teaching/learning 

activities, school duties, and other as their works and tasks, and the response to the importance 

of task performance was homeroom teacher, teaching-learning activities, school works, and other 

tasks. Also, elementary school teachers needed information in order of teaching-learning activities, 

homeroom teacher, school works and they used various information sources including web, interpersonal 

sources and book. Moreover, this study observed some factors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 mainly 

used web information source which other elementary school teacher developed and that they got 

teaching-learning materials from fellow teach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proposed teacher 

librarian share library based instruction materia in web resource, provide cooperative educational 

information service through learning community, and provide homeroom work material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KEYWORDS : Elementary School Teacher, Task,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School Library

*
**

홍천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smcan2000@naver.com / ISNI 0000 0004 8011 0970) (제1 자)

수원 평 등학교 교사(floreciente@korea.kr / ISNI 0000 0005 0259 900X) (공동 자)

∙논문 수: 2021년 5월 21일   ∙최 심사: 2021년 5월 29일   ∙게재확정: 2021년 6월 13일

∙한국도서 · 정보학회지, 52(2), 209-233,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2.202106.209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2, No. 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2권 제2호)

- 210 -

Ⅰ. 서 론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그  문가는 자신의 직무와 

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해 체계 이고 문 인 정보를 탐색한다. 교사들은 교․사  는 교직

과정을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쌓아온 교육  신념, 태도

와 교수․학습에 한 이해,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문성을 발휘한다.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기 

하여 학습자 분석, 교육과정 분석 등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해 쌓은 교사들은 그들의 개인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끊임없이 교육과정에 한 정보를 찾기 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을 이

용한다. 가르침이란 기계  과정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로 얽  있어 교수․학습 상황에 따른 교사의 

실제 인 노력이 요구되는 행 (Jackson, 1968)일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과정을 그 로 달하는 

수동 인 달자가 아닌 능동 으로 이를 개발하고 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Schwab, 1969). 

학교도서 은 교육과정 달성을 목표로 교사,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 으

로 한다. 이를 해 학교도서 은 이용 상자에 알맞은 인쇄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디지털 자료

와 같은 다양한 양질의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학교의 공식, 비공식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한 개인

인 로젝트 활동이나 개인 능력 개발 활동까지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IFLA, 2015). 이러한 

양질의 교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도서  이용층에 한 정보 요구와 이용 형태에 

한 이해를 제로 해야 하며, 따라서 주요 이용자인 교원에 한 분석은 필수 이다.

본 연구의 상인 등교사의 경우, ․고등교사에 비해 수업 목 으로 도서 을 찾는 빈도는 

높으나 주로 독서교육을 해 찾는 경우가 많았다(박주 , 허우정, 2019). 그러나 학교도서 이 

등교육에서 통합 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학습센터로 기능하기 하여는 단순히 독서교육의 

공간이라는 한정  역할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

다. 한 등교사는 타 학교 에 비하여 1명의 교사가 10개의 교과를 거의 모두 가르치고, 생활지

도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요한 역할 모델이 된다는(안서 , 김 , 이정표, 2021)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 면 온라인 수업이 용되면서 최근 들어 새로운 교

수․학습활동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김혜진, 2020; 박주만, 2021; 천종문, 홍덕기, 2021) 

변해가는 새로운 미래 교육 환경을 비하기 한 등교사들의 정보 요구는 기존보다 더욱 심화

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이에 등교사의 정보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한 교육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의 교육  역할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문직의 정보 요구  이용 행태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의사(김나

원, 박지홍, 2009; 홍기선, 2008), 변호사(김지 , 서은경, 2015), 기자(장선화, 2005), 소설가(박

수희, 2017), 등 교사(이은솔, 2017; 임정훈, 이종욱, 이병기, 2019) 등 다양한 문 분야 인력에 

한 정보이용행태에 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등교사를 상으로 정보추구행태를 체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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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등교사의 정보추구행태에 한 이해는 학교도서 의 주된 

이용자  하나인 교사들의 정보 요구에 한 심층 인 이해를 이끌어내며 교육정보서비스 개발

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등교사들이 인식하는 핵심 역할과 

업무 역할 인식을 악하고 이들의 정보요구와 사용하는 주요 정보원을 악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선행 연구

1.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

역할(role)의 사  정의는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며, 업무(task)는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는 일’을 의미한다(표 국어 사 , 2021.5.15.). ․ 등교육법(법

률 제17958호)에 따르면 교사의 법 인 역할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며, 실제 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게 실 된다. 

교사의 역할수행은 크게 수업 그 자체에 을 둔 교육  역할수행과 수업 외 각종 업무처리 

 내외 행사 등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심을 두는 통  역할수행으로 나 어 

볼 수 있다(고재천, 2010). 하지만 등교사와 등 교사의 역할과 업무는 다소 차이가 있다. 등

교사의 경우, 교과를 심으로 교사로서 역할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등 교사와는 달리 

등학교의 목 과 교직 체제, 실제  교사의 역할로 인해 교과보다 담임으로서 을 두고 학

과 아동교육 모두를 아우르는 ‘Generalist(학 /아동교육 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정표, 김 , 2021). 이처럼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에 해 여러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고, 다음 

<표 1>에 역할을 심으로 정리하여 종합하 다.

연구자
강선희
(2010)

김희규, 주 효
(2014)

강경희, 김용주
(2016)

정제  외 5인
(2016)

이정표
(2018)

역할 
 

업무

학습지도  학 경 수업지도 교과지도 교과지도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 경 생활지도 비교과지도 생활지도

인간 계 지도 학교경 학 경 생활지도  상담 학 경

문성 개발 인 계 학 경

행정 업무 학교행정지원

교직 문성 신장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연계

문성 신장

교육정책 이해도

교직소양

<표 1>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에 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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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유형에 따라 등교사에게는 다양한 역할과 업무가 주어진다.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에 한 연구는 <표 1>과 같이 주로 등교사의 업무를 심으로 교과 

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기타 행정업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등교사는 

교육과정 운   교과 지도, 생활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등교사의 주요 업무  공통 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토 로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를 교수․학습활동, 담임 업무, 학교 담당 업무  기타 업무로 구분하 다.

2. 교사의 정보 이용 행태에 한 선행연구

다양한 이용자 층의 정보행태추구 연구는 국내․외에서 꾸 히 진행되어 왔다. 정보추구행태는 

정보요구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유사라, 2015), 이용자의 요구가 발생한 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아 개인의 목 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임정훈, 이종욱, 이병기, 

2019). 문헌정보학 에서 등교사의 정보 이용 행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기 힘들지

만, 등교사의 교육  요구 분석의 하  역으로 요구되는 정보와 련된 연구는 꾸 히 진행되

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컴퓨터  정보 소양 교육, 발명교육, STEAM  수학 교육, AI교육 

등 교수․학습 활동을 심으로 다양한 장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심 으로 

진행되었다. 먼  등교사의 연구로, 성균, 박상욱, 이은경(2019)은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에 

한 등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기 하여 등교사 16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컴퓨터 정보 소양 련 융합 교육 자료  정보를 교원 연수, 연구 자료  언론, 동료교사, 

연구학교 재직 순으로 얻고 있었고, 해당 주제에 한 교수․학습 측면을 어려워하기에 련 교육 

로그램 시 자료를 개발하여 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을 제안하 다. 진주은(2018)은 

학습 부진아를 한 수학 STEAM 로그램을 해 교사들은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보 , 

련 교육 연수의 활성화에 한 교사들의 요구를 확인하 다. 이명선, 정지윤(2020)은 등교사

의 발명교육지도를 해 발명교육 로그램 개발, 발명 활동 지도법, 발명 교수학습 등에 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을 악하 다. 권 례(2017)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용에 있어 수학 교과 

역량을 용한 교수․학습 자료 는 평가자료, 내용 체계 재구조화 배경, 방법  활용 방법에 

한 지원, 교육과정 내용에 한 정보, 공학  도구 활용에 한 지원에 한 정보 요구를 확인하

다. 이수 (2020)은 AI교육을 해 AI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도구 안내, 수업 사례, 윤리 

문제 등에 한 등교사의 요구가 높음을 확인하 고, 련 교육에 한 안내 자료  연수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이 등교사들이 요구하는 정보 자체에 한 

분석보다는 부분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치우쳐 있어 등교사의 반 인 역할과 업무에 

따른 정보 요구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등교사의 교육  요구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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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등교사들의 정보 이용 행태에 한 선행연구를 함께 분석하 다. 

등교사의 경우, 과학 교사를 상으로 한 이은솔(2017)의 학 논문, 사회교사를 상으로 

한 임정훈, 이종욱, 이병기(2019)의 연구, 그리고 고등학교 공통 과목 교사를 상으로 한 계민정, 

김기 (2019) 등이 정보추구행태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은솔(2017)과 임정훈, 이종욱, 이병기(2019)의 연구는 문가 집단에 용 가능한 모형인 

Leckie 정보추구 모형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으며, 정보 추구 과정에서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했다. 이은솔(2017)은 학 논문에서 과학과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련된 정

보탐색행태 구성요인을 분석하 으며, 과학과 교사의 정보 요구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수업 

활동에서 교사 혹은 학생이 사용할 자료를 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 요구 해결을 

하여 웹 정보원, 서 , 사람 등의 순으로 근하며 여러 단계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훈, 이종욱, 이병기(2019)는 사회과 교사들의 주요 과업은 교수활동, 학생지도, 학

교 경 이며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검색 엔진, 동료 교사, 공 도서, 동 상 서비스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원을 인식하는데 신뢰성, 정보의 질, 정보 제공 

형태, 정보탐색 성공 여부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민정, 김기 (2019)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공통 과목(국어, 어, 수학, 과학, 사회) 교사의 교육정보요구에 

해 분석하 고,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한 지식이 높을수록 요구수 도 높아진다는 , 교과 

연계 도서의 복본을 많이 요구한다는 ,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학습자료 정보원을 요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한 등 교사에 한 정보추구행태에 한 국외 연구는 생물교사(Perrault, 

2007), 지리교사(Bisto & Fourie, 2012), 특수교사(Laloo & Buhril, 2013), 과학교사(Khan et 

al., 2014)를 상으로 수행되었다. Perrault(2007)는 생물교사의 온라인 정보 탐색 행 에 한 

인식을 연구하 고, 교사들은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지만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해 설계

된 디지털 도서 , 온라인 연간물 데이터베이스, 자 토론 등과 같은 교육용 온라인 정보원을 

다른 정보원보다 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들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자신의 교육 활동에 목한 후 수정한 활동에 한 정보를 찾기 해 다시 

온라인 검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찾는데 있어 사서교사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와의 력이 정보 검색에 있어 시 지(synegistic)를 낸다는 

을 확인하 다. Bisto와 Fourie(2012)는 지리교사의 정보 추구 행 를 분석하기 하여 Leckie 

정보추구 모형에 기반으로 Savolainen과 Wilson 모형과 같은 여러 정보추구행태 모형을 조합하

여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정확한 수업 내용에 한 정보, 시청각 자료, 인쇄 자료, 자연 

지리학 컨텐츠, 교육 법률  정책 등에 한 정보 요구가 있으며 선호하는 정보원으로 개인의 지식

과 경험, 수업 계획서, 도서  연간물 자료, 동료, 인터넷 등으로 나타났다. Laloo와 Buhril(2013)

은 특수교사들의 정보요구와 정보 추구 행 를 분석하 고 특수교사들은 학생의 의학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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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요구하며, 의학 문가로부터 이러한 의학  정보를 찾고자 한다는 에서 타 교과 

교사와 구별되는 정보 요구  정보 추구 행태가 존재한다는 을 확인하 다. 한 많은 특수교

사들이 학교도서 을 통하여 다양한 수업자료를 비하기 하여 사서교사는 특수교사에 한 

교육  요구의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Khan et al.(2014)은 과학교사의 온라인 정

보 추구 행 를 연구하 고 교사들은 교과서 자료의 최신성  신뢰성과 같은 내용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교사, 학생이 구매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인터넷과 자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Pinterest, Facebook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도구와 Better Lesson과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업을 만들어 갔으며, Turnitin과 

같은 표  방지 도구 등을 유연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등학교를 포함한 등교사들의 정보 이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체로 교사들은 

교수․학습 활동을 한 정보를 우선 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사의 수 에 따라 사용하는 정보 요구와 이용 행태가 다르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차

본 연구는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서울, 경기, 강원, 세종에 

근무하는 등교사 11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응답자와 심리  

거리를 좁히고 응답 항목에 한 정확한 내용을 악하기 하여 1차 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1인당 40분~1시간 정도의 화 통화를 진행하여 2차 개별 

면담을 진행하 다. 2차 인터뷰는 서면을 통해 작성한 내용을 토 로 구체 으로 악하기 하여 

부족한 내용을 질문하 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시 에서 인터뷰를 종료하 다. 

등교사는 부분 담임 교사를 맡고 있으나 어, 체육 등과 같이 특정 과목을 담하는 교과 

담 교사도 있으며,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 교사가 담임 는 교과 담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담임, 교과 담, 보직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등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학교 

장의 등교사들을 상으로 하 다. 한 인터뷰를 통한 진솔하고 풍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상자를 추천받는 스노우볼 샘 (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 상자를 

선정하 다. 

연구 상자들과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해당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

고 해당 연구의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받으면서, 참여자의 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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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보장 등을 강조하 으며, 해당 연구의 결과는 참여자의 신원을 악할 수 없도록 가명이나 

기호로 나타내고 연구 결과 이외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공지하 다. 한 서면 응답지와 

화 응답지는 응답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검토를 진행하

다. 응답자들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ID 학년 성별 연령 교직경력 지역 특이사항

면담자A 4학년 여 30 10년 강원 정보과학부장, 담임

면담자B 3학년 여 40 23년 강원 담임

면담자C 4학년 여 40 16년 세종 담임

면담자D 5학년 여 30 11년 경기 신환경부장, 담임

면담자E - 남 30 12년 강원 연구학교부장, 교과 담

면담자F - 남 30 7년 경기 교과 담

면담자G 5학년 여 30 7년 경기 담임

면담자H 5학년 남 50 22년 서울 담임

면담자I 2학년 여 20 4년 경기 담임

면담자J - 여 20 1년 경기 교과 담

면담자K 3학년 여 20 1년 강원 담임

<표 2> 연구 상자 정보

2. 연구 질문  면담지 구성

본 연구는 등교사들이 인식하는 핵심 역할과 업무 역할 인식을 악하고 그에 따른 정보요구와 

이를 해결하기 해 사용하는 주요 정보원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RQ1. 등교사가 인식하는 핵심 역할과 업무는 무엇인가?

RQ2. 등교사는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RQ3. 등교사는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하여 어떠한 정보원을 이용하며,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작성하 다. 면담지의 질문은 1) 등

교사의 역할과 업무, 2) 역할에 따른 정보 요구, 3) 주요 이용 정보원의 3가지 항목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면담지는 Leckie의 정보추구행태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임정훈, 이종욱, 이병기

(2019)의 연구와 등교사의 정보행태와 도서  이용에 한 학술 회 발표 자료인 김정미, 이제

환(2010)을 토 로 <표 3>과 같이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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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목 분석 요소 질문 시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

∙ 등교사 역할과 업무

∙ 등교사 역할과 업무의 우선순

∙ 등교사는 어떤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까요?

∙ 등교사 역할  업무의 우선순 를 제시해 주세요.

역할에 따른 

정보 요구

∙ 등교사 역할과 업무 수행을 한 필요 정보 

∙정보 요구 발생 특정 상황

∙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기 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업무 수행  정보가 필요했던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주요 이용 

정보원

∙사용하는 정보원의 종류

∙사용하는 정보원의 이용 이유

∙필요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어디서 찾으셨는지요?

∙특정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 3> 면담질문지 구성

Ⅳ. 분석 결과  해석

1.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

가.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교수․학습활동, 담임업무, 학교 담당 

업무, 기타로 구분되었다. 

질문 항목 분석 요소 분석 항목 세부 요소 빈도(명)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

교수․학습활동 교육과정 연구, 수업 자료 제작,  교과 지도 11

담임 업무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기본 생활 습  지도, 교우 

계 지도 등
11

학교 담당 업무
정보, 과학교육, 원어민 리, 재 교육, 학생회, 

어체험실 운  등
9

기타 보육 리 1

<표 4> 등교사 역할과 업무 분석 결과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등교사들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자료 제작, 

 교과 지도와 련된 교수․학습 활동을 언 하 다. 한 교수․학습 활동과 더불어 학생 상

담, 학부모 상담, 기본 생활 습  지도, 교우 계 지도 등의 담임 업무도 함께 언 하 다. 특히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과 담 교사들 한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로 담임 업무를 언 하 다. 

이외에 정보 업무, 원어민 리, 재 교육, 학생회 업무 등 학교 담당 업무와 보육 리 등과 

같은 기타 역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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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교사 역할과 업무의 우선 순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학습 활동과 담임 업무를 모든 

교사가 같이 답하 지만, 등교사들이 역할과 업무의 우선 순 에 있어서는 <표 5>와 같이 

담임 업무를 가장 요한 역할과 업무로 선택하 다. 

질문 항목 분석 요소 분석 항목 세부 요소 빈도(명)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의

우선순

교수․학습활동 교육과정 연구, 수업 자료 제작,  교과 지도 4

담임 업무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기본 생활 습  지도, 교우 

계 지도 등
6

학교 담당 업무
정보, 과학교육, 원어민 리, 재 교육, 학생회, 

어체험실 운  등
1

기타 보육 리 0

<표 5> 등교사 역할과 업무의 우선 순  분석 결과

응답 내용을 통해 등교사들은 담임 업무  학생의 올바른 기본 생활 습  정착  교우 

계를 정착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 업무가 가장 요하죠.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반 아이들과 항상 같이 있으니까요. 하지

만 간혹 일정이나 요 업무가 몰릴 경우에는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가장 요해지기도 합니다.” 

(면담자 C)

“ 등학교 선생님은 아무래도 담임으로 기본 으로 해야 할 업무가 가장 많고 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년의 경우에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리 정리하는 

것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면담자 D)

“ 는 학년이라 교육과정을 연구해서 아이들의 수 에 맞는 수업자료를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 과 교우 계지도도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으로 개별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자치회를 맡아서 학생회 행사지도나 자치 회의도 맡아서 운 하고 있습니

다.” (면담자 I)

특히 면담 과정 에 학생 지도 측면에서의 담임 업무를 강조하고 있는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임정훈, 이종욱, 이병기, 2019)와는 다르게 등학교 교사들은 학년의 높고 낮음과는 상 없

이 담임의 업무에 식사하기, 서기, 화장실 가기 등과 같은 기본 생활 습  지도를 주로 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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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보직교사의 경우, 업무를 가장 우선순 에 두고 응답하기도 하 다. 단, 앞서 등교사의 

업무와 역할로 언 된 ‘보육’의 경우 실제 등교사들은 우선순 로는 응답하지 않았다.

2. 업무 수행을 한 정보 요구

가. 등교사 역할과 업무 수행을 한 필요 정보 

등교사의 업무 수행을 해 필요한 정보 요구는 교수․학습활동, 담임업무, 학교 담당 업무, 

기타로 나타났으며 <표 6>과 같다. 

질문 항목 분석 요소 분석 항목 요구 정보 빈도(명)

역할에 따른 

정보 요구

등교사 역할과 

업무 수행을 한 

필요 정보 

교수․학습활동

기 학력 자료, 학  교육과정 운  자료, 평가 련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우수수업 사례, 지역화 교과

서 자료, 코딩교육자료, 교육과정재구성 자료, 심화

학습 자료, 원격교육 자료 등

11

담임 업무

학생 상담 자료, 학부모 상담  응  자료, 인성교육 

자료, 다문화, 아동 심리, ADHD, 학  경  가이드

라인 등

9

학교 담당 업무

업무 가이드라인 자료(나이스 , 학생 자치회, 학교

신 업무 자료, 공문 자료 등), 업무 인수 인계 

자료 등

7

기타 학부모 동향(교육 , 사회 , 문화  유행) 1

<표 6> 등교사 역할과 업무 수행을 한 요구 정보

<표 6>과 같이 교수․학습활동 자료에 한 정보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담임업무, 

학교 담당 업무, 기타 순으로 정보를 요구하 다. 각 분석 항목별로는 교수․학습활동 역에 

있어 교육과정 재구성  학  교육과정 운 자료에 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등학교 

3~4학년군 사회 지역화 교과를 지도하는데 근무지역의 특성상 지역화 내용이 은 지역의 교수․

학습활동 자료, 원격 수업  블 디드 수업에 한 교수․학습자료, 학부모 동향에 한 기타 

자료에 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임 업무 항목에서는 아동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을 

해 련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나. 정보 요구 발생 상황

정보 요구가 발생한 상황은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인 교수․학습 활동, 담임 업무, 학교 담당 

업무, 기타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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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목 분석 요소 분석 항목 정보 요구 발생 상황 빈도(명)

역할에 따른 
정보 요구

정보 요구 발생 
특정 상황

교수․학습활동
교수방법, 교과별 수업(동기유발  수업 소재, 제재),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평가 등 

11

담임 업무

학생상담, 학부모 상담, 학 경  우수사례, 개별화 

지원(ADHD, 다문화, 특수학생 등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생활지도 방안) 등 

9

학교 담당 업무
업무 계획서 작성, 업무 처리(과학실 안 리, 개인
정보보호, 정보보안, 나이스, 재교육, 학생 자치회, 

단 학교 교육계획 작성, 학교 신 등) 등

7

기타 학부모 동향(교육 , 사회 , 문화  유행) 1

<표 7> 정보 요구 발생 상황

<표 7>과 같이 등교사들은 교수․학습활동 상황과 련된 정보 요구를 나타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 상담 상황에서 정보가 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교수․학습활동 상황에서 주로 교수 방법  교과별 수업 내용과 련한 정보 요구가 주로 

언 되었다. 특히 교과 내용  지역화가 필요한 경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원격수업이나 

온․오 라인이 혼합된 형태인 블 디드 수업을 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교

수․학습자료에 한 요구를 나타내기도 하 다. 

“제가 지  근무하는 지역은 역사도 깊고 교육 자료 제작도 활발한 지역이라 지역화 자료를 구하기도 쉽고 

지역에서 지역화 교육과정 운 을 해 산도 지원해  정도로 정보를 얻고 활용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 제가 근무한 지역이나 학원 동기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화 교육과정을 운 하려고 선생이 직  지역 

문화원에 화하고 검색하고 해도 겨우 자료 한두 개 얻을까 말까 한 경우도 많아요.”(면담자 D)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실시간 수업을 한다고 해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책으로만 

나오는 경우에 아이들 집 력도 떨어지고, 실재감이 없어서 수업이 무 힘들어요. 좀 시각 인 형태 

자료나 동 상 자료가 있다면 더 생동감 있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면담자 B)

연구 상 등교사 에서는 담임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 는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학생 개인 

특성에 따라 생활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경우 련 정보가 필요함을 다수 언 하기도 하 다.

“한 3년간 힘든 학군에서 근무했는데 학생 심리를 진짜 이해하기가 무 어렵더라구요. 통합학 이라 

ADHD에 자폐 학생까지 맡았었고… 동료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들은 맡아보신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특수 선생님이랑 거의 1년 내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학부모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책도 엄청 읽고 생활지도 자료도 찾아다니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면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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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로 학부모 동향에 한 자료가 요구되었다. 다양한 학부모를 보다 직 으로 만나게 

되는 등교사의 특성상 학부모로서 상 를 이해하고 각종 사회문화  요구조건을 교실 수업  

담임 업무 반에 반 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학사일정 운 이나 교육과정에서 학부모 요구를 반 해야 할 때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제 개인  상황이 반 된 것이 아닐까 

한데…. 그래서인지 지역 맘카페에서 우리 학교에 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나, TV에서 아이들 

교육에 해 요새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트 드인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 한 경우가 많아

요. 그래서 그 쪽 정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면담자 G)

3. 주요 정보원 

가. 주요 이용 정보원

등교사들은 자신의 역할과 업무와 련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하여 <표 8>과 같이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항목 분석 요소 세부 요소 빈도(명)

주요 이용 

정보원

사용하는 

정보원의 

종류

웹 정보

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10

43

등교사 운  블로그, 카페, 밴드 9

유튜 8

검색 엔진 7

교육기  정보 서비스

(기 학력 베이스캠 , 어울림, 에듀넷 등)
4

등교사 운  SNS

(핀터 스트, 인스타그램 등)
2

교육 련 학회 홈페이지 1

교육 련 기업 운  홈페이지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천재교육 티셀  등)
1

인  정보

교내 동료교사 10

23
교외 동료교사 8

업무 담당자(교감, 장학사 등) 3

문가 2

도서 정보

교육 련 일반 도서 4

8
연수 자료 2

교과서 련 자료(교과서, 지도서 등) 1

매뉴얼 자료 1

기타 교육 정보
연수  강의 4

6
교육청 공문서 자료 2

<표 8> 등교사 이용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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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같이 담임업무, 교수․학습 활동, 학교 담당업무, 기타 업무에 한 정보를 얻기 하

여 웹정보, 인 정보, 도서정보, 기타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웹 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원보다 가장 많이 언 되며 등교사들의 주요 이용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등교사 역할과 업무별 정보원 

등교사들은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는데 웹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담임 활

동  학교 담당 업무를 해서는 인 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하는 정보원의 종류와 세부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질문 항목 분석 요소 분석 항목 정보원 종류 세부 요소 빈도(명)

주요 

이용원

사용하는 

정보원의 

종류

교수․학습

활동

웹 정보

인디스쿨, 참쌤스쿨, 동학년 밴드, 등교사 

운  블로그, 카페, 밴드, 교육 련 기업 운  

홈페이지(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천재교육 티

셀  등), 유튜

10

인 정보
교내․외 동료교사, 학교 리자(교감, 교장), 

장학사 등
9

도서정보 타 출 사 교과서 4

기타교육정보 지역 문화원 1

담임 업무

웹 정보
인디스쿨, 참쌤스쿨, 동학년 밴드, 등교사 

운  블로그, 카페, 밴드, 검색엔진, 
5

인 정보
교내․외 동료교사, 학교 리자(교감, 교장), 

장학사 등
7

도서정보 학교 도서  도서 , 온라인 서  4

기타교육정보 련 공문 1

학교 담당 

업무

웹 정보
검색엔진, 련 공문(업무포털), 각 시도교육

청 홈페이지
6

인 정보
교․내외 동료교사, 학교 리자(교감, 교장), 

장학사, 업무 련 문가( 력 업체) 등
8

도서정보 각 시도교육청 업무 매뉴얼 3

기타교육정보 업무 련 연수, 3

기타

웹 정보 지역 커뮤니티(맘카페) 1

인 정보 - 0

도서정보 - 0

기타교육정보 TV 매체 1

<표 9> 등교사 역할과 업무 수행을 한 정보원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역에 있어 웹정보는 등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학습 활동 역에서 응답에 참여한 부분의 교사들이 웹 정보

에 해 언 하 으며, 인디스쿨, 참쌤스쿨  등교사 밴드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담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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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는 주로 동학년 교사, 이  업무 담당자, 학교 리자들로부

터 련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웹 정보 이용 분석

웹 정보 역에서 등교사들은 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교사가 운 하는 블로그, 카

페, 밴드, 그리고 등교사가 운 하는 SNS 등을 통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교사를 연구한 국내의 선행연구(이은솔, 2017; 임정훈, 이종욱, 이병기, 2019)

에서는 부분의 등교사들이 검색 엔진을 통한 웹 정보원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 다. 특히 웹 정보원  등교사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원으로 인디스쿨

을 언 하 다. 인디스쿨은 약 19만명의 등교원  14만명 가량이 가입한 표  온라인 등교

사 커뮤니티이다. 인디스쿨은 수년에 걸쳐 교사들이 자발 으로 공유하여 축 된 각종 교육자료 

 업무 련 자료와 자체 운  교사 연수, 교사 동아리  소통을 돕는 각종 게시 들이 존재하고 

교사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는 웹 공간이다.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등학교 교사로 재직 인 교사, 교감, 교장, 교육 문직과 등특수교사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블로그를 통해 운 되는 교육콘텐츠 제작 교사 공동체인 참쌤스쿨, 등교사가 운 하

는 학년별  교과별 국 단  밴드 등에 가입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포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업 목 에 딱 맞는 자료를 찾고 이용하는 건 쉽지 않죠. 교실이

라는 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학생의 수 도 고려해야 해서 …( 략)… 인디에서는 각 작자가 출 사 

같은 데서 허가도 받아오시고, 개인이 만드신 자료도 각자 어느 범 까지 오 해서 사용할지 정해두고 

업로드 하시기 때문에 작권 문제에선 서로 믿고 쓸 수 있어서… 더 편하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답자 B)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보원은 인디스쿨 밖에 없지 않을까요? 에 아이스크림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업을 바로 진행하기 편하기는 한데 수업을 재구성하거나 반 아이들 수 이나 흥미에 맞는 

수업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인디스쿨은 아이스크림처럼 특정 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직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직  사용하자고 공유하시는 거니까 믿을 수도 있고 집단지성? 이라는 

생각을 하죠. 인디에서 참쌤스쿨 블로그나 동학년 밴드도 알게 되었는데 요새처럼 원격 자료 만들고 

할 때 엄청 유용해요.”(응답자 D) 

“특정 시기에 뭘 하면 좋을지에 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인디스쿨이나 동학년 밴드나 참쌤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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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면 새로운 수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좋아요. 인디스쿨은 여러 교사들의 수업 아이디어와 자료

를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고 참쌤스쿨은 수업에 사용할 자료 디자인이 깔끔하고, 비주얼씽

킹 자료도 많아서 사회나 과학 과목 수업 비할 때 좋아요.”(응답자 I)

온라인 동 상 사이트인 유튜 (Youtube)는 등교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은솔, 2017; 

임정훈, 이종욱, 이병기, 20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수․학습 자료로서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장  이외에도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련 자료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등교사가 원하는 자료에 빠르게 근

할 수 있게 해 다는 에서 정보원 이용의 이유를 악할 수 있었다. 한 최근 원격수업 환경에

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  수업 참여율을 높이기 해 이해하기 쉽고 실재감이 있는 상 

자료를 찾기 해 사용한다는 의견도 악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원격 실시간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에게 제시할 자료가 책이나 로 되어 있는 경우에 

주의 집 력이 많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실제로 자료를 만져가면서 야하는데 실체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유튜 에서 짧은 동 상 자료를 찾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응답자 B)

“동 상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갖기 쉽잖아요. 그래서 유튜 를 자주 이용

하죠. 근데 유튜 가 신기한 게 제가 자주 교육 자료를 찾으니까 알고리즘으로 제가 찾는 비슷한 동 상 

자료를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주는 자료를 보다 보면 유튜 의 엄청나게 많은 자료 사이에서 

원하는 자료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더라고요.”(응답자 E)

그 외 교육기 에서 운 하는 정보 서비스인 ‘베이스캠 (기 학력진단보정시스템)’, 어울림, 

에듀넷 등을 활용한다는 의견과 등교사들이 운 하는 SNS, 교육 련 학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한다는 의견등이 존재하 다. 특히 주요 정보원  가장 많은 응답 내용을 보여  웹 정보원들은 

주로 등교사들이 자체 으로 운 하는 정보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라. 인  정보 이용 분석

인  정보 역에서 등교사들은 교내 동료교사, 교외 동료교사, 업무 담당자, 문가 순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게 (담임으로) 주어진 시간은 10개월 뿐이에요. 아이들을 해 상황을 정확히 악하고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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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해결해서 실패를 여야 하니까, 군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가 요해요. 

동료 선생님의 경우는 비슷한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셔서 더욱 신뢰할 수가 있어요.”(응답자 C)

“ ‘이게 나일까?’라는 책으로 할 수 있는 자기 소개 활동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퇴근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같은 학년을 맡은 친구(동료교사)가 같은 수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수업 활동지를 얻어서 교실에서 활용했어요.”(응답자 I)

“아무래도 신규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기 기 (필요한 정보를 찾아) 찾아다니는데요. 교  선배들(교외 동료 

교사)하고 학교 리자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뭐(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많이 도와주세요.”(응답자 J)

인터뷰 내용을 통해 등교사들은 동료교사로부터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다고 언 하 으며, 

특히 교수․학습 활동과 련된 정보는 동학년에 근무하는 교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다. 

교내외 다양한 커뮤니티와 문  학습 공동체를 통해 학교 밖의 동료 교사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여러 경로로부터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문가를 통해 직 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딩 교육 때문에 고 마인드스톰을 아이들과 이용하는데 가끔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직  고 

마인드스톰 한국 력사에 직  연락해서 자료를 받거나 해결하거나 해요.”(응답자 C)

“일조량과 건축물에 해 교수학습자료를 찾다가 건축법에 해 궁 한 이 생겼는데 여기 기 찾아 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건축사와 연락이 닿아 답을 받은 이 있어요.”(응답자 E)

 

마. 도서 정보  기타 교육 정보 이용 분석

도서 정보 역에서 등교사들은 교육 련 일반 도서, 연수 자료, 교과서 련 자료(교과서, 

지도서 등), 매뉴얼 자료 순으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을 보 다. 

“수업 비를 할 때 일단 지도서를 보고 기본 틀은 설정하는 편이에요. 신 지도서도 이제 나온지 

꽤 되기도 하고 학생 흥미도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서 그 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는 편이구요. 다른 

도서류는 보통 학습심리나 아동 심리, 학  경 처럼 주로 생활지도와 련해서 문가들의 의견이 필요

할 때나 학년  학  경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하죠.”(면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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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과 수업을 비하면서 주제와 련된 도서를 찾아서 자료를 더 모으기도 해요. 는 정보의 신뢰

성이 제일 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 자료를 보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편이에요.”(면담자 F)

“학부모와 갈등으로 힘든 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선생님들께 인간 계나 인성에 한 책을 추천받

아서 읽었는데 교실 내외에서 생기는 갈등을 좀 더 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인성교육 련해서도 미덕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연수 때 자료로 받은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

습니다.”(면담자 G)

등교사들이 도서를 통해 련 정보를 얻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보통 교수․학습 

활동 업무를 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담임업무를 수행하기 한 교육 련 정보를 얻기 한 

것으로 악된다. 특히 아동을 이해하거나 아동  학부모 상담을 하여 련 도서를 이용한다는 

언 이 많이 나타났다. 한 등교사의 도서 정보원 이용의 경우 교과 내용을 직  제시하는 

도서 자료와 교과 지도를 하여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등과 같은 교과서 련 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이은솔, 2017; 임정훈, 이종욱, 이병기, 2019), 등의 경우 공 도서나 교과

서 련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른 정보원에 비해 낮은 응답을 보 다. 

기타 역으로는 연수  강의와 교육청 공문서 자료를 활용한다고 응답하 으며, 각 정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매뉴얼 자료, 교육청 공문서 자료 등 여러 종류의 정보를 함께 활용한다

고 언 하 다. 특히 교육청 공문 자료는 각종 행정 업무를 진행할 경우 기본 이며 가장 

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담당 업무를 연내 추진하기 해서는 교육청의 매뉴얼이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이와 더불어 교내에서 학생 지도와 련하여 지원

이 필요한 경우 련 유 기 의 자원을 탐색하고 활용하기 해 공문 자료가 활용되는 양상을 

보 다.

“과학 정보 업무를 올해 처음 맡았는데 련해서 각종 규정이며 매뉴얼이 엄청 많더라구요. 업무 

편람이랑 지침을 일단 보고, 공문 자료 참고해서 업무 계획 세우느라 올해 는 다 보낸 거 같아요.”

(면담자 A)

“교육청에서 업무 담당자 연수해서 매뉴얼 자료 받은 거랑, 학년 에 업무 련으로 공문 내려오는 

거 종합해서 업무 진행할 때 당연히 참조해야죠. 최근에는 희 반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를 거의 못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라 …( 략)… 련 공문 찾아서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에요.”

(면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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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에 따른 정보 요구  정보 이용 행태를 분석하기 하여 

11명의 등교사를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해 얻어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교사들의 역할과 업무는 교수․학습 활동, 담임 업무, 학교 담당 업무, 기타로 나타났

으며, 업무 수행의 요도는 담임업무, 교수․학습 활동, 학교 담당 업무, 기타 업무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를 등교사와 비교할 때 등교사들은 담임 업무를 더욱 강조하

고 있었다. 이는 김달효(2021)의 선행연구와 같은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교과에 한 동일시를 바탕으로 학생과 계를 맺는 반면, 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동과

의 계를 시작으로 교과를 만나기 때문으로 단된다(정 순, 강충열, 홍 기, 2012). 담임교사는 

학 에서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 과 교우 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계 형성을 토 로 교과를 가르치는 등교사의 경우 담임 업무에 한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단하 다. 

둘째, 등교사의 업무 수행을 해 필요한 정보 요구는 교수․학습 활동에 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담임업무, 학교 담당 업무,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등교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한 

응답이 교수․학습 활동 역에 많은 이유는 ,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심이 

되어 운 되지만 등학교는 교사별 교육과정을 운 하고, 1명의 단일교사가  교과를 가르치기에 

교육과정 재구성 자료  학  교육과정 운 자료에 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등교사들은 업무 수행을 해 웹정보, 인 정보, 도서정보, 기타 교육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정보의 경우 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등교사가 운 하는 블로그, 카페, 밴드, SNS 등을 통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지원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하여 유튜 를 이용한다는 의견과 베이스캠

, 어울림, 에듀넷 등의 교육기  웹 정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을 보 고, 검색 엔진을 통한 

웹 정보원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고 응답한 등교사의 이용행태의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나타

냈다. 이는 등교사들은 학년에 따라 학생들의 수 이 다양하고 등교사의 재량에 의해 교육과

정을 다양하게 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엔진도 많이 사용하지만 교육 으로 이미 활용된 바가 있어 검증된 것들이거나, 교사 스스로 제작

하고 직  배포한다는 에서 자료 활용의 윤리  문제가 으며 신뢰도와 교육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단하여 이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서경혜(2011)가 지 했듯 

등교사 간의 온라인상 력을 통한 력  자료개발  자체 인 정보의 질 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과도 일치한다.

넷째, 등교사들은 인  정보 역의 경우 교내외 동료교사, 업무 담당자, 문가 순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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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활동 활동과 련된 정보는 동학년에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교내외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문  학습 공동체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연구 상 등교사들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등교사들이 동료

교원을 유용한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동질성, 신뢰성, 신속성이 높기 때문이다. 등교사들

은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실제 학교 장에서 교육활동을 하기까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는 

(동질성), 교육 활동의 효과 는 향을 직  겪기에 서로에 한 신뢰가 높다는 (신뢰성), 

소속 집단 내에서 정보를 바로 공유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신속

성)에서 동료 교사를 주 인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등교사들은 도서 정보 역에서 교육 련 일반 도서, 연수 자료, 교과서 련 자료, 

매뉴얼 자료 순으로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기타 역에는 연수  강의, 교육청 공문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 정보 역은 교수․학습 활동 자료를 해 

이용하는 것보다 담임 업무에 도움을 받기 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등교사의 역할과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 이용행태에 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교사들은 교수․학습활동 업무에 있어 주로 등교사들이 운 하는 웹 정보원을 통

하여 교육과정과 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단  

학교에서 등교사가 학교도서 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등교사들이 제작된 수업 자료를 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탑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둘째, 등교사들은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인 정보인 교내외의 동료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내외의 동료교사를 통하여 교수․학습 활동, 담임 업무, 학교 

담당 업무와 련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는 학교도서  담당자와 동료교사 간의 계성이 학교

도서  활용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안다인, 김기 , 2018)와도 일치한다. 같은 교사로서 

만들고 직  공유하며 서로 조언을 받아 력 으로 정보를 생산․가공할 수 있다는 에서 신뢰

도  활용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서경혜, 최유경, 김수진, 2011). 따라서 사서교

사와 등교사 간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다 력 으로 교육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김종성(2007)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 을 교사들의 공식   비공식  모임 

장소로 제공하여 교수학습과 련된 자료를 소개하거나 담임 업무와 련된 자료를 마련해 두는 

등 교사-사교 마  는 수업자료 마 의 방법을 용하여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등교사들은 아동  학부모 상담, 학  경  가이드라인, 아동의 이해 등 담임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도서 정보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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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심리, 다문화, 특수교육 등 교과 내용과는 련이 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 자료를 구비하거나 지역의 공공도서 과 연계한 상호 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등교사들에게 학교도서 에 한 유용성을 인지시키며 학교도서 이 학교 내 교육정보서비스 센

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등교사가 인식하는 업무와 역할, 정보 요구, 사용 정보원은 등교사와 차이

를 나타낸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 상자가 체 등교사에 비해 인원이 어 

체 등교사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는 등교사의 

인원을 확장하고 정보이용행태에 한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본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조  더 심도 깊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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