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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핵심역량 함양과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웹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1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이 느끼는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은 5점 중 3.7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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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사소통 역량이 4.07점으로 가장 높게, 창의적 사고 역량은 3.6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 이용자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과 핵심역량 자아효능감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6개 핵심역량 모든 영역에서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과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방향 설정과 학교도서관 교육을 통한 역량 중심 교육의 실천을 가속화시켜줄 바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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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chool library services on fostering 

students' core competencies. In doing the research, web survey has been conducted and the data of 

211 high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First, the high school students' awareness of school library 

service facilitation is ranked 3.72 out of 5 point. High school student users' self efficacy is examined 

toward six core competencies of ｢2015 Revised Curriculum｣. The point of communication skills turns 

out to be 4.07 which is relatively high, and that of creative thinking skills is 3.66, which is relatively 

low. The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awareness of school library service facilitations and core 

competency skills and self efficacy shows quantitatively meaningful correlations in all six competency 

areas. Based on the consequences of the study, the foundation will be established on the orientation 

of school library service and the acceleration of practice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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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OECD 주관 하에 3년 주
기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국제적 비교 평가이다. 2015년부터 변경된 PISA의 평가 
방법이 교육계에 주는 함의는 깊다. 2015년부터 기존의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에 
더하여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여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PISA는 지식과 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와 교육의 목표를 반영한
다. 지식기반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존의 읽
고 쓰고 셈하기 같은 기초능력에 더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즉 지식의 축적을 넘어 지식의 활용과 재생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교육 목표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교육에서 비중을 두었던 
인지적 능력 함양을 바탕으로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비인지적 능력을 함께 길
러주는 데에 교육의 목표가 위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흐름을 역량 중심 교육이라 한다. 역량 중심 교육은 국제기구의 연구와 발표
를 넘어 각 나라의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가지 핵심역량을 밝히고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역량을 길러주는 성취기준을 중심으
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주제 중심의 교과 통합 등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움직임이 일어나
고 있다. 더불어 이는 성취평가제, 교육과정 재구성, 자유학기제, 질적 평가 체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며 교육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

학교도서관 서비스는 교육 환경의 흐름이 주는 시사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역량 
중심 교육의 시대적 흐름이 학교도서관 서비스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이에 
학교도서관에서는 교육계가 최근 주목하는 역량 중심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고 학교도서관 서
비스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역량 중심 교육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시작으로,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가 학
생의 핵심역량 함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도서관 서비
스의 힘을 피상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학교도서
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6가지 미래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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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높은 수준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수혜를 보다 많이 경험한 학생 이용자
는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의 경우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에 비해 학력 강
조 일변도의 교육에서 보다 빠르게 탈피하여 전인적 교육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수립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움직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소속 고등학교
별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정도와 핵심역량 자아효능감을 분석하는 것은 학교 교육 목표
에 따른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차이와 학생 핵심역량 함양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설득
력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첫째,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고등학생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소속학교 변인별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해당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에 대한 
자아효능감 정도와 소속학교 변인별 차이를 측정하며, 셋째,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과 핵심역량 자아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이승길(2005)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 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양소라(2009)는 도서관활용수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과 실증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양소라
가 분석한 도서관활용수업의 효과는 학습태도, 정보활용능력, 학습습관, 자기 효능감, 문제해
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성취도이다.  또한 강봉숙(2013)은 도서관활용수업을 받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활용수업이 제공하는 편익과 혜택에 대한 면접 및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 효율성은 물론 독서 및 정의적 영역 전반에 있어서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은정과 송기호(2015)는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
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양적, 질적 연구의 방
법을 병행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세부능력 중 학습계획과 학습평가 능력 향
상에 글쓰기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하혜란과 송기호(2015)

는 독서기반 진로 탐색 보고서 쓰기에 참여한 23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진로 성숙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성, 자기 이해, 정보 탐색,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영역에서 긍정적인 진로 성숙도 변화를 검증하였다. 서행민과 
이병기(2015)는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미래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적용 전후
의 고등학생 자아정체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그 밖에 교육의 흐름과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 이병기(2012)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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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독서영역과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 비교에 관한 연구가 있
다. 이는 해당 평가와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학교
도서관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 국외

국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도서관활용수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미국 국립 도서관 정보학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는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도 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를 분석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알래스카, 콜로라도 등 
다수의 주에서 랜스(Lance), 델러웨어 주 등의 토드(Todd), 플로리다에서는 바움바흐
(Baumbach), 위스콘신에서는 스미스(Smith),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클링거(Klinger) 등의 
학자가 주축이 되어 학교도서관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성취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실시
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 전역에서 학교도서관 교육 서비스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
를 갖게 하였다. 

그 외에 교육의 흐름과 관련한 학교도서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라비(Cravey 

2013)의 연구가 있다. 그는 미국의 공통교과과정인 커먼 코어(Common Core) 도입에 따라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읽기 영역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
해 강조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네일러 구티엘레즈(Naylor-Gutierrez 2013) 역시 커먼 
코어 도입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뉴욕시의 사례를 들며 강조한 바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분석을 
통한 효과 검증에 대한 논문, 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한 논문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
나 최근 역량 중심 교육의 흐름에 따른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영향력에 관련한 연구 내용은 
존재하지 않은 채 PISA 평가와 학교도서관 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만이 존재하였다. 이에 
학생 이용자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교육 서비스

가.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학교도서관은 인쇄 매체 중심의 운영체제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수준의 봉사에 그치는 
전통적인 운영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운영체제와 교수-학습 활동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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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한 책 읽기 습관의 함양 및 탐구 중심의 수업방법으로의 개선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제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개별학습을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다
양한 서비스 중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다른 관종 도서관의 서비스와 가장 뚜렷하게 구분해주
는 핵심적인 서비스는 바로 학교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나. 학교도서관의 교육 서비스

학교도서관의 교육 서비스란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직․간접적인 교수 활동으로서의 
교수(teaching) 혹은 수업(instruction)을 말한다.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서비스
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과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
에 대한 교육은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수 활동으로 도서관 이용․정보활용교육
(Information and Library Use Education)을 말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도서관과 정보자
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지도, 범 교과 독서교육, 정
보활용 교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은 각 교과 학습 시간에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공간, 정보 자료 및 기기를 바탕으로 교과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학교도서관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
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도서관을 활용한 교과 
수업(LAI : Library Assisted Instruction)이나 교과별 독서 교육이 포함된다. 

2. 역량 중심 교육의 의의와 핵심역량

가. 역량 중심 교육의 흐름

2003년, OECD가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보고서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후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량 중심 교육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까지 연구된 미래 핵심역량은 
<표 1>과 같다.

특히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는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과 ATC21S(Assessment and Teaching for 21st Century Skills)에서 
선도하고 있다. P21은 21세기 역량을 규명하고 학교 교육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
해 행정, 교육 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모여 국제적으로 구성된 팀이다. 여기서는 미래 
핵심역량으로 생활 및 직업 관련 능력, 학습 및 혁신 능력의 4C, 그리고 정보와 미디어 활용 
능력을 꼽았다. ATC21S은 역량 중심으로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국제적 동향을 이끌고 있는 
학술 단체로, 생각하는 법, 일하는 법, 일하는 도구, 삶을 사는 기술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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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곳에서는 평가 우선 전략을 통해 역량 진단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정규 평가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처 제시된 역량
UNESCO
(1996)

①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② 알기 위한 학습 ③ 행동하기 위한 학습 ④ 존재하기 위한 학습

OECD
(2003)

①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능력
②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인간관계 능력, 협업·협동 능력,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③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신의 인생
계획 프로젝트를 구상·실현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 필요를 옹호․주장하는 능력

EU
(2004)

① 모국어로 의사소통하기 ② 외국어로 의사소통하기 ③ 수학적 역량 및 기초 과학기술 역량 ④ 디지털 역량 
⑤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⑥ 대인관계적, 다문화적, 사회적 역량 및 시민 역량 ⑦ 기업가 정신 ⑧ 문화적 의식과 
표현

교육과정
평가원
(2008)

① 창의력, ② 문제해결능력, ③ 의사소통능력, ④ 정보처리능력, ⑤ 대인관계능력, ⑥ 자기관리능력, ⑦ 기초학습
능력, ⑧ 시민의식, ⑨ 범지구적 소양, ⑩ 진로개발능력

P21
[2002-]

① 생활 및 직업 관련 능력: 유연성, 적응력, 진취성, 자기주도력, 생산성, 책무성, 사회성, 타문화와의 상호작용 
능력
② 학습 및 혁신 능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능력, 창의력
③ 정보 미디어 사용 능력 : 정보 및 미디어 활용 능력,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

ATC21S
(2011)

① 사고방식: 창의력, 혁신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자기주도학습능력
② 직무방식: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③ 직무수단: 정보 문해, ICT 문해
④ 사회생활방식: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교육학술
정보원 
(2011)

① 기초 개발: 창의적 능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협력,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예술적 사고
② 인성 개발: 배려, 전심전력, 도전의식, 윤리의식
③ 경력 증진: 사회적 능력, 유연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책무성

한국교육
개발원
(2013)

① 사고방식: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자기 주도성
② 직무수행방식: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③ 사회생활방식: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표 1> 국제 기구 및 국내외 학술단체의 역량 연구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미국, 태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학교 교육과
정을 통해 핵심역량이 길러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표 2>와 같이 핵심역량 개발에 적합
한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제 학교 교육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교육과정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그 방향을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
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설정하는가 하면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6대 미래 핵심역량을 선언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이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목표를 둔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은 물론 선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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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크지만 실제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역량 중심 교육을 목표로 삼고 교육과정을 맵
핑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배움과 협력이 중심이 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에 경기도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관리능력, 문제발견·해결능
력, 문화적 소양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민주시민능력을 내용으로 하는 창의지성
역량을 발표하고 창의지성을 기르는 데에 경기 교육의 목표점을 두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육을 통해 길러줄 5대 핵심역량과 10대 가치를 설정하고 역량 기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나. 역량 중심 교육의 방법 

과거의 교육이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목표로 한 채, 실질적 교육 방법과 교육 
평가는 그러한 목표와 유리되어있었다면 역량 중심 교육은 과거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같
이 선언적인 목표 선언에 머무르지 않는다. 

수업 내용은 교과서 전체를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다른 교과와의 접점을 모색하고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해서 학생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수업의 방법을 작게 들여다보면 수업 방법의 
다양화를 요구한다. 학습자 참여형 수업으로 프로젝트, 토의, 협력, 팀티칭 등 다양한 수업 

국 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역량의 내용
영국

6대 핵심 기능 의사소통, 수의 응용, 정보 기술, 타인과의 협력, 학습과 수행의 향상, 문제 해결
독일 브레멘
행동 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방법적 역량, 기초 학습 역량

대만
10대 핵심역량

자기 이해와 잠재능력의 추구, 감상과 표현과 창의력, 진로 개발과 평생 학습, 의사표현과 소통과 공유, 존
중과 배려와 팀 작업, 문화적 소양과 국제이해, 기획과 조직 및 실천, 정보기술의 활용, 적극적 탐구와 공부, 
독립적 사고와 문제해결

캐나다 퀘벡
범교과적 역량 지적 역량, 방법론적 역량, 개인적‧사회적 역량, 의사소통 관련 역량

뉴질랜드
5대 핵심역량 사고력, 언어와 상징 텍스트의 활용, 자기관리, 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와 기여
호주 빅토리아

8대 역량
신체적․개인적․사회적 학습 건강과 체육교육, 대인관계의 발달, 개인적 학습 시민의식 
간 학문적 학습 의사소통, 디자인 창의력과 기술, 정보통신 기술, 사고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5대 핵심역량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조직 능력,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환 능력, 활동의 계획 및 조직 능력,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능력, 문제해결력

싱가포르
5대 역량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 인식, 관계 매니지먼트, 책임감 있는 결정하기

한국
2015개정교육과정
6대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표 2>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역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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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며 교사 수업 연구회의 지원과 수업 발표 대회의 초점도 이러한 방
향에 맞추어 전폭적으로 역량 중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조금 더 크게 수업을 바라보면 수
업과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줄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블록타임제 등 학교의 커다란 교육과정을 구성
하는 다양한 현실적 방법이 실제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평가 체제의 변화 없는 교육 목표와 체제의 변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역량 중심이 실효성을 갖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이다.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 등 평가 체제의 다양화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처럼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실제로 이를 입시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ATC21S, 

PISA의 OECD,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진행 중이다.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6년 3월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의 적용을 시
작으로 2017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2018년 3월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
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9년 3월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0년 3월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하여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되는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
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가지이다. 그 각각의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같다.

핵심역량 정의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

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
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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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과 도구

1. 조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웹 설문지를 제작, 2017년 5월 2일에 배포하여 
5월 11일까지 열흘 간 회수하였다. SNS를 활용하여 전국의 고등학생 및 고등학교 교사 100

여명 이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 홍보 독려를 
부탁하였다.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1년 이상 경험해본 전국의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중심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해 준 고등학교 학생 중 2, 3학년 학생은 240명이다. 

그 중 일반적이고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의 고등학교 학생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율형 사
립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소속 학생들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공립고등학
교와 일반적 사립고등학교를 합쳐 의미하는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즉 
자공고의 학생은 211명으로 조사되어 이 학생들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 대상자 
211명의 배경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학교 유형별로 응답자수를 살펴보면, 

일반고는 211명중 119명으로 56.4%를 차지하였고 자공고는 211명중 92명으로 43.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학년별 응답자수를 살펴보면, 2학년은 211명중 72명으로 34.1%를 차
지하였고 3학년은 211명중 139명으로 65.9%를 차지하였다.

변인 응답자수(명) 분포 비율(%)

학교 유형
일반고 119 56.4 

자공고 92 43.6 

합계 211 100.0

학년
2학년 72 34.1 

3학년 139 65.9 

합계 211 100.0

<표 4> 연구 대상자의 배경별 분포 상황

2. 도구

본 연구 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을 위한 핵심역량 자아효
능감 설문지를 본 연구의 특성에 알맞게 수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표 5>와 
같다. 설문지는 크게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핵심역량 자아효능감 조사의 
두 개의 대영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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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구성 영역 설문 문항대영역 하위 영역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1. 자신이 속한 학교의 학교도서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핵심역량 
자아

효능감

자기관리역량 1.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한다.

2. 나는 계획한 일을 끝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지식정보처리역량
3. 나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나는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재미있다.

5. 나는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의 특징을 정보를 찾아 알아낼 수 있다.

창의적사고역량
6. 나는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7. 나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8.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글이나 발표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심미적감성역량 9. 나는 내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의사소통역량
10. 나는 토론할 때에 규칙을 지켜 토론할 수 있다.

11.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

공동체역량
13.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즐겁다.

14.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15. 나는 나만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생각하거나 실천할 수 있다.

<표 5> 설문지 구성 내용

먼저,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측정문항은 1개로 구성하였
다. 다음으로 핵심역량 자아효능감 조사는 각 핵심역량별로 6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구
성하였다. 6가지 하위 영역은 다시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묻는 문항 2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에 대해 3 문항, 창의적 사고 역량에 대해 3개 문항, 심미적 감성 역량에 대한 
문항 1개,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문항 3개, 공동체 역량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묻는 문항 3개
로 구성하였다.

측정 문항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표현한 리커트형 5단계 척도를 
채택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내적 일관성의 방법 중 
하나인 크론바하 알파를 사용하였다. 

역량 자아효능감의 하위 영역 설정에 대한 요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방
법을 사용한 결과, 적재값이 모두 0.4 이상으로 타당성이 충족되었다. 더불어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역량 자아효능감에 대한 하위 영역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모두 0.7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특히 자기관리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은 각각 .839와 .850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
량의 자아효능감을 묻는 질문지의 하위 항목 간에는 각각 .780과 .750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신뢰성 계수 기준인 0.6보다 높아 문항의 전
체적 신뢰도는 충분히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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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Ⅰ-1 1 -

핵심역량 
자아

효능감

자기관리역량 Ⅱ-1～2 2 .842

지식정보처리역량 Ⅱ-3～5 3 .835

창의적사고역량 Ⅱ-6～8 3 .850

심미적감성역량 Ⅱ-9 1 -

의사소통역량 Ⅱ-10～12 3 .787

공동체역량 Ⅱ-13～15 3 .774

<표 6> 설문 문항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3.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dow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처리를 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학생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역량 함양 자아효능감의 전반적 경
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고와 자공고의 소속 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차이와 
역량 함양 자아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과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결과

1. 데이터 분석

가.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의 일반적 경향

학생들이 가진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아효능감
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각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은 평균 3.72점으로 
조사되었다. 6개의 하위 영역 중 의사소통 역량의 평균이 4.0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창의적 사고 역량의 평균은 3.6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기관
리 역량에 대한 자아효능감의 평균은 3.94, 지식정보처리 역량 3.90, 창의적 사고 역량 3.66, 

심미적 감성 역량 3.94, 의사소통 역량 4.07, 공동체 역량 3.95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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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영역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3.72 1.066 3.72

핵심역량 
자아 

효능감

1.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한다. 4.04 .812
3.94

2. 나는 계획한 일을 끝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3.83 .892

3. 나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01 .796

3.904. 나는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재미있다. 3.85 .927

5. 나는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의 특징을 정보를 찾아 알아낼 수 있다. 3.83 .784

6. 나는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3.96 .883

3.667. 나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3.63 1.003

8.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글이나 발표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3.40 1.066

9. 나는 내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3.94 .957 3.94

10. 나는 토론 할 때에 규칙을 지켜 토론할 수 있다. 4.11 .791

4.0711.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4.12 .787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 3.98 .902

13.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즐겁다. 3.95 .925

3.9514. 나는 문제 해결할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3.91 1.010

15. 나는 나만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생각하거나 실천할 수 있다. 4.00 .828

전체 평균 3.91

<표 7> 일반적 경향

나. 일반고와 자공고의 변인별 차이 분석

1)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일반고와 자공고 소속 학생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영역 소속 학교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일반고 119 3.39 1.075
-5.494***

자공고 92 4.14 .897

<표 8> 소속 학교별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 p<.05, ** p<.01, *** p<.001

일반고 소속 학생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평균은 3.39점, 자공고의 평균은 4.14

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 학교의 변인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강하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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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 
일반고와 자공고 소속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아효능감의 차이 평균을 비교한 결

과는 <표 9>와 같다. 

영역 세부 영역 소속 학교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핵심역량 
자아 

효능감

자기관리역량 일반고 119 3.81 .740
-2.791**자공고 92 4.11 .828

지식정보처리역량 일반고 119 3.82 .695
-1.959*자공고 92 4.01 .750

창의적사고역량 일반고 119 3.59 .836
-1.355자공고 92 3.75 .899

심미적감성역량 일반고 119 3.92 .898
-.386자공고 92 3.97 1.032

의사소통역량 일반고 119 4.03 .676
-.858자공고 92 4.12 .710

공동체역량 일반고 119 3.86 .719
-1.981*자공고 92 4.07 .787

<표 9> 소속 학교별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 

* p<.05, ** p<.01, *** p<.001

핵심역량의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있어서 일
반고와 자공고의 평균을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은 3.81점, 자공고 학생은 4.11점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일반고와 자공고 소속 학생의 효능감 차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지식
정보처리 역량의 경우 일반고 학생의 자아효능감 평균은 3.82점, 자공고 소속 학생은 4.01점
으로 조사되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자공고 소속 학생의 
핵심역량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의적 사고 역량 역시 일반고 학생 평균은 
3.59점, 자공고 소속 학생은 3.75점으로 나타나 자공고 소속 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심미적 감성 역량의 경우 자공
고 학생은 3.92점 일반고는 3.97점으로, 의사소통 역량에 있어서는 일반고 학생 평균은 4.03

점, 자공고 소속 학생은 4.12점으로 나타나 자공고 소속 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둘 모두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
체 역량에 대한 자아효능감의 경우 일반고 학생의 자아효능감 평균은 3.86점, 자공고 소속 
학생은 4.07점으로 조사되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나.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과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의 상관관계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과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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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서
비스 활성화
인식

핵심역량 자아 효능감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1

핵심역량 자아 효능감

자기관리역량 .360*** 1

지식정보처리역량 .395*** .628*** 1

창의적사고역량 .320*** .450*** .590*** 1

심미적감성역량 .235*** .331*** .472*** .542*** 1

의사소통역량 .352*** .474*** .597*** .551*** .528*** 1

공동체역량 .234*** .422*** .535*** .613*** .504*** .582*** 1

<표 10>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과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의 상관관계

* p<.05, ** p<.01, *** p<.001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과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과 핵심역량별 자아효능감과 관련된 모든 역량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과 자아효능감 관
련 6개 영역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자기관리 역량과는 0.360, 지식정보처리 역량과는 0.395, 

창의적 사고 역량과는 0.320, 심미적 감성 역량과는 0.235, 의사소통 역량과는 0.352, 공동체 
역량과는 0.234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핵심역량별 자아효능감 간에도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핵
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구성하는 영역 중 먼저 자기관리 역량과의 상관계수를 살펴
보면, 지식정보처리 역량과는 0.628, 창의적 사고 역량과는 0.450, 심미적 감성 역량과는 
0.331, 의사소통 역량과는 0.474, 공동체 역량과는 0.42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과의 상관계수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는 0.590, 심미적 감성 역량과는 0.472, 의사소통역량과는 0.597, 공동체 역량과는 
0.53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창의 융합사고 
역량과의 상관계수 역시 심미적 감성 역량과는 0.542, 의사소통 역량과는 0.551, 공동체 역량
과는 0.613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심미적 
감성 역량과의 상관계수에 있어서는 의사소통 역량과는 0.528, 공동체 역량과는 0.50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의사소통 역량과의 상관계수는 
공동체 역량과는 0.58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 연구 결과 

첫째, 학생들이 가진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아
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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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평균 3.72, 자기관리 역량의 평균은 3.94,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평균은 3.90, 창의적 
사고 역량의 평균은 3.66, 심미적 감성 역량의 평균은 3.94, 의사소통 역량의 평균은 4.07, 

공동체 역량의 평균은 3.95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도 인식을 소속 학교별로 조사한 결과, 일반고 
소속 학생보다 자공고 소속 학생이 학교도서관 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대하여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한 발 물러나 학교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미래 지향적 교육 환경 구축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자공고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을 소속 학교별로 조사한 결과,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
리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 일반고 소속 학생과 자공고 소속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항목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자공고 소속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
이 모든 항목에서 일반고 소속 학생의 평균보다 자공고 소속 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자공고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에 비해 입시 위
주 교육 일변도에서 탈피하며 수시 입학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이 학생의 전반적인 
역량을 고루 강화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둔 결과라 생각한다.   

넷째, 학생들이 가진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과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아효능감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핵심역량의 모든 항목이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학교도
서관 서비스 활성화와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은 유기적으로 상호 상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관분석은 상호 상관관계만을 증명해줄 뿐, 영향력의 방향이나 정도를 구
체적으로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이에 향후, 일반화 선형모형을 통한 분석이나 회귀분석 등의 
양적 연구 방법의 보완과 질적 연구 등을 거듭하여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핵심역량 함양의 영
향 관계에 대한 설득력을 더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역량 중심 교육의 세계적 흐름과 더불어 2018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급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핵심역량 함양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유기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육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하는 학교도서관 또한 
이러한 핵심역량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6가지 
핵심역량 함양과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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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를 위해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핵심역량에 대한 자아효능
감 인식, 두 개의 큰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도구로 활용하였다.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은 5점 중 3.72점으로 나타났으며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은 자기관리 역량의 평균은 
3.94,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평균은 3.90, 창의적 사고 역량의 평균은 3.66, 심미적 감성 역량
의 평균은 3.94, 의사소통 역량의 평균은 4.07, 공동체 역량의 평균은 3.95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공고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학교도서관 서비스가 활성화 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
여 자공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을 구분한 소속 학교 유형을 변인으로 선택하고 변인별 평균 
비교를 전반적 인식 분석과 함께 병행하였다. 소속 학교 유형에 따른 변인별 분석 결과, 자공
고 학생의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평균은 4.14점으로 나타나 일반고 학생 평균 3.39

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공고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 자아효능감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전 역량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6개 중 3개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며 평균차를 나타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이 더 높은 평
균을 기록하며 소속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항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모든 영역에서 자공고 학생의 평
균이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 사이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 핵심역량 전영역의 자아효능감이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정도와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아효능감 간에 뚜렷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가 고등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아효
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가진다는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입시 일변도의 교육에서 한 발 물러
나 교육 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공고가 일
반고에 비해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인식이 높으며, 학생들의 핵심역량 자아효능감도 높
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학생의 핵심역
량 함양을 위해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가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
는 근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방향 설정과 학교
도서관 교육을 통한 역량 중심 교육의 실천을 가속화시켜줄 것이다. 향후 질적 연구 등을 통
해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핵심역량 함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득력을 보완하고자 한다. 더불
어 학교도서관을 통한 역량 중심 교육의 구체적 사례를 개발하고 적용해보는 노력을 병행해 
나아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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