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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1년도 여름방학 에 사서교사(1 ) 자격연수를 운 한 K 학교 교육연수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격연수가 어떻게 구성  운 되는지 교육과정에 한 실태를 살펴보는데 목 이 있었다. 연구 

결과 사서교사(1 ) 자격연수에는 등학교에서 50명(남성 4명, 여성 46명), 학교에서 24명(남성 4명, 

여성 20명), 고등학교에서 37명(남성 5명, 여성 32명), 총 111명의 사서교사들이 참여했다. 한 자격연수의 

교육과정은 ‘학습자 힘 기르기’의 역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의 직무 범 에 부합되는 핵심역량과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격연수에 참여했던 사서교사 111명의 만족도는 평균 5  만 에 4.76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이었으나, 가장 낮거나 평균보다 낮았던 부분에 해 제언하 다.

주제어: 학교도서 , 사서교사, 교원연수, 자격연수, 사서교사(1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state of the curriculum on 

how qualification training is organized and operated based on the operation case of the K 

University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which operated librarian teacher (level 1) 

qualification training was held during the summer vacation of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111 librarians participated in the actual qualification training, of which 50 librarian 

teachers (4 males, 46 females) were from elementary schools, 24 (4 males, 20 females) from 

middle schools, and 37 (5 males, 32 females) from high schools. In addition, the curriculum 

for qualification training consisted of core competencies and subjects that met the scope of 

the job of the ‘learner strength development’ and the ‘librarian role statement’, and the satisfaction 

ratio of the 111 librarian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qualification training averaged 4.76 

out of 5. Overall, the satisfaction was high, but it was suggested on the areas that were either 

the lowest or lower tha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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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UNESCO/ILO)는 교원의 지 에 한 일련의 공통  기 과 척도를 

설정하기 한 목 으로, 1966년 10월 5일 리에서 기술교육, 직업교육 는 능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보육원, 유치원, 등학교, 간학교 는 등학교 등 등교육 종료 단계까지의 

공․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용되는 교원의 지 에 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를 선포하 다. 권고에는 총 146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장 기본 원칙 4항에는 ‘교육의 발 은 일반 으로 교직원의 자격과 능력  각 교원의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교육방법  기술면의 자질에 크게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6항에는 ‘교육은 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것은 엄격하고도 계속 인 연구를 통해 습득  

유지되는 문  지식과 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의 업무의 하나이다. 한 그것은 교원들

에 해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해 개인 , 집단 인 책임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사 교육의 은 직  교육에 두어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 

실천의 주도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시됨에 따라, 그들의 문 인 자질 향상을 한 지속 인 직 

교육의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평생교육의 요구와 함께 교사의 문  향상을 한 

직 교육 체제의 쇄신에 많은 노력이 집 되고 있다. 어도 교직이 문직이라고 한다면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자질이 학 4년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길러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직생활

의  과정에 걸친 계속 인 연수 과정에서 진 으로 개발․육성된다고 할 수 있다(서정화, 1994). 

이러한 에서 1975년 UNESCO/IBE 제35차 국제교육회의에서 채택한 교사의 변화하는 

역할과 이것이 직   직 교육에 미치는 향에서도, 사회와 교육의 변화는 필연 으로 교사

의 역할에도 변화를 래하게 되므로 종래의 통 ․고정 인 교직 개념은 새로운 것으로 체

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할을 담당․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문직 종사자로서 

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해 직  교육과 직 교육이 일 된 과정 속에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 교육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문성을 계속 신장시킬 수 있는 

연수 기회는 으로 부족하다. 그나마 체계 인 연수가 자격연수라고 할 때 1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사가 조  더 고도의 문성을 갖추고 교육 활동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는 기능으로서 유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김소연, 2003, 2). 

따라서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1  정교사 자격연수는 매우 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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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자격연수의 운  실태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고, 사서교사들을 상으로 

하는 1  자격연수에 한 국내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를 바탕으로 사서교사

들의 역량 강화를 한 1  자격연수가 어떻게 구성  운 되는지 교육과정 반을 정리  분석

하는데 목 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사서교사 상 1  자격연수에 한 인식을 확장시

키고, 나아가 체계 이면서도 효과 인 구성과 운 을 한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방법

본 연구는 사서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한 1  자격연수가 어떻게 구성  운 되는지 사례를 

분석한 뒤, 향후 이어질 자격연수의 효과 인 구성  운 을 한 방안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이론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자격과 직무에 

해 살펴봤다. 한 자격연수의 개념과 운  련 사항 반(연수 상자 선발, 기간  이수 

시간, 시수  역별 배정 비율, 표 교육과정, 리, 평가)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 다.

둘째, 2021년도 여름방학  K 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운 했던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

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연수 상자, 교육과정 편성, 교수자, 수료생들의 만족도에 해 분석하 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 운  방향에 해 제언하 다.

Ⅱ. 이론  배경

1. 사서교사

가. 사서교사의 자격

1964년 8월 13일 교육부는 25명에게 ‘사서교사 자격증’을 발 했다. 한민국 수립 후 처음으로 

발 한 사서교사 자격증이다(백창민, 이해숙, 2021).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서교사 자격증은 1981년

부터 학에서 발 되기 시작했고, 자격은 1 과 2 으로 구분된다. 사서교사 2 을 취득하기 

해서는 사범 의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일반 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해야 한다. 이외에 학부과정에서 복수 공과 부 공제도를 이용하거나 교육 학원의 

사서교육 공을 공하고 석사학 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지만, 학부과정에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해서는 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 이다. 다음의 <표 1>은 사서교사 자격종별 

 자격기 에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김성 , 서진원, 2008, 1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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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서교사 (1 ) 사서교사 (2 )

학교 별 

구분없음

1. 사서교사 2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 사서교사 2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 학원 

는 교육부장 이 지정하는 학원의 교육

학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공하고 석사

학 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자

1. 학․산업 학 졸업자로서 재학  문헌정보학 는 도서 학을 

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3. 교육 학원 는 교육부장 이 지정하는 학원의 교육학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공하고 석사학 를 받은 자

4. 사범 학 졸업자로서 재학  문헌정보학 는 도서 학을 

공한 자

<표 1> 사서교사 자격종별  자격기

반면 미국의 학교제도는 형 인 단선형 기 형태를 가지면서도 교육의 지방분권제도를 채택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독자 인 교원양성제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교원을 양성하는 학은 

사범 학(Teachers College), 일반교양 학(Liberal Arts College), 종합 학교(University) 등이라는 

공통 이 있는데, 이 학들은 국교원양성기 심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와 각 주의 교원양성기 (State Committee for Teacher Education)

의 인정을 받아야만 교원양성기 으로 공인된다(오후진, 2004, 98-99). 다음의 <표 2>는 뉴욕주에서 

학교도서  미디어 문가가 되기 한 표  차 세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차

첫 번째

① 미국도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인가받은 학원에서 도서정보학과 학교도서 미디어 석사과정(36학 )

을 이수한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학(15학 )을 비롯하여 필수과목도 이수해야 한다. 
② 학교도서 에서 교생실습을 마친다. 

③ 어, 술, 역사, 철학, 문학 등 교양과목  수학, 과학에 한 기본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Liberal Arts and Sciences 

Test)과 교수능력시험(Assessment of Teaching Skills), 문헌정보학에 한 공시험(Content Specialty Tests)에 합격하
여야 한다. 

④ 모든 학생에 한 존엄성, 아동학 신고  학교폭력 방에 한 워크 을 수강하고, 경찰서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범법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다. 
⑤ 뉴욕주에서 발 하는 학교도서  미디어 문가 기 자격증(Initial New York State Certification)을 받는다. 

두 번째

① 이미 도서 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경우(교양과목 30학 , 도서 학 석사과정 30학 , 교육학 20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라면, 

주교육국의 교사 자격증을 할하는 사무소에 본인의 성 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보내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따는데 추가로 필요한 필수 과목들과 합격해야 할 시험 등 필요 사항들에 한 안내를 받는다. 
② 어, 술, 역사, 철학, 문학 등 교양과목  수학, 과학에 한 기본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과 교수능력시험, 문헌정보학에 

한 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학교도서 에서 교생실습을 마친다. 
④ 모든 학생에 한 존엄성, 아동학 신고  학교폭력 방에 한 워크 을 수강하고, 경찰서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범법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다. 

⑤ 뉴욕주에서 발 하는 학교도서  미디어 문가 기 자격증을 받는다. 

세 번째

① 이미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학원에서 도서 학 12학 을 이수한다.
② 문헌정보학에 한 공시험에 합격한다.

③ 학교도서 에서 교생실습을 마친다. 

④ 모든 학생에 한 존엄성, 아동학 신고  학교폭력 방에 한 워크 을 수강하고, 경찰서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범법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다. 

⑤ 학군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뒤 학교도서  미디어 문가 기 자격증을 받는다. 

<표 2> 학교도서  미디어 문가가 되기 한 차(송온경, 2021, 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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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정리한 차에 따라 학교도서  미디어 문가 기 자격증(Initial New York State 

Certification)을 취득한 사람이 학교도서  사서교사로 3년 간 일을 하고 나면, 문교사 자격증

(Professional Certification) 신청이 가능하다. 이 자격증을 리하고 있는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2021)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총 세 가지의 경로가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합한 경로를 결정하여 

지원하면 되는데, 이때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TEACH 시스템에 자격증을 

신청하면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한 뒤, 지원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 과정은 

최소 16주가 소요된다. 

이상과 같이 <표 1>과 <표 2>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서교사 자격은 각각 2종(우리

나라는 사서교사 2 과 1 , 미국은 미디어 문가 기 자격증과 미디어 문가 문교사 자격증)이며, 

상  등 으로 승 하기 해서는 학교도서  사서교사로 3년 간 일을 해야 한다는 공통 이 있다. 

나. 사서교사의 직무

사서교사는 교사, 교수 활동의 동반자(instructional partner), 정보 문가(information specialist), 

학교도서  로그램 운 자(program administrator)로서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한 

교과과정 개발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활동의 구체  계획에 참여하여 학교도

서 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 학습활동에 기여해야 한다(천희선, 박지홍, 2018, 37).

미국학교도서 회(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는 학교도서 의 경  기 인 

‘학습자 힘 기르기’를 통해 세 개의 역에 따른 17개의 주요 역할을 제시했다. 다음의 <표 3>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역 사서교사의 역할

학습을 한 교수
∙ 력  트 십 형성 ∙독서의 역할 ∙다양한 리터러시의 수용

∙탐구 학습의 효과  실천 ∙학습을 한 교수의 평가 

학습 환경 구축

∙학교도서  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충원 

∙학습 공간 ∙ 산 ∙정책 

∙장서와 정보 근 ∙외부활동 ∙ 문성 계발

리더십을 통한 학습 강화
∙ 로벌 사회에서 리더십 ∙ 계형성 

∙좋은 리더십의 특성 ∙미래의 계획 

<표 3> ‘학습자 힘 기르기’에 제시된 사서교사의 주요 역할

남호주학교도서 회(School Library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2015)가 발표한 ‘사서

교사 역할 성명서’에서는 사서교사를 정보 리터러시 발 에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직무 범 를 ‘교수-학습’,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경 ’, ‘문  진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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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에 명시된 사서교사의 

직무 범 에 따른 구체  직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직무 범 구체 인 직무 내용

교수-학습

∙학생들이 정보를 찾고 비 으로 평가하여 종합하고 제시하도록 지원

∙교육과정에 담긴 필수 지식과 기술을 교수-학습 로그램에 통합

∙학생들의 정보원과 공학기술 이용을 도움

∙학생들에게 모둠, 개인, 학  단 의 작업 기회 제공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해 교과교사  담임교사와의 동수업을 계획하고 운 함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리더십

∙높은 수 의 문 지식 유지

∙ 재 교육 경향의 반   실천

∙변화하는 학교 요구에 맞는 학교도서 의 정책 개발  문서화, 목표 설정 평가

∙직원의 문성 개발에 기여

∙학교의 리더  교육과정 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학교의 ICT 계획의 지속 인 발 에 참여

∙지식 리 과정 진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필요성에 한 지지

교육과정 개발

∙ 재 교육과정 문서에 한 정보 제공  사  방

∙교육과정 련 학교 정책 수립, 실행, 평가에 트 로 참여

∙교과 과정 반에 걸쳐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극 으로 증진

∙교사와 함께 학교 차원의 연속 인 정보활용기술 개발

∙ICT를 교육과정에 통합하기 해 학교 리더와의 력

경

∙학교도서  활용을 한 유연한 시간표 등 서비스 제공을 한 효율 인 차  시스템 구성

∙자원 산을 개발  리하고 학교 행정에 한 책임 유지

∙학교도서  직원과 자원 사자의 역할과 일상 업무 조정

∙도서  자동화 시스템과 련 기술의 리

∙학생의 학습 지원을 한 시, 특별 행사  활동 조정

∙학교 웹페이지나 인트라넷 리에 한 기여

문  진흥

∙학생에게 인쇄  디지털 형태의 다양한 장르들을 노출시킴

∙여가를 한 독서와 문학에 한 사랑을 강화할 수 있는 략 개발

∙다양한 문화와 주제를 반 한 최고의 문학작품과 작가를 홍보

∙학생들의 독서 선택 안내

∙선택 도구  리뷰 을 사용해 어린이  청소년을 한 최신 문헌에 한 정보를 계속 제공

∙교사와의 력을 통해 문학 기반 독서 로그램 개발

서비스

∙학교 공동체의 정보 요구를 지원하기 한 정보원 선정

∙인쇄  자 정보원에 한 근성 최 화를 한 략 채택

∙커뮤니티 정보원과 정보 서비스에 한 근성 진

∙학생들에게 문 인 정보 도구  서비스에 한 교육 실시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 요구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우호 인 학습 환경 제공

∙지역 지식 네트워크에 한 근성 제공

∙이용자의 인터넷과 인트라넷 사용 지원

∙도서 이 다기능 이며 학생 학습의 심 지 인지 확인

<표 4>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에 명시된 사서교사의 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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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연수

가. 자격연수의 개념

자격연수의 연수 과정은 정교사(1 ) 과정, 정교사(2 ) 과정, 교사 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문상담교사(1 ) 과정, 사서교사(1 ) 과정, 보건교사(1 ) 과정, 

양교사(1 ) 과정, 수석교사 과정, 원감 과정, 원장 과정, 교감 과정  교장 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를 

받을 사람의 선발에 한 사항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연수는 교(원)장․

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장에서

의 활용도를 높이기 하여 교육 장의 요구를 극 반 할 수 있도록 운 한다(정유리나, 2017, 26).

교육부(2016)의 교원연수  추진 방향에 따르면 교원 연수는 크게 기  심의 연수, 학교 

심의 연수, 개인 심의 연수로 분류할 수 있다. 기  심의 연수는 교원 자격 취득을 한 

연수인 자격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한 연수인 직무연수, 학습연구년제, 교원 해외

유학 등과 같은 특별연수로 분류된다. 이  자격연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1․2  정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기 해 필요한 연수이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와 같은 자격증은 개인의 선택

에 의해 이수 여부를 결정하지만, 교사 생애에 있어 모든 교사에게 필수 이며 오랜 기간 체계

으로 연수를 이수하고 성 을 받게 되는 유일한 연수가 바로 1  정교사 자격연수이다. 등교

육법에 따르면 1  정교사 자격연수 상자는 2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 3년 이상의 

교사  1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 로 정해진다. 2  정교

사 자격증을 갖고 교직에 신규로 임용된 이후 교사들은 체로 3년 내지 늦어도 10년 기간 안에 

1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된다(신지윤, 정혜 , 2017, 54). 

다만 정교사는 유치원, 국공립․사립 등학교, 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들에게 한 과목 는 그 이상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과에 해당하는 사서교사  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양교사들을 한 자격연수의 명칭은 ‘정교사 자격연수’가 아닌 ‘1  자격연수’라고 칭한다.

1  자격연수는 긴 시간동안 체계 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1  자격연수에 참여하면 

여러 교사들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교직에 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한 1  자격

연수는 평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기 에 받는 유일한 문 교육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한 실질 인 내용들로 구성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때문에 1  자격연수가 효과 으로 운 된다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추 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 자격연수 상자의 선발

교원 등의 연수에 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연수 상자의 선발’에 한 내용 1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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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는 할 교육감 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의 

학교 는 기 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는 공립․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  연수 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 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를 받아야 한다.

다. 자격연수 기간  이수 시간

교원 등의 연수에 한 규정 제7조 ‘연수 기간’의 [별표 1]에 담긴 ‘연수 기간  이수 시간’에 

한 내용에 따르면, 사서교사 (1 ) 연수 기간은 15일 이상, 이수 시간은 9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라. 자격별 연수 시수  역별 배정 비율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 제2조 ‘자격별 연수 시수 

 역별 배정 비율’의 [별표 1]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사서교사 (1 ) 자격연수는 기본역량 

30~50%, 문역량 50~70%로 배분되어야 한다.

마. 정교사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 제3조 ‘정교사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의 [별표 2]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자격연수의 표 교육과정은 단  학교의 수업활

동․생활지도를 실질 으로 수행하는 교원으로서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 

 운 되어야 한다. 이에 정교사 자격연수의 핵심역량은 ‘성찰’, ‘리더십’, ‘수업’, ‘생활지도’, ‘교육

공동체 참여’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  역량 요소, 주제( 시), 각각의 비율은 다음의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역 핵심역량 정의  역량 요소 주제( 시) 비율(%)

기본 

역량

성찰

◦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리, 교직 생애 리, 

교직

▫인문학 소양

▫교육 , 사회 , 교직

▫생애주기 자기 리

 *성희롱․성폭력 방교육

5~15

교사리더십

◦ 미래 사회 비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교사

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응하는 역량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안, 사회  환경 

변화 응

▫미래 사회  환경변화와 교육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교육정책  교육 안

▫교육 신 사례

▫민주시민교육

▫문제 해결을 한 소통

10~15

(자율) ▫연수기  자율 편성 15~20

역 소계 30~50

<표 5> 정교사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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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다음의 <표 6>은 자격연수 교육과정 내 필수/권장 교과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수생들은 

자격연수 기간  앙교육연수원이나 시도별 교육연수원 등 해당 교육연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권장 교과는 <표 5>에 제시한 정교사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

의 기본역량과 문역량에도 포함되어 있다.

내용 필수여부 상 시수 근거

아동학  방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 공통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 방  신고 교육 포함) 필수 공통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안 교육 필수 공통 5시간 이상 학교 안 사고 방 기본계획(’15.8.)

긴 지원 사자의 신고의무 련 교육(신규) 필수 공통 1시간 이상 긴 복지지원법 제7조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방교육 필수 공통 규정 없음 성희롱․성폭력 근  자문  권고(’18.8.)

인권교육 권장 공통 규정 없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7.8.)

원격수업 역량 강화 교육 권장 공통 규정 없음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권장 공통 규정 없음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

<표 6> 자격연수 교육과정 내 필수/권장 교과

바. 자격연수 리

연수 리에는 출결사항에 한 평가, 퇴학 처분에 한 사항과 차가 포함되어 있다. 자격연수를 

수료하기 해서는 총 연수 시간의 90%(90시간) 이상(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역 핵심역량 정의  역량 요소 주제( 시) 비율(%)

문 
역량

수업

◦ 효과 인 교수-학습을 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역량

- 교육과정 이해, 교수-학습 설계, 학습자 특성 이해, 
수업 설계, 학생 평가(｢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
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의 공내용 포함)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자 심 수업 설계
▫과정 심 평가
▫수업 신
▫학습부진학생 지도

15~20

생활지도

◦ 학생의 성장발달을 진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응
을 유도하고 소질과 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하여 
상담․지도하는 역량

- 학생 상담,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생 공감

▫학생 상담
▫진학․진로 지도
▫학교폭력 방
▫학생자살 방
▫학교 부 응학생 지도
 *아동학  방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  방  
신고 교육 포함)

 *안 교육

10~15

교육공동체 
참여

◦ 민주  학교 공동체 운 에 참여하고, 학부모  
지역 사회와 한 계를 형성하는 역량

- 학부모 상담, 학  운 , 학교 업무, 지역사회 참여

▫학  담임 업무
▫학부모 상담  민원 응
▫교육활동 침해 방과 응
▫학생 인권 존
▫교육 법규 이해

10~15

(자율) ▫연수기  자율 편성 15~20

역 소계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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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제20조 1항 특별휴가와 련한 경우에는 80% 이상)을 수강하고 취득한 종합 성 이 

60%(60 ) 이상일 때 인정한다. 다음의 <표 7>은 출결사항 평가 기 을 정리한 것이다.

반사항 기 감 비고

결석

1시간 1 1. 지각은 강의 시작 이후 15분 이내까지에 해당하며, 과 시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함

2. 동시에 2가지 항목 이상에서 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높은 수 한 건만 

용함

3. 다음 사항은 감  상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공가와 특별 휴가

 - 담당 교․강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2시간 2

3시간 3

지각 1회 0.5

수업 태도 불량 등 1회 1

<표 7> 출결사항 평가 기

이어서 <표 8>은 퇴학 처분에 해당되는 항목과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퇴학생이 발생할 

경우 처리는 첫째, 연수생 본인 는 수업 담당자에 의해 연수 진행 불가 제청, 둘째, 공 주임 

교수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실 확인, 셋째, 교육연수원 운 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 여부 결정, 

넷째, 퇴학 결정 시 해당 연수생의 소속 교육청  학교에 즉시 통보와 같은 차로 이루어진다. 

항목 내용 비고

근태 ∙연수 생활 태만, 시험 부정행  등 교원의 품 유지 규정 반 시

출결

∙타인에 의한 리 출석 는 리 연수를 실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했을 경우

∙연수 기  시수의 10분의 9 이상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기타

∙연수원장의 연수에 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개인사, 건강, 사고 등에 따라 도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표 8> 퇴학 처분 항목과 내용

사. 자격연수 평가

정교사 1  자격연수의 평가 체제는 연수생들의 시험 성  취득에 한 과도한 경쟁  부담을 

완화하고 서로 력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성 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내  동기가 

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2020년 4월 14일자로 개선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연수 성  조견표를 용하여 상 평가 수를 부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연수생의 성취 정도를 인 수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평가로 환, 둘째, 연수생이 취득

한 수가 일정 기 (60 )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실시, 셋째, 분임학습, 

실행학습, 연구 활동 등 수행 주의 교육과정 개설을 장려하여 연수 효과를 제고하고, 연수생의 

자발  참여를 유도, 아울러 일부 불성실․비 조 인 연수생에 한 페 티를 강화하는 등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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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평가 도입에 따른 자격연수의 질 하락 우려 방, 넷째, 정교사 1  

자격연수 성 이 교감자격연수 상자 지명에 활용되지 않도록 교감자격연수 상자 순 명부에서 

자격연수 성  제외 정 등이다.

다음의 <표 9>는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의 성  산출을 

한 항목별 내용과 배 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 내용 배

출결 공통 항목(이석, 사진 출결, 조퇴 등 감 ) 30

보고서 과제 평가 20

시험 모든 교과목을 아울러 논술식으로 실시 50

총합 100

<표 9> 성  산출 배 표

3.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서교사 (1 ) 자격연수에 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문헌정보학계에서 실시된 사서교사의 역할 인식과 문성 신장에 한 연구를 비롯해, 

교육계에서 실시된 등  등 1  정교사 자격연수 운   교육과정 실태 분석 연구, 교사들의 

인식  기 와 효과, 만족도를 분석한 것들을 두루 고찰하 다. 

김성 (2009)은 ‘사서교사의 문성 인식에 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문성 

인식 수 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서교사의 문성을 신장시키기 한 방안을 모색하

기 해, 한국학교도서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서교사 658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사서교사는 양성과정에서 정보 리와 련된 문성에 해서 많은 교육을 

받지만, 장에서는 학교도서  교육  경 과 련된 문성을 보다 요하게 평가한다고 분석

하 다. 나아가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효과 인 방법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 사서교사 선발제도 개선, 직연수 강화를 제안하 다.

강 숙과 송기호(2019)는 ‘사서교사의 효능감에 한 연구’를 통해 사서교사가 지닌 효능감 

특징을 분석하고 효능감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 해, 2018년도 K 학 1  사서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한 국의 사서교사 3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  분석하 다. 그 결과 사서교사의 효능감은 

평균 3.38 이었는데, 교수법 효능감(3.60 )이 높고, 집단 효능감(3.38 )과 개인 효능감(3.18 )

은 낮게 나타났다. 이에 사서교사들의 효능감 향상 방안으로 양성에서의 교직 이수비율 확 , 임용 

 사서교사 연수 제도 개선, 장학체계 확립 그리고 학원 진학을 통한 문성 향상 노력 등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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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공통 은 연구 목 이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이라는 , 연구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했다는 이다. 그러나 본 연구처럼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운  사례를 분석하여 자격연수에 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보다 체계 이면서도 효과 인 

구성  운  방안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는 차이 이 있다. 

김보경(2017)은 ‘  1  정교사 자격연수에 한 역사 교사의 기 와 만족도: 2016년도 경기

도 자격연수를 심으로’ 연구를 통해, 역사과의 자격연수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자격연수를 받는 교사들의 기 와 만족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해, 2016년 하계(7~8월) 경기도 교육연수원의 주최로 이루어진 1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한 

역사 교사 6명을 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심층 면담 상자들은 자격연수에 

한 ‘기 ’와 ‘부담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 만족도 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선을 해서는 자격연수를 받는 주체인 역사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사 교과의 특성에 합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 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정유리나(2017)는 ‘ 등 1  정교사의 역량 강화를 한 자격연수 효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등 1  정교사 자격연수를 통한 등교사의 핵심역량 변화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등 1  정교사의 역량 강화를 한 자격연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6 등 1  정교사 후반기 자격연수자 21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등 1  정교사 자격연수에 한 인식에서는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자격연수 

운 방법에 해 반 으로 정 인 인식을 보 으나, 연수평가에 해서는 부정 인 인식이 

부분을 차지하 다. 둘째, 등 1  정교사 자격연수 ․후의 역량수 에 하여 보통 정도의 

인식을 보 다. 셋째, 등 1  정교사 자격연수 ․후의 역량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넷째, 등 1  정교사의 역량 강화를 한 자격연수의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한 교사

와의 사 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교육과정의 ‘ 장 활용 가능성’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 으며, ‘학 경   생활지도’ 역량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한 자격연수의 

한 운 시간은 ‘101∼120시간 미만’을, 진행 방법으로는 ‘수업 참 ․실습  실무’를 가장 

선호하 다. 강사에 한 선호도는 ‘선배교사’가 가장 높았고, 실행학습의 공유 방법으로는 ‘개인 

보고서’ 제작을 가장 선호하 다. 연수 평가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하여 ‘참여 활동’의 비 을 

늘려야 하고, 평가 결과는 ‘자격연수 이수/미이수 기 ’으로 활용할 것을 가장 선호하 다.

김소연(2003)은 ‘ 등 1  정교사 자격연수제의 운 에 한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등 1  정교사 자격연수제의 발 인 방향을 모색하 다. 그 결과 교사들은 등 

1  정교사 자격검정 방법에 해 무시험검정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계속  교육을 

유도하기 한 유인책으로 문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하는 등 연수 내용과 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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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다. 한 교사들은 자격연수 과정에서 가장 시

한 개선 사항으로 장과의 연계를 꼽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장에서의 교육활동과 한 

연수 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1  자격연수의 만족도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악하고 학교 장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 할 필요가 있다. 한 자격연수이기 때문에 평가는 유지하되, 부담감이 으면서 

공정한 방식을 채택해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집 하면서 만남과 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Ⅲ.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운  사례 분석

1. 연수 상자 분석

2021년도 여름방학  K 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운 되었던 사서교사 (1 ) 자격연수에는 총 

111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했다. 다음의 <표 10>은 자격연수 시도별 배정안이다.

 시도

교과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사서

교사
14 7 19 5 12 4 18 7 0 4 3 18 12 13 15 12 7 111

<표 10> 자격연수 시도별 배정안

<표 10>에 정리한 자격연수 시도별 배정안에 따르면 당  배정 인원은 총 170명(정규교원 141명, 

기간제교원 29명)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 세종, 충북, 충남까지 충청 지역의 40명은 타 

학교 연수원으로 배정되었고, 울산은 참여를 포기하 다. 한 경기 지역 역시 별도로 과정을 

운 했기 때문에 국 자격연수 시도별 배정안에는 0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한 

명이 탈락하면서 최종 111명이 K 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운 한 1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참여하

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최종 

111명을 학교 별로 구분하면 등학교가 50명(남성 4명, 여성 46명), 학교는 24명(남성 4명, 

여성 20명), 고등학교는 37명(남성 5명, 여성 32명)으로 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등학

교와 학교 순이었다. 더불어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13명, 여성이 9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5명(약 7.5배)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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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편성 분석

1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자격별 연수 시수  역별 배정 비율인 기본역량 30~50%, 문역량 

50~70%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비율을 따르면서, 자격연수 

교육과정 내 필수/권장 교과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의 <표 11>은 이상의 내용을 반 해 

구성한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표이다.

역 핵심역량 교과목 명 교수자
시수

(시간)

비율

(%)

기본 

역량 

공통

성찰 올바른 성문화 만들기 연수원 2
5

성찰 4차 산업 명과 빅 데이터 최** 3

교사 리더십 학교도서  운동사와 사서교사의 철학 이** 3

11
교사 리더십 학교도서  공간 구성과 사서교사에 한 인식 환 이** 3

교사 리더십 학교도서  련 정책과 법령 이해 강** 3

교사 리더십 다문화 사회 속 교사의 역할 김** 2

융합 소통으로 공감하는 학교도서  공간 구성 고** 3

12
융합 학교도서 과 출 한** 3

융합 북 트 일러 제작의 기 강** 3

융합 북 트 일러 제작과 활용 강** 3

문 

역량 

공통

수업 창의성 키우는 독서학교 조** 3 3

교육공동체 참여 마을과 함께하는 시민교육 이** 3 3

생활지도 독서클리닉에 한 이해 임** 3

13
생활지도 장애 학생 이해와 통합학  운  1, 2 연수원 3

생활지도 학교 안 사고 방교육 연수원 5

생활지도 아동학  신고 의무자 연수원 2

문 

역량 

등

수업 등학생을 한 쉬운 고  독서법 이** 3

15

수업 등학생을 한 정보활용교육 정** 3

수업 등 온라인 수업 콘텐츠 기획과 제작 박** 3

수업 비문학 책 읽기, 뉴스 리터러시 교육 강** 3

수업 등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박** 3

생활지도 게임 과몰입 개선을 한 도서 에서의 게이미피 이션의 필요성 권** 3
6

생활지도 아동 독서치료 임** 3

교육공동체 참여 사서교사의 랜드 찾기 황** 3

9교육공동체 참여 사람 책 조직과 운  방안 장** 3

교육공동체 참여 학교도서 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박** 3

창의 등 그림책 읽기와 활용 조** 3
6

창의 독서 활용 팟캐스트 제작 황** 3

융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등 독서교육 조** 3

12

융합 등 자책과 오디오북 활용 방안 유** 3

융합 학교도서 과 작권 임** 3

융합
등 학교도서 의 교과연계성 확보를 한 교육과정 분석  독서목록 

개발 실습
김** 3

실무 등 학교도서  운 의 실제 ** 3 3

<표 11>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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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 정리한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총 98시간으로 편성

되어 있는데, 그  기본역량 공통 역에는 28시간(28%)이, 문역량 공통 역에는 19시간

(19%)이, 문역량 등과 등에는 각각 51시간(51%)이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1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표에 따라 98시간(98%) 동안 연수에 참여한 뒤, 나머지 2시간(2%) 동안 

논술 고사에 임함으로써 총 10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편성은 자격별 연수 

시수  역별 배정 비율과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비율을 정확하게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1  자격연수에 용되는 공통 기 이기 때문에, 사서교사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심으로 교과목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없다는 한계 이 있다. 

이어서 다음의 <표 12>는 <표 11>에서 제시한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의 핵심

역량들이, <표 3>에서 제시한 미국학교도서 회(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의 

‘학습자 힘 기르기’ 내 역과, <표 4>에서 제시한 남호주학교도서 회(School Library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2015)의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 내 주요 직무 범 와의 련성을 분석해 정리

한 것이다. 

<표 12>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학습자 힘 기르기’의 역은 총 세 갈래이고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의 직무 범 는 총 여섯 가지이다. 한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의 핵심역량은 총 아홉 

가지이다. 이 가운데 ‘학습자 힘 기르기’ 역은 ‘사서교사의 역할’에 명시된 세부 내용을 심으로, 

역 핵심역량 교과목 명 교수자
시수

(시간)

비율

(%)

문 

역량 

등

수업 소셜 리딩 황** 3

15

수업 정보활용을 기반으로 한 수행평가 보고서 작성 정** 3

수업 학교도서  심의 로젝트 수업의 이해와 실제 이** 3

수업 온라인 수업 콘텐츠 기획과 제작 허** 3

수업 Big 6 기반 정보활용교육 이** 3

생활지도 책으로 말 걸기 고** 3
6

생활지도 청소년 독서치료 임** 3

교육공동체 참여 함께하는 학교도서  컨설 이** 3

9교육공동체 참여 사람 책 조직과 운  방안 장** 3

교육공동체 참여 도서  홍보와 마 오** 3

창의 독서 스피치 황** 3
6

창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한 학교도서 의 서비스 방안 권** 3

융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등 독서교육 차** 3

12

융합 등 자책과 오디오북 활용 방안 유** 3

융합 학교도서 과 작권 임** 3

융합
등 학교도서 의 교과연계성 확보를 한 교육과정 분석  독서목록 

개발 실습
김** 3

인성 학교도서 에서 고  읽기 이**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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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의 직무 범 는 ‘구체 인 직무 내용’을 통해, 마지막으로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은 <표 5>에 제시한 정교사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 내 ‘정의  역량 요소’ 설명을 참고하여 

서로의 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학습자 힘 기르기’의 ‘학습을 한 교수’ 역은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의 ‘교수-학습’, ‘교육과정 개발’, ‘문  진흥’ 직무 범 와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의 

‘수업’  ‘창의’와 련이 있었다. 한 ‘학습자 힘 기르기’의 ‘학습 환경 구축’ 역은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의 ‘경 ’  ‘서비스’ 직무 범 와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의 ‘융합’, ‘교육공동체 

참여’, ‘생활지도’, ‘실무’ 핵심역량과 연 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힘 기르기’의 ‘리더십을 

통한 학습 강화’ 역은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의 ‘리더십’ 직무 범 와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의 

‘성찰’, ‘교사 리더십’, ‘인성’ 핵심역량과 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학습자 힘 기르기’의 역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의 직무 범 에 부합되는 

핵심역량과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학습자 힘 기르기

( 역)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

(직무 범 )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

(핵심역량)

학습을 한 교수

교수-학습

교육과정 개발

문  진흥

수업

창의

학습 환경 구축
경

서비스

융합

교육공동체 참여

생활지도

실무

리더십을 통한 학습 강화 리더십

성찰

교사 리더십

인성

<표 12> 학습자 힘 기르기 역,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 직무 범 ,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 핵심역량 간의 련성 분석

3. 연수 교수자 분석

K 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운 되었던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에는 

기본역량공통, 문역량공통, 문역량 등, 문역량 등 역에 걸쳐 총 51개의 교과목이 편성 

 운 되었다. 그 가운데 ‘올바른 성문화 만들기’, ‘장애 학생 이해와 통합학  운  1, 2’, ‘학교 

안 사고 방교육’, ‘아동 학  신고의무자’까지 5개의 교과목은 앙교육연수원을 통해 개별 연수

생들이 수강을 했기 때문에, 교수자 선정  배정은 그 외 46개의 교과목에 해서만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 13>은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교수자들에 한 사항을, 

<표 14>는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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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성별 연령 소속/직 담당 과목 수(시수)

1 최** 남성 50 학교/교수 1(3)

2 이** 남성 50 고등학교/사서교사 3(9)

3 강** 여성 40 학교/교수 1(3)

4 김** 남성 60 학교/교수 1(2)

5 고** 남성 40 학교/교수 1(3)

6 한** 남성 60 사업체/ 표 1(3)

7 강** 여성 40 학교/기간제 사서교사 2(6)

8 조** 여성 50 학교/교수 3(9)

9 임** 남성 40 학교/교수 3(9)

10 이** 여성 50 공공도서 / 장 2(6)

11 정** 여성 50 학교/교수 2(6)

12 박** 여성 50 등학교/사서교사 1(3)

13 강** 여성 40 등학교/사서교사 1(3)

14 박** 남성 40 등학교/사서교사 1(3)

15 권** 남성 40 학교/교수 2(6)

16 황** 남성 40 고등학교/사서교사 2(6)

17 장** 여성 50 교육청/직원 2(6)

18 박** 여성 50 등학교/사서교사 1(3)

19 황** 여성 50 공공도서 / 장 2(6)

20 유** 남성 50 사업체/ 표 2(6)

21 임** 남성 60 학교/교수 2(6)

22 김** 남성 40 고등학교/사서교사 2(6)

23 ** 여성 50 등학교/사서교사 1(3)

24 이** 남성 40 고등학교/사서교사 1(3)

25 허** 여성 40 고등학교/사서교사 1(3)

26 이** 남성 50 고등학교/사서교사 1(3)

27 고** 여성 50 공공도서 /사서 1(3)

28 이** 남성 40 고등학교/사서교사 1(3)

29 오** 남성 50 고등학교/사서교사 1(3)

30 차** 여성 50 학교/기간제 사서교사 1(3)

<표 13>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 교수자 황

성별
남성 16명

여성 14명

연령

40 12명

50 15명

60  3명

소속/직

사서교사 15명

교수  9명

공공기  직원  4명

사업체 표  2명

담당 과목 수(시수)

3과목 9시수  3명

2과목 6시수 10명

1과목 3시수 16명

1과목 2시수  1명

<표 14> 교수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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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K 학교 교육연수원에서는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 운 을 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서  장 문가인 사서교사들과 이론  

측면에서의 문성을 더해  수 있는 학교의 교수들, 나아가 해당 주제 분야의 문성을 갖고 

있는 공공기   사업체 임직원들을 교수자로 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결과는 학교도서  사서교사나 학교수 등을 반드시 몇 명 이상 교수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별도의 지침이 없어서, K 학교 교육연수원에서 핵심역량별 교과목에 따라 선정  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교수자로 사서교사를 15명 선정한 은 강사에 한 선호도로 ‘선배교사’가 가장 

높았다는 정유리나(2017)의 연구 결과에 부합된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선호도와 만족도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교수자들에 한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1 )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사 111명을 평가한 결과, 총 연수 시간의 

90%(90시간) 이상을 수강하고 취득한 종합 성 이 60%(60 ) 이상이어서 원이 수료를 하 다.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한 설문은 2021년 8월 5일 요일에 체 연수생을 상으로 논술고사 

직후 실시가 되었는데, 설문 문항은 ‘교육과정 구성’, ‘연수 교재’, ‘연수 일정과 기간’, ‘교수자’, 

‘수업의 난이도’, ‘강의 자료’, ‘연수 안내’, ‘연수 운 ’에 한 총 8개로, 문항별 응답은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 15>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문항 내용 학교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다

응답자
수

만족도

1
교육과정이 장 교육에 도움을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등 39 8 2 0 1 50 4.68

등 48 12 1 0 0 61 4.77

2
연수 교재 내용이 충실하며 장에서 유익하
게 활용될 수 있다.

등 39 8 3 0 0 50 4.72

등 47 11 2 1 0 61 4.70

3 연수 일정과 시간은 하게 짜여졌다.
등 43 5 2 0 0 50 4.82

등 46 11 2 2 0 61 4.66

4
교수자는 연수생을 배려하며 방향 소통의 
수업을 해 노력하 다.

등 41 9 0 0 0 50 4.82

등 53 6 2 0 0 61 4.84

5 수업의 난이도는 하 다.
등 40 9 1 0 0 50 4.78

등 50 11 0 0 0 61 4.82

6
효과 인 학습을 한 콘텐츠(강의 자료 등)
가 히 제시되었다.

등 40 8 2 0 0 50 4.76

등 48 13 0 0 0 61 4.79

7
연수에 한 안내는 사 에 충분히 이루어
졌다.

등 38 10 2 0 0 50 4.72

등 49 9 2 1 0 61 4.74

8
연수는 원활하게 운 되었으며, 운  담당자
들은 친 하며 한 도움을 주었다. 

등 41 9 0 0 0 50 4.82

등 51 8 1 1 0 61 4.79

종합 4.76

<표 15>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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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 정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  만 에 4.76 으로 나타나 자격연수에 한 만족도

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등 사서교사들은 ‘연수 일정  시간’, ‘교수자들의 

배려와 방향 소통의 수업을 한 노력’, ‘연수의 원활한 운 과 담당자들의 친 ’에 가장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편성’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연수 교재 내용의 충실성’과 ‘연수에 한 사  안내’ 부분에서도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등 사서교사들은 ‘교수자들의 배려와 방향 소통의 수업을 한 노력’에 가장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수 일정과 시간의 한 편성’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연수 교재 내용의 충실성’, ‘연수에 한 사  안내’ 부분에서도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서교사들은 ‘교수자들의 배려와 방향 소통의 수업을 한 

노력’에 가장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수 교재 내용의 충실성’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 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편성’, ‘연수 일정과 시간의 한 편성’, ‘연수에 

한 사  안내’ 부분도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사례를 바탕으로 사서교사 (1 ) 자격연수가 어떻게 구성  운 되는지에 한 과정 

반을 정리  분석하여 효과 인 구성과 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서교사 (1 ) 

자격연수에 한 인식을 확장시키는데 목 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 목  달성을 해 2021학년도 

여름방학 에 K 학교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했던 국 단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 

운  사례를 정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연수 상자 분석 결과 2021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에는 등학교에서 

50명(남성 4명, 여성 46명), 학교에서 24명(남성 4명, 여성 20명), 고등학교에서 37명(남성 5명, 

여성 32명), 총 111명의 사서교사들이 참여했다. 따라서 참여 인원은 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순으로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3명, 여성이 9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5명(약 7.5배) 더 많았다.

둘째,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기본역량 공통 역이 28시간(28%), 

문역량 공통 역은 19시간(19%), 문역량 등과 등에는 각각 51시간(51%)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1  정교사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표에 따라 98시간(98%) 동안 연수에 참여한 뒤, 

나머지 2시간(2%) 동안 논술 고사에 임함으로써 총 100시간을 이수하 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편성은 

자격별 연수 시수  역별 배정 비율과 정교사 자격연수 표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비율을 정확하게 

따른 결과 다. 

셋째,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편성에 기 가 된 핵심역량들이 미국학교도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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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의 ‘학습자 힘 기르기’ 내 역  남호주학교도서

회(School Library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2015)의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 내 주요 

직무 범 와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학습자 힘 기르기’의 

역  ‘사서교사 역할 성명서’의 직무 범 에 부합되는 핵심역량과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넷째, 연수 교수자들에 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의 교수자는 

총 30명으로, 그  남성은 16명이고 여성은 14명이어서 남성이 2명 더 많았다. 이어서 교수자들의 

연령 는 50 가 15명으로 체 교수자의 반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40 가 12명, 60 는 3명이

었다. 한 소속/직 에서는 ․ ․고등학교에 근무 인 사서교사(기간제 포함)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교수가 9명, 공공도서   교육청 등의 공공기  장  사서, 

직원이 4명, 사업체 표가 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들이 담당한 과목의 수와 시수에서는 

3과목 9시수가 3명이었고, 2과목 6시수는 10명이었다. 그 외 1과목 3시수를 맡은 사람은 16명이었고, 

1과목 2시수도 한 명이 있었다.

다섯째,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사서교

사들 111명의 만족도 평균은 5  만 에 4.76 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서교사들이 가장 만족한 

부분은 ‘교수자들의 배려와 방향 소통의 수업을 한 노력’이었고, ‘연수 교재 내용의 충실성’에 

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한 ‘ 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편성’, ‘연수 일정과 시간의 

한 편성’, ‘연수에 한 사  안내’ 부분도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1 ) 자격연수는 직무수행의 문성 향상과 자질 배양을 해 실시된다. 따라서 효과

으로 운 된다면 사서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문헌정보학계 내외에 그들이 문가임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학교도서 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추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 따라서 연수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거나 평균보다 낮은 부분을 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다만 2021학년도 하계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00% 온라인 교육으로만 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변수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 으로 1  정교사 자격연수 교육과정이 

집합연수로 이루어진다는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수 교재 내용의 충실성’을 해서는 각 교과목별 강사들에게 원고 작성을 성실하게 

해  것을 당부하고, 수업 시 활용한 시 자료가 있다면 연수생들에게 공유해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둘째, ‘ 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편성’을 해서는 자격연수에 참여할 사서교사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사 에 조사해 반 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 단  연수이기 때문

에, 각 지역별 교육청 담당자와의 긴 한 조가 이루어져야 교과목 편성과 교수자 섭외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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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수 일정과 시간의 한 편성’을 해서는, 총 연수 시간을 이거나 앙교육연수원 

혹은 각 지역 연수원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한 1  자격연수가 

부분 방학 기간 에 집 으로 운 되기 때문에 학기 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넷째, ‘연수에 한 사  안내’에 해서는 자격연수 시작  상세한 설명이 담긴 공문을 단  

학교로 발송하고, 안내 상을 제작해 필요 시 시청할 수 있도록 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있다. 한 자격연수 기간 에는 교육연수원 측과 연수생들이 다각도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오 라인 창구를 운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사서교사들을 상으로 한 1  자격연수 교육과정 련 첫 번째 연구이다. 따라서 

운  사례를 분석하여 사서교사 (1 ) 자격연수가 보다 효과 으로 구성  운 될 수 있도록 

제언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향후 사서교사들의 자격연수에 한 인식 분석, 역량 강화 방안, 

자격연수 로그램 개발, 효과  개선 방안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와 같은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서교사 (1 )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사서교사

들의 문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결국 학교도서  발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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