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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과 진로교육 강화로 교육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핵심역량, 

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교도서관의 이용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 현황과 개선 방안. , , 

그리고 대학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학교도서관은 핵심역량 함양에 효과적인 교육 인프라임에도 . 

불구하고 활용도는 매우 낮으며 공공도서관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은 외부 특강과 탐방에 치우쳐 도서관의 자료와 , 

서비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미흡하다 교육계가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도서. 

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대학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의 교수. , 

학생을 연계하여 직업체험 진로교육 그리고 역량 함양을 아우르는 입체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공공도서관의 주도적 , , 

역할이 기대된다.

키워드 자유학기제 수업개선 핵심역량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자유학기 프로그램: , , , , , , 

ABSTRACT

Free learning semester aims to foster key competencies in junior high students via reinforcing student 

participation and career educ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grams of school and public libraries, 

as well as the roles that university libraries and LIS could play in the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School libraries, though an essential element in the educational infrastructure, are seriously underused. 

In addition, the support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tend to focus on guest lectures or field trips, rather 

than reinforcing the students to experience the foundational library services. Public libraries are in 

a good position to play an active role in strengthening school libraries. They should take a proactive 

role in forming a partnership with university libraries, LIS faculty and students, and in developing diverse 

programs ranging from vocational/career education to enhancing key competencies.

Keywords: Free learning semester, Improving instructional methods, Key competencies, Public libraries,

Library on the road, Library-assisted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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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이 연구는 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라는 교육 혁신의 물2016

결에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고 오전에는 기본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체험과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꿈과 끼를 살린 행복한 수업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 , 

협동수업 토론수업 등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 

성 인성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기르는 것 또한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 .

년도부터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을 추진하면서 연구학교 과제로 수행된 2003 ｢ ｣ ‘학교도서

관활용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대표 주자로 인식되었다 도서관활용수업이 갖는 . 

유용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활용수업을 가로막는 최대 제약의 하나는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

를 탐색하기 위해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연구학. 

교에서는 블록 수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유학기제는 교과과정 편성에서 자유학기 활동을 위해 시간을 블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방법이 시도되고 수업 활. 

동에 필요한 시간을 학교가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유학기에서 학교도서관

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의 관심사이자 주요 

연구 목적이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자유학기제 추진의 한 축을 형성하는 미래 핵심역량의 함양과 학교도서

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등장배경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로 지적되는 . 

획일적이고 암기 중심의 교육 방식과 성적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풍토를 개선하는 것과 불확실

한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함께 작용하였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매체의 지. 

식정보자원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수업을 개선하고 핵심역량

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인프라이다 자유학기제에 학교. 

구성원의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방법의 모색과 맞물리게 될 것이

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은 이전 어느 때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세 번째로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많은 관심이 진로 탐색 진로체험 등의 진로 교육에 할애되, 

고 있다 교육부는 진로 탐색과 진로 체험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공공기관. , 

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 . , 

그리고 지역의 교육 파트너로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지원방법과 프로그램 . 

운영의 특성과 효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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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목적으로 수행된 이 연구는 이질적인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자유학기. 

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추진 방향 학교의 운영 과정에서 표출된 추진 , 

방향의 수정 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는 교육과정 변화 속에서 학교도. 

서관의 중요성 활용 정도를 분석하고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과 개선방안 그리고 대학과 , , , 

학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자유학기제에 관해서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의 논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었으므

로 이 논문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유학기제의 기본 개념과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유학기제의 이해. Ⅱ

자유학기제1. 

자유학기제는 년 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년에 개의 연구학2013 1 2013 42

교를 지정하고 년과 년에 연구학교를 확대 적용한 후 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2014 2015 , 2016

전면 시행하고 있다 년 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 제 조 항과 제 조의 를 신설. 2015 9 44 3 48 2｢ ‧ ｣

하여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고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으로 학생 참, 

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였

다 개정 교육과정 의 중학교 . 2015 ｢ ｣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에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

영에 관한 기본사항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자유학기에는 학생참여- . 

형 수업을 운영하고 과정중심 평가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을 기술함으로써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가 마련되었다. 

자유학기제의 개념 추진 배경과 목적 운영 방법을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 , ｢

영계획 안 교육부 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교육부 의 내용에서 간( ) ( 2013) ( 2015)｣ ｢ ｣

단하게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는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 

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

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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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추진배경을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

있어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가 낮은 학생들에게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자유학기제의 등장에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는 정치적 배경 과도한 경쟁, 

과 입시교육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진로연계 ,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요구 그리고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세, 

계적 교육 개혁의 흐름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신철균 ( 2014, 46).

자유학기 운영의 기본적 특성은 교과과정의 재구성 수업방법의 개선 질적 평가 세 가지로 , , 

요약할 수 있다 교과과정은 기본 교과시간을 감축하여 오전에는 기본교과의 공통과정을 운. 

영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흥미 관심에 기반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예술체육 , , ‧

프로그램 학생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네 가지 유형의 자율과정, 1)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

이다 수업 방법은 학생의 참여 활동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과별 특성에 맞게 토의 . 

토론 실험 실습 조사 프로젝트 탐구 협동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며 학습효과를 높일 , , , , ,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 융합 통합 수업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블록타임을 활용하여 교육 학습 , ,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서는 기존의 지필 . 

평가 양적 평가를 벗어나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를 강화하여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을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 방법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과도한 성적 중시 풍토 성적 경쟁 풍토를 완화하

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 ,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광순 ( 2013).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년부터 서울형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 자유학기제2014 , 

가 중학교 한 학기에 한정하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데 비해 서울형은 집중 실시하는 자유

학기 전 후에 탐색학기 또는 연계학기를 운영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 2015).

자유학기제의 추진 경과2. 

년도 학기부터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년도부터 모든 중2013 2 2016

학교에 전면 시행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학교들은 완제품 형태의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도입. 

한 것이 아니라 시제품에 해당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을 제공받고 학교 상황에 맞게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상덕 연구학교들은 자유학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2016a, 81). 

1) 정책 초기에는 교과과정을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후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인 자율, 

활동과의 용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과정’을 ‘자유학기 활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음 최상덕 ( 2016a,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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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감하였으나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와 의구심을 가졌으며 기본교과 시간이 감소, 

되고 지필고사가 없으므로 진도의 차질과 성적 하락 등을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 

년도 학기에 개의 연구학교로 출발하여 년에는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수가 교육2013 2 42 2014

부가 계획하였던 중학교의 인 교에서 인 교로 년에는 인 교19% 600 25% 811 , 2015 50% 1,500

의 계획이 실제로는 인 교로 증가함으로써 핵심역량 함양 행복교육 실현에 대한 공80% 2,551 , 

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어 현장에 조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부 ( 2015).

교육부는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운영학교를 확- 

대하고 있으며 년 월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 2017 9 12

기 위하여 학기 이상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2 (

부 서울시교육청 역시 자유학기 전 후에 탐색학기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것 외에 자2017). , 

유학기의 성공 사례를 학년으로 확산하는 선도 모델로 년부터 중 혁신자유학년제2, 3 2016 2 , 

중 맞춤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 ( 2016).

년도에서 년도까지 자유학기제를 수행한 연구학교의 보고서를 통해 자유학기제 2013 2015

실시의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운영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 . 

도는 실시하기 전의 기대치보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모든 그룹에서 향상되었다 교육부 , , (

최상덕 학생은 즐거운 학교생활 친구와의 경쟁완화 교사와의 대화 증가 표2015; 2016b). , , , 

현력 향상 수업 태도에서 집중도 향상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변화 등의 효과가 있었고 최상, , (

덕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되어 행복감을 느끼며 학교구성원간의 2014a), , 

관계가 좋아지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동기 흥미 몰입도 등 학생역량이 향상된 것으, , , 

로 조사되었다 최상덕 학생이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자유학기 이후 일반 학기에의 ( 2014c). 

적응 과도한 수행평가로 학습 부담이 증가 학습내용의 감소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수업 분, , , 

위기가 산만한 점 등이 있다 최상덕 ( 2014a; 2014c).

교사측에서는 수업전문성이 신장되어 수업 효능감이 향상되고 학생들을 이해하고 관계가 , 

개선되며 교사간 협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수업시수가 줄어들어 , 

수업진도에 차질 과다한 행정업무 서술형 평가 등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지, , 

적되었다 최상덕 최상덕 ( 2014a; 2014c).

자유학기제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자유학기제 시행시기의 적절성 문제 학년 간 연계 부족, 

과 이 후 학기의 학업부담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방향설정에 있어서의 시행착오 정책의 일관, , 

성과 지속성 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 중에 일선학교를 가장 혼란스럽게 한 것은 자유. 

학기제의 방향과 정책의 일관성이었다 년도에 처음 연구학교 신청을 받을 때 교육부는 . 2013

진로인성체험과 수업방법개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학교가 진로인성체험. 

을 선택하자 교육부가 뒤늦게 수업개선을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체제로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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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최상덕 신철균 박민정 시행 초기에 자유학기제의 운영방향이 명.( 2014b, 437; , 2015) 

확하게 설정되지 못하였고 진로 및 체험활동을 강조하던 것에 수업개선이 추가됨으로써 정, 

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초기에 강조되었던 진로 및 체험

활동보다 수업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수업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체험 중심 활. 

동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진로 탐색 및 체험 인성 개발, , 

을 위해 특강을 요청하거나 탐방을 하는 경우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이 많아지고 경비 부담이 

생기는 점 교외 체험활동의 안전 문제 직업 체험을 위한 체계적 인프라 및 연계망 의 부족으, , 

로 결국 자유학기제의 활동은 수업개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최상덕 ( 2014b, 119, 

등 진로 및 체험활동에 따른 제약이 한 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교수 학습과 수업 122, 437) , .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다 지필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 

위해서는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사들 스스로 수업

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수업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 

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방법의 활용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으로 전

환되고 학습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최상덕 는 ( 2014b, 99)

수업의 본질에 대한 논의 외부의 체험 활동보다 내적으로 수업이 변화되어 교실이 변화하는 ,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최상덕 수업개선이 이루어져야 진로체험을 ( 2014b, 327, 572), 

해도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다 최상덕 는 수업개선의 중요성( 2014b, 419)

이 학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일회적이고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 부. 

담이 큰 특강과 직업 탐색 및 체험 활동보다 교수 학습의 개선과 교사의 역량 함양에 힘쓰는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자유학기제는 명확한 목표와 운영 매뉴얼 갖고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수업개선과 진로체험 뿐만 아니라 지식과 역량 불안과 기대라는 서로 상이한 가치가 대립되, 

는 양가성 현상이 나타났다 임종헌 시간이 지날수록 양가성 현상은 완화되면서 초기.( 2016). 

에 ‘자유학기를 진로 체험 학기로 잘못 인식하던 것에서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이 중심이 된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신철균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로 인식하는 ( 2014, 122; , , 2015, 46)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진로교육 핵심역량교육 3. vs. 

진로교육과 수업개선은 자유학기제의 핵심 요소이다 진로탐색 및 체험에 포함된 꿈 끼. , , 

적성 진로가 경쟁 중심의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키워드라면 수업개선은 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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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지식정보를 구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방법의 전환을 가리키는 키워드이다. 

자유학기제 초기에는 진로 탐색 체험에 큰 비중을 두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 활동 자율과. (

정 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해서는 선택교과인 진로) ｢

와 직업 과 진로교육을 위해 개발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의 활용 교과 국영수사과기, (｣ ｢ ｣ ‧ ‧ ‧ ‧ ‧

술가정도덕 통합 진로 교육의 활성화 자유학기 동안 회 이상의 진로 체험 진로 상담과 ) , 2 , ‧ ‧

검사 체계 구축 진로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교육부 , ( 2013; 2015).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를 구축하여 진로체험 활동이 특정 시기에 ｢ ‧ ｣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년 월에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 2014 12 , 

교협의회가 를 체결하였으며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 발굴에도 MOU ,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교육부 중앙부처 뿐 아니라 개의 기업기관들이 체험형 ( 2014). 51 ‧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학교와 체험처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구

축하였다 교육부 ( 2015).

이와 같은 교육부의 노력으로 년도 연구학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중 진로탐색 유형2013

이 가장 많이 운영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진로교육으로 오해하는 현상을 , 

초래하였다 그러나 연차를 거듭할수록 기본교과의 교육과정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최상덕 ( 2016a, 45).

한편 수업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불확실한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

기 위해 전 세계의 교육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역량이라는 용어는 주로 기업이나 직업교육. 

에서 강조된 것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심동적 특성 혹은 , , , , 

지식 기능 가치 태도와 같은 인간의 여러 특성이 복합된 것으로 본다 백남진 온정덕 , , , ( , 2016, 

최근에는 일반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생애 능력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38). , 

학교교육 맥락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제 수행 상황에 얽혀있

는 복잡한 맥락적 요소들을 읽어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전략 가치 등을 선택, , , , , 

활용해가는 인지적 반성적 성찰 능력, ’ 박민정 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 2009, 75) . 

교 교육에서는 년 개정 교육과정 기초연구에서부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생2009｢ ｣

의 역량 교육이 강조되어왔으나 년 개정 교육과정 에서 처음으로 핵심 역량을 설정하2015｢ ｣

였다.

자유학기제의 배경에 역량 교육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은 암기 위주의 지식 획득으

로 성적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교육으로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는 국내의 위기의식과 

함께 역량기반 교육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이 작용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역량이 . 

주로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의 프로젝트에서 논의된 , , OECD DeS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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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논의된 의 역량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과, ATC21S , 2015 ｢

정 에 기술된 역량을 통해 핵심역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

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 OECD 1997 2003 7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역량의 개념을 정립하여 역량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Competencies)

인식시켰으며 년 마다 실시하는 , 3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조사를 위한 역량의 개념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역량)

의 논의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OECD 2005). 

에서는 역량을 DeSeCo ‘일련의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특정 상황의 맥락에 맞게 적용할 , , ,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핵심 역량은 삶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개인, 

의 삶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핵심 역량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별 세부 역량을 표 과 같이 제< 1>

시하였다.

표 의 핵심역량 < 1> DeSeCo

범주 핵심역량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1.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1-1. , ,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1-2.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1-3. 

사회적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2.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능력2-1. 

협동하는 능력2-2.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2-3.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3. 

넓은 시각에서 행동하는 능력3-1. 

인생의 계획과 개인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능력3-2. 

자신의 권리 관심 한계 욕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3-3. , , , 

에서는 표 의 아홉 가지 역량 외에 성찰 의 중요성을 강조하DeSeCo < 1> (reflectiveness)

고 있는데 성찰은 모든 역량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육21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

프로젝트는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청과 재정지원으로 호주 핀란(ATC21S) , , , ｣

드 싱가포르 미국 등의 국가가 참여하여 년부터 년까지 추진되었다 프, , 2009 2012 . ATC21S 

로젝트의 목적은 세기에 필요한 역량 을 찾아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21 (skills)

하는 것인데 핵심역량을 사고방식 업무방식 업무수단 세계 속의 생활방식의 네 개 범주로 , , ,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홈페이지(CI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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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핵심 역량< 2> ATC21S

사고방식 업무방식 업무수단 세계 속의 생활방식

역량

창의력과 혁신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

의사결정능력 

학습을 학습하는 능력•

의사소통력•

협동력 팀워크( )•

정보리터러시•

리터러시ICT•

시민의식 로컬 글로벌- , •

삶과 직업•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

프로젝트는 기업의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리터러시와 협동력을 강ATC21S ICT

조하고 특히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평가 방법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의 평. ATC21S

가 방법은 에 제시되었고 는 이를 반영하여 에 OECD OECD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을 평가에 포함시켰다 백남진 온정덕 에서 재인용(Griffin & Care 2015: , 2016, 23 ). 

우리나라는 년 개정 교육과정 에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2015｢ ｣

하는 핵심 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 , ,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여섯 가지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 , , 

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 

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이상에서 살펴본 와 글로벌 기업이 제시한 역량 요소와 년 개정 교육과정 의 OECD 2015｢ ｣

역량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인간으로 또 직업인으로 미래에 적절하게 대처하. 

게 위해서는 지식정보는 물론이고 창의력 사고력과 같은 고등인지능력 일상생활에서나 업무, 

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 언어 기술 정보 를 상호작용, ICT

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공동체에서 의, 

사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는 능력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 . 

년 개정 교육과정 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것은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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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한다는 의미이며 모든 교과는 교과의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한편 교과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의 활. 

동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 역시 도서관의 고유한 교육활동을 통해 핵심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와 도서관. Ⅲ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과 학계의 관심1. 

자유학기제에 관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도서관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에 대한 우리 분야의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다 의 검색사이트 와 국회도서관을 . KERIS (RISS)

통해 검색한 결과는 표 과 같다< 3> .

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계의 연구자료< 3> 

발행년도 학회지 학술논문 일반학술기사 단행본 연구보고서 매뉴얼( / ) 합계

2015 0 4 1 5

2016 4 4 4 12

합계 4 8 5 17   

년도의 학술논문 두 편은 년과 년에 간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2016 2015 2016

실질적으로 학회지 학술논문은 편이며 전체 연구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2 , 15 )

자유학기제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유형으로 보면 일반 학술지 기사가 편으로 가장 많고 8

단행본은 권으로 연구보고서가 편 프로그램 매뉴얼이 편이며 학술지 연구논문은 편 실5 2 3 4 (

질적으로 편 이다 발표년도는 년도 편 년도 편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2 ) . 2015 5 2016 12 . 

년에 출발하였고 년도에 전면 시행된 점을 생각하면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도서2013 2016

관계의 관심과 대응은 다소 부족하고 또 늦은 감이 있다2). 

일반 학술기사 편 중 편 신철균 이승순 박지선 김진경8 5 ( (2015), (2015), (2015), (2016), 

김정숙 이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사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사도회지 에 게재된 것(2016)) ｢ ｣

이고 단행본 편은 모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통해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공공도서, 5

관에서 먼저 자유학기제에 대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철균 과 황은희 는 . (2015) (2015)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서 이승순 은 중학교 교사로, (2015)

2) 년 월 일에 에서  2017 7 17 RISS ‘자유학기’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중복 등록된 자료를 모두 제한 결과 학술논문은 

편 학위논문은 편임127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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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지선. 

김진경 김정숙 이재희 는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2015), (2016), (2016), (2016)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황금숙 황금숙 김수경 은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할 (2015), , (2016)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공공도서, , , 

관 사서를 대상으로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활동의 네 영. 

역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과 이들을 통합한 영역에 적용- , , , -‧

할 수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노영희 김혜인 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 (2016a)

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유학기 활동의 네 영역과 정보활용을 추가한 다섯 영역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노영희 김혜인 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 , (2016b) , , 

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정도와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

공 경험 여부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자유학기제에 관하여 년과 년에 연구 용역에 의한 2015 2016

연구보고서 황금숙 송기호 를 간행한 외에도 년에 일련의 도서관 자유학( 2015; 2016) 2016 ｢

기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글쓰기 도서관의 보물상자 친구 도- , ( ), ｣

서관의 보물상자 상상력 을 발행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 (2016a, 2016b, 2016c). 

내용은 차시로 이루어진 글쓰기를 비롯하여 차시 차시 또는 그 이상의 차시에 책과 함16 1 , 2

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는 송기호 이경화 송기호 최용훈(2016), , (2016), (2016)

의 연구가 있다 송기호 이경화 송기호 의 연구는 정보활용능력과 탐구학습능. (2016), , (2016)

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개선 방법으로 교과 간 통합 주제를 활용한 정보활용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통합 교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의 탐구 주제 매. 6 -

체 문화 감상 예술과 산업 환경 창작 을 선별하고 교수 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 , , , - · . 

최용훈 은 중학교도서관에서 자유학기 선택프로그램으로 독후 활동을 활용한 북트(2016)

레일러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북트레일러는 국어 미술 정보를 관련교과 영역으로 설정하고 . , , 

교과융합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시간 씩 주차로 총 차시로 진행되었다 독서자료의 선3 17 51 . 

정 영상 촬영기법 실습 동영상 제작프로그램 실습을 거쳐 북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 , 

올리고 자료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드를 활용한 책갈피를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종, QR . 

료 후에 작가와의 만남을 기획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도서관 행사를 연계하여 운영하였

다 매체와 기기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종합적인 사고력 함양 교과융합. , 

으로 통합적 사고 능력이라는 미래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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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도서관계는 모두 학교도서관보다 지역사회의 교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도서

관의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순적 현상의 이면에는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부족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 

자유학기제의 관심은 교과의 수업개선과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의 개발에 있으며 학교와 공공

도서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이 자유학기. 

가 나아갈 방향으로 수업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량에 무게 중심을 둔다면 학교도서관의 역

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학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무. , 

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핵심역량교육2. 

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의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IFLA(2015) 9 . 

첫째 학교도서관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디지털 공간, , 

둘째 모든 미디어의 수준 높은 정보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간 셋째 개인의 , , , 

호기심과 창의성 학습에 대한 갈망을 지원하고 다양하고 대립적인 주제에 관해서 안전하게 , 

탐구할 수 있는 안전 공간 넷째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 다, , , 

섯째 다양한 범위의 기술적 도구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식을 생산하고 표현 공유하는데 , , ,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기술적 공간 여섯째 독서와 리터러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 , 

리터러시 센터 일곱째 디지털 도구의 적절한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시민을 위한 센, , 

터 여덟째 누구라도 동등하게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보 환경, , , 

아홉째 문화적 전문적 그리고 교육적 행사를 위해 개방된 사회적 공간이다, , . 

이렇게 다양한 공간의 역할을 통해 학교도서관은 교과과정과 통합된 적극적인 교수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교수 학습센터로 자원 기반 역량 사고 기반 역량 지식 기반 역량 독서와 리, , , 

터러시 역량 개인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 학습 관리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기술, ,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의 학교도서관 역량은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리. IFLA DeSeCo , ATC21S , 

고 년 개정교육과정 이 제시하고 있는 역량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2015 .｢ ｣

국내의 학교도서관 연구도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이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

을 증명하고 있다 즉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자아개념 형성 자기효능감 정보활용능력 문제. , , , 

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태도 학습습관 학업성취도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 , , 

었다 양소라 도서관활용수업을 경험한 학생을 면담 조사한 연구에서는 양소라( 2009). 

의 연구에서 밝혀진 효과 외에도 수업 중 활발한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 표현력의 신(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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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친구관계 향상 독서습관 형성 책임감성취감 향상 자신감 향상 이해력 사고력 증진 등, , , , , ‧

의 효과가 있었다 강봉숙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연구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한 ( 2012). 

연구에서는 도서관활용수업은 다양한 자료의 이용과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가능하게 하며, 

독서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의 형성뿐만 아니라 소통 협력 중재 조, , , 

율 배려 양보 책임과 같은 복합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 권은경 , , , ( 2014).

교수 학습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은 모든 종류의 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 

호기심과 창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고 독서와 리터러시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의 도움으, , 

로 정보와 지식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의 기능이 교. 

과과정의 운영에 적용될 때 수업방법은 지식정보자원을 기반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구

축하는 학생 중심의 체험수업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정보를 활용하여 지. 

식을 구축하는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모둠 수업 협동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 , 

움직이며 활동하는 구체적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동료들과 함께 협동하는 수업에서 학생들. 

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교육활동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그 교육효과로 우리교육이 , ,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활용 정도3. 

자유학기제의 교과과정 운영은 기본교과 과정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학. 

기제의 기본교과 운영의 핵심은 교과 수업시간을 줄이고 교과 간 연계 융합 통합하는 수업, , , 

을 구안하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의 토론 탐구 조사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 , 

하는 것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형성평가와 같은 질적 평. , 

가 역시 자유학기제의 교과과정 운영의 중요한 특성이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동. , 

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가지인데 진로탐색 활동 외에는 학생의 , , 4‧

수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자유학기제의 교육환경에서 독서 및 학교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 조

사하기 위하여 년도 연구학교의 학교별 사례보고서2013 3) 최상덕 그리고 년( 2014b), 2016

도 자유학기 운영보고서 개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년은 자유학기제 시작 연도이므로 20 . 2013

연구학교가 일정한 모델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을 모색하던 시점이다 이 시기의 운영방. 

법은 이 후 연구학교의 운영 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년도는 자유학기, 2016

제가 전면 시행된 때이므로 정착기의 활동으로 의미가 있다.

년도의 개 연구학교의 학교별 사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 연구학교의 에 2013 42 , 42 14%

3) ‘학교별 사례보고서’는 지역별 연구담당자 교수 가 각 지역 학교의 포커스 그룹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 ) - , , , 

구성 을 인터뷰하여 정리한 내용임- .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48 1 )․

- 62 -

해당하는 교에서 독서 및 도서관 활동을 하였다 이 중 교는 진로탐색과 관련한 독서활동6 . 4

을 하였고 교는 독서를 자유학기의 중심으로 삼아 기본교과에서는 교과 간 연계 독서 및 , 1

독후활동을 하였고 자유학기 활동 중  선택프로그램도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그. 

리고 개 학교에서 수업개선 방법으로 도서관활용수업을 실시하였다1 .

년도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개 학교의 운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본 교과 2016 20 , 

과정과 자유학기 활동에서 독서 또는 도서관 활동을 실시한 경우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 

먼저 기본교과의 공통과정을 보면 국어 교 수학 교 사회 과학 영어에서 각 교 도덕15 , 4 , 2 , 

과 기술 가정에서 각 교 그리고 체육 음악미술에서는 한 학교도 없었다 독서관련 활동은 / 1 , / / . 

독서 독서감상문 독서토론 독서기록 독서포트폴리오와 같이 독서 및 독후활동이 주를 이루, , , , 

었으며 독서퀴즈 독서골든벨과 같은 행사와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만화 그리기 책갈피 만들, , , 

기 등의 창작활동이 있었다 도서관이용수업 또는 활용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교로 국어 교. 4 3 , 

사회 수학 영어에서 각 교 총 개의 수업 사례가 있었다 이 중 세 개는 한 학교의 국어 수학 1 6 . 

영어 과목에서 이루어졌다 개 학교의 대부분이 전 교과에 걸쳐 프로젝트수업 탐구수업. 20 , , 

토의토론 수업 협력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료이용, . ‧

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수업 유형에서 도서관이 언급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

다.4) 개 기본교과 영역에서 개 사례학교의 학교도서관 이용은 개이므로 개의 수업 8 20 6 160

단위 중에서 에서만 도서관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이용수업이 전통적3.8% . 

으로 국어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개의 도서관 활용수업 사례 중 6

개가 한 학교에서 실시된 것을 보면 학교도서관 활용은 교과목의 특성이나 수업 방법에 따3 , 

라 결정된다기 보다 학교의 교육문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자유학기 활동에서 독서와 도서관 관련 활동을 개 영역 진로탐색 선택 프로그램 동아  6 - , , 

리 예술 체육 자율동아리 기타 으로 조사한 결과 교에서 총 개의 활동 사례가 있었, / , , , 20 39–

다 이것은 전체 활동 가능 단위 개 학교의 개 영역 즉 단위 의 에서 독서 및 . (20 6 , 120 ) 33%

도서관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영역별로 보면 동아리 건 진로탐색 건 자. 13 , 11 , 

율동아리 건 선택 프로그램 건 예술 체육 건 기타 건이었다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6 , 4 , / 1 , 4 . 

진 동아리 영역은 독서 독서토론 독서논술 도서반이 주를 이루었으며 개 학교에서 도서관 , , , 2

탐방반이 활동하였다 진로탐색 영역의 건 중에서 건은 진로관련 독서활동이고 건은 사. 11 8 3

서 직업체험이었고 예술 체육 영역의 북 아트 책 만들기를 제외하면 선택 프로그램과 자율동 , /

아리 기타 영역의 활동도 대부분 독서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활동 중에, . 

서 사서체험과 도서관 탐방은 건으로 를 차지하였다5 4.2% . 

4) 수업에서  ‘자료 이용’은 다수 언급되고 있으나 교사가 준비한 유인물 이용이거나 인터넷 조사가 대부분으로 ,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직접 자료를 탐색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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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과 수업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학교는 년도 개 연구학교 가운데 교 그리고 2013 42 1 , 

년도 개 사례학교 가운데 교뿐 이었다 년도에 자유학기 활동으로 도서관 탐방2016 20 4 . 2016

과 사서체험을 한 것도 건에 불과하였다 년도의 사례학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5 . 2016

한 학교로 대부분 년 또는 년부터 자유학기를 실시한 년차 또는 년차의 학교이2014 2015 2 3

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비롯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과과정과 수업방법 평가. ,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교육

활동의 인프라로 충분히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4. 

년 개정 교육과정 의 2015｢ ｣ ‘교과과정편성 운영기준’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형 프로

그램을 운영하도록 기술한 만큼 자유학기제 운영 초기에 교육관계자들은 공공도서관의 지원, 

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 진로 독서 프로. , 

그램 독서 및 독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황은희  는 필요성과 공공도서관이 학습공간으로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교육활동 네( 2015)

트워크의 중심에 서는 허브의 역할과 지역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지역사

회의 인력풀을 학교와 매개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철균 ( 2015).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지원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도서

관협회가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유학기제 특별 프로그램의 ｢ ｣

사례를 조사하였다 협회는 자유학기제 특별 프로그램 모집공고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 ‘

역 학교와의 협력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독서문화 진작 이며, , , ’ , 

프로그램은 독서지도 국어 역사 사회 등 교과 체험활동 또는 시험기간을 활용한 전일제 활동, , , 

으로 운영 가능하며 인문학적 가치를 담는 주제를 권장하고 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강연 탐방. , 

체험 후속모임을 각각 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 ), 1 ( 2015).

길 위의 인문학 사이트에 보고된 년과 년의 프로그램 개 년 개2015 2016 114 (2016 38 , ｢ ｣

년 개 중 무작위로 선정한 개 년 개 년 개 의 내용을 분석하여 2015 76 ) 21 (2016 7 , 2015 14 )

표 에 프로그램의 주제 구성 차수 강사 수 참여 학교 수 학생 수 강의 장소 추천 주< 5> , , , , ( ), , 

제도서수 사서 사서교사의 참여 여부를 정리하였다, /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인문학 또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꿈< 5> , 

끼 진로 등으로 편성되었고 프로그램 구성은 공고에서 요청한 대로 강연 탐방 체험 후속, , ( ), 

모임을 각각 회 이상 포함하고 있다 년에는 개 도서관 중 개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1 . 2015 14 8

차시로만 운영 이 경우 하루에 강의와 탐방을 함께 실시 하였고 개 도서관이 단 하나의 1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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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연계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일수는 개 도서관이 일로 전체로는 평균 일간 , 10 2~3 3.4

실시하였다 이에 비해 년에는 개 중 개 도서관이 차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2016 7 6 2

고 개 도서관이 개 이상의 학교와 연계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일수도 일 일까지 평, 3 2 , 4 ~12

균적으로는 일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차수가 늘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강사의 수도 증가7.7 . 

하여 전체적으로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도서관과 직접 관련된 요소로는 강의 장소 프로그램에 추천된 주제도, 

도서관명
실시년도

일수( )
프로그램주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차수
강사
수

학교수
학생수( )

강의
장소

주제
도서

사서참여

경남김해장유도서관 2016(4)
꿈찾기 

인문학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2 + 2 1(90) 학교 2

전남고흥평생교육관 2016(10) 미래 꿈 진로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2 + 14 3(119) 학교 4

충남장항공공도서관 2016(11)

선조의 삶

우리 미술

조선시대현판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3 + 3 2(208) 학교 3

강원양양교육도서관 2016(5)
인간과 자연

공부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2 + 2 1(225) 학교 7

광주운남어린이도서관 2016(7) 생태인문학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1 + 3 1(190) 학교 4

부산시민도서관 2016(5) 세계의 시장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2 + 3 1(44) 도서관 4

서울강서도서관 2016(12) 사람과 자연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3 + 4 2(150) 학도 5

경남창원도서관 2015(3) 생태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1 + 1 1(74) 학도 1

구미시선산도서관 2015(3) 나의 꿈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1 + 1 1(30) 학교 1

춘천교육문화관 2015(2) 바다 인문학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1 + 1 1(43) 학교 1 후속

경기희망샘도서관 2015(3) 마을과 나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1 + 6 1(50)
지역

시설
2

개코스5

탐방지도

사서 명( 3 )

경기태장마루도서관 2015(2) 꿈 진로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1 + 2 2(60) 도서관 1

부천시립북부도서관 2015(3)
진로설계

차연계(3 )
강의와 탐방 차3 2 1(250) 학교 1

울산중부도서관 2015(2) 지역탐방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1 + 2 1(30) 학도 2

후속
사서교사,

사서

대구수성구립용학도서관 2015(3) 문학 역사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2 + 2 1(60) 학도 2 후속

서울용산도서관 2015(4) 인문산책 웹툰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2 + 3 1(59) 학교 3 후속

서울상도국주도서관 2015(5)
한국근대사

차연계(3 )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3 + 2 1(84) 학교 0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2015(3) 인류의미래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1 + 1 1(23) 도서관 1 후속

서울개봉어린이도서관 2015(5)
진로탐색
책내용과연계( )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4 + 2 1(25) 학도 1 후속

경북영천금호도서관 2015(3) 인문학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1 + 1 1 학도 1

천안성환도서관 2015(7)
진로 공부 
인문학

강의와 탐방 차 후속모임3 + 3 2(413) 학교 3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 : )｢ ｣

표 길 위의 인문학 에서 추진한 자유학기제 특별 프로그램<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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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리고 사서의 참여 여부를 들 수 있다 위의 개 프로그램 중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한 , . 21

경우는 건 학교도서관 건 그 외 건은 학교 강당 시청각실 지역 시설 등이었다 주제도3 , 6 , 12 , , . 

서는 권의 경우가 건 평균으로는 권 년도 평균 권 년도 권1~2 12 , 2.3 (2015 1.4 , 2016 4.1 ),  

사서의 참여는 건으로 건은 후속 모임에서 강의 보고서 및 탐방 보고서 작성 감상 토론을 8 7 , 

지도하였고 건은 교사와 함께 교외 탐방에서 학생지도를 담당하였다1 .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경험하고 자료를 이용하고 사서로, , 

부터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학교와의 협력이라는 목적은 달

성되었지만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 독서문화 진작,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

해 보인다 그 이유는 학교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지식정보자. 

원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장, 

소를 물색하기에는 시간 비용 인력 등의 면에서 제약이 따르는 특강 체험 탐방 중심 활동, , , ( ) 

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공공도서관의 경험 부족 , ,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길 위의 인문학 에서 수행한 프로그램이 전체 공공. ｢ ｣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부천시립원미도서관의 활동은 공공도서관이 자. 

유학기제와 연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원미도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도서관에서 직영하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를 운영’하는 특이한 경우이다 이재희 원미도서관은 년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 2016). 2015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의 청소년 직업탐색 

자료실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지원받았다 원미도서관은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여 교. 

과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독서기반 청소년 진로교육에 기여하는 것과 이를 활성화하여 공공도

서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 이재희 ( 2016, 96).

원미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 자체가 직업. 

사서 체험의 장이 되는 것 둘째 도서관의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 선택 주( ) , , 

제 동아리 등의 자유학기 활동을 제공하는 것 셋째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 ,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 학교의 요구사항 식별 체험처와 학교의 연결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 , , ‧

하는 등이다 세 번째의 역할은 원미도서관의 특별한 경우로 앞에서 인용한 . ‘교육활동 네트워

크의 허브’ 또는  ‘지역사회 인력풀을 학교와 매개하는 브릿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모든 .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부. 

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전체에 학교교육의 파트너로써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

한 소통의 구심점으로 공공도서관의 존재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려해볼 수 있다 두 . 

번째의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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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요청할 경우 도서관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 

으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강사와 프로그램을 공｢ ｣

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쉽다 이런 점에서는 첫 번째 역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도서관 및 . . 

사서의 업무는 진로 및 직업 체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분석한 학교의 활

동에서나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에서도 그다지 빈번하게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은 학교의 교육 파트너이며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임무가 있다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는 외부 여건도 중요하지만 공공도서관의 내. 

부적인 합의와 수행 목표 또는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면에

서는 학교의 요청과 도서관의 역량 간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학교. 

의 자유학기 활동을 위한 강사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단순 공급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철균 도서관의 교육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지역( 2015, 13), 

의 학교에 홍보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서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방향전환. 

은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학과 문헌정보학과의 역할5.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갖는 교육적 함의는 중. 

학교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유학기제의 학생은 진로탐색과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와 관련. 

된 대학의 전공분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진로 직업과 연계하여 전공 . 

학과와 대학을 홍보할 수 있고 좋은 인적 자원을 일찍이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 

대학생들은 교육봉사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중학생들과 활동하는 과

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 활동은 학교와 대학이 ,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학생과 대학교수가 중학교 교사와 협력하여 진행한 글짓기 꿈짓기 라는 건축융합교육 ｢ ｣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공학과가 자유학기 활동을 지원한 좋은 예이다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 

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글쓰기 활동의 ‘글짓기’와 건축 활동 ‘꿈짓기’를 한 주 씩 교차시켜

서 진행하면서 인문학적 문예활동과 건축 활동을 함께 추구하였는데 글짓기는 교사가 꿈짓기

는 교수와 대학생 멘토단이 담당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명씩 모둠으로 총 명이. 4 5 20

며 매주 한번 분씩 글짓기 회 꿈짓기 회 최종평가 회를 포함하여 총 차시의 활, 105 , 7 , 7 , 1 15

동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글쓰기와 건축의 융합 . 

활동을 통하여 과제 집착력이 높아지고 자신의 미래와 꿈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건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로에 대한 흥미도 높아졌다 대학생 멘토단 역시 건축에 대한 재인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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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중학생들의 활동과정과 결과물 분석을 통해 소통능력과 리더십

을 키우는 효과를 얻었다 유명희 ( 2017).

또 다른 예로 미디어융합디자인을 활용한 창의진로교육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 

램은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체험활동과 진로탐색 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체험도구로 스마트폰과 포토샵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 디자인을 제작한 후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총 차시로 구성하고 각 차시의 활동 목표로 프로젝트. 16 DeSeCo

가 제시한 지적도구 활용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자기주도적 행동 역량과 함께 공감 소, , 

통능력 진로적성 탐색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현은령 연구자는 현재의 진로탐색 프로, ( 2015). 

그램이 단순 체험 관람 강연이 주가 되어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방안의 취지에 , ,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가 사회적 관심과 책

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중학생의 흥미를 유도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하고 복합적인 활동을 구성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 

설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유학, 

기 활동을 통해서 대학의 전공분야 및 관련 진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문헌정보학에는 송기호의 사례가 있다 송기호 는 통합 교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 (2016)

개의 탐구 주제 매체 문화 감상 예술과 산업 환경 창작 에 대한 교수 학습 지도안을 6 - , , , , , - ·

개발하였다 수업지도의 평가요소로 개정 교육과정 에 도입된 여섯 가지 역량을  제시. 2015｢ ｣

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이 기존에 강조하였던 정보활용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만이 아니라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역량 함양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 지도안은 학교의 . 

교과과정 운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개선 방법이지만 학교의 자유학기 활동의 지도안으, 

로 또는 공공도서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 

문헌정보학과와 대학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매개로 하여 자유학기제에 쉽게 또 효과적으

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교과과정 운영 내용을 보면 . 

기본교과는 물론이고 자유학기 활동에서 조차 도서관과 관련된 활동 도서관 이용지도 도서- , 

관활용수업 도서반 동아리 도서관 관련 진로직업체험 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문헌정보, , - . 

학과 학생들은 사서교사가 부족한 중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반 동아리의 멘토로서 자유학기 활

동을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도서관은 지역의 교육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자유학기 활동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사서직업체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문헌정보학 교수들 역시 학. 

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이 자유학기제의 운영취지에 적합한 창

의적이고 입체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 방안 연구  21

- 69 -

대학은 년도 말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간의 업무협2013 , 

약 체결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중학교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년도의 개 연구학교 중 , 2013 42 17

교에서 대학과의 협력으로 진로탐색 활동을 하였다 이런 자유학기제 운영의 확산과 변화는 자. 

유학기제의 교육적 함의가 중학교에 한정되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 

참여를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학습생태계의 구축 최상덕 을 촉구하고 있다( 2014c, 137-9) .

대학 입학 인구의 절대 감소로 대학도 변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 간의 경쟁도 불. 

가피하지만 학과도 자신의 전문 지식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지 못하면 경

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학과의 활성화와 미래의 인적 자원 개발에 .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Ⅳ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지금은 한 학기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미 연, 

계 학기 연계 학년의 운영으로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영향이 , . 

확대되고 있으며 대학의 인재 선발과 양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철균 , (

이런 자유학기제 운영의 확산과 변화는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함의가 중학교에 2015, 247). 

한정되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아우르는 교육 학습의 변, 

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교 교육의 주요 인프라인 학교도

서관과 학교 교육의 파트너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자유. 

학기제의 개념과 추진 방향에 있어서의 변화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의 , 

관심과 연구동향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용 현황과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지원 활동을 분, 

석하였으며 대학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진로인성체험과 수업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 . 

기의 정책은 진로인성체험 활동에 무게를 두었으나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수업방법을 개선하, 

는 내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으므로 도서관계의 대응방법도 이 변화를 반

영하여야 한다 수업방법의 개선은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수업 탐구수업 등으로 미래의 핵심. ,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식정보 및 정보기술의 . , 

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지속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학습정보자원을 , ,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 효과적이다 뿐 만 아니라 도서관 공간은 지식자원을 매개로 한 심동적 . 

협력 활동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인프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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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의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 , 

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소극적이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서관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

다 이런 모순적 현상의 첫째 원인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부족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의 부족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사서교사들의 활동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출

판자료를 통해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일 것이다 사서교사의 경험은 학교도서관. 

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중요한 정보이므로 학

술지 전문 기관 및 협회지에 발표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보고서를 통해 독서 및 학교도서관의 활용 예를 분석한 결, 

과 독서활동은 비교적 여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 활용은 교과의 수업개선, 

을 위해서나 자유학기 활동으로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공공도서관의 자유학기 지원 활동을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자유학기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운영 일수와 차시 연계 , , ｢ ｣

학교의 수 강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 강사의 특, . 

강과 일회적 체험 탐방에 치우쳐 학생들이 도서관을 경험하고 자료를 이용하고 사서로부터 , ,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자유학기. 

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각의 제약과 한계에 묶여 가능성을 충분히 발

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이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사서교사와 ｢ ｣

장서가 부족한 학교도서관을 지원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은 외부 기관의 지원. 

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에 독자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학교도서관과 협력하는 프로, 

그램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학내의 교육 인프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하

는 것은 도서관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의의가 있다.

넷째 자유학기제가 갖는 교육적 함의에 대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학도서관은 진로 및 , . 

직업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문헌정보학과는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이 중학. 

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의의도 있지만 진로교육을 통해 전공 학과와 대학을 홍보하고 인적 , 

자원을 일찍이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학에도 유익하다 문헌정보학과가 중학교 또는 . 

중학교도서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의 관심이 공공도서관의 . 

활동에 쏠려있는 지금 공공도서관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학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과 학생 및 , 

교수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입지에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공공도서관. 

은 교육계가 기대하는 ‘지역 교육활동 네트워크의 허브 및 지역사회의 인력풀을 학교와 매개

하는 브릿지 역할’을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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