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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 은 경력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에 한 실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는 교직 경력 3년 차 이하의 신규 사서교사 6명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서 

실천  지식의 역인 교사 자신에 한 지식과 교수․학습에 한 지식을 을 두고 분석을 시행하 다.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에 한 교사 자신에 한 지식은 학생과 교사를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십 있는 교사 다. 둘째, 사서교사에 한 교사 자신에 한 실천  지식은 비교원양성과정에서 가장 구체 으로 

형성되었으며, 학교 장에서 교사상에 한 반성  성찰이 일어나고 있었다. 셋째,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수․학습방법

에 한 지식은 도서 력수업에 을 두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장에 용하고 있었다. 넷째, 도서 활용

수업의 교․학습 방법에 한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교원양성과정과 교육실습활동이 학교 장에 

한 내용을 반 하여 변화해야 하고 도서 활용수업에 한 수업 읽기와 수업 분석이 지속하여야 함을 제안하 다.

주제어: 도서 활용수업, 실제  지식, 경력. 사서교사, 교사상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forming practical knowledge about 

library-based instruction of low-experienced teacher librarians. The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six 

teacher librarian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ocused on the teachers’ self-knowledge and instructional knowledge, which are in the areas of practical 

knowled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knowledge of teacher 

librarians was a teacher with leadership, who led students and teachers to read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Second, the self-knowledge of teacher librarians was most concretely formed in the 

process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and the reflection on the teacher’s image was taking place in the 

school field. Third, the knowledge of the instructional knowledge for library-based instruction was focused 

on library collaborative instruction, and various teaching methods were being learned and applied in school 

field. Fourth,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nstructional knowledge of library-based instruction among 

teacher librarians. Through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teacher training course and educational 

practicum activities should be changed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the actual school field, and the analysis 

of library-based instruction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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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의 수 은 교사의 수 을 넘을 수 없고, 학교도서  역시 사서교사의 수 을 넘을 수 없다. 

학교도서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제공의 주체인 사서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도서 의 핵심 역인 ‘교육활동’ 역은 사서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요한 부분이기에, 수업에 한 사서교사 개인의 지식과 신념은 매우 요하다.

수업 활동은 학교  교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학생과 교사가 교육 내용을 토 로 

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교사는 수업을 하기 해 자신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교과의 교수․학습 목표에 맞게 하나의 지식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지식은 교사가 가진 신념, 가치 등의 내 인 요소와 학습자에 한 이해가 결합하여 수업에 용

된다.

도서 활용수업 한 마찬가지다.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최 한 향상시키기 

하여 타 교과의 교수 목표나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을 내용, 교사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토 로 독립 으로 는 력 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도서 활용수업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의 과정에서 있어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수업을 의미하는 포  개념이며,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력 수업은 도서 활용수업에 포함되는 개념이다(이병기 2006). 도서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기 한 학교도서  수업 모형, 교과서 활용 방안, 자료 개발, 교육과정, 도서

활용수업 활성화를 한 제도개선, 의체 운  등의 여러 방안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

다(박주 , 이명규 2015; 소병문, 송기호 2020; 이승민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교육 활동

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것들이며,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수 활동을 한 체제 마련 등 거시  에서 도서 활용수업을 활성화하는 한 방안

에 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 유아, 특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들은 보다 미시 인 에서 교육 활동

의 주체인 교사 개인의 신념, 지식, 이론 등을 강조하고 있다(노경주 2009; 선민희, 안경자 2019; 

윤지수, 임경원 2020). 그 이유는 교사들이 가진 신념, 지식, 이론 등에 한 교사의 인지 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교사의 

생각, 신념, 지식, 태도 등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달라진다. 특정 

교사의 교육 활동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경험에서 쌓인 개인  신념 체계와 , , 고, 학에서 

교육을 받고 쌓은 교직 경험에서 정립된 실제  신념 체계의 향을 받고, 이러한 신념 체계는 

교사가 가진 독특한 자신만의 교사 이론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노경주 2009). 이는 교사의 ‘실천

 지식’(practical knowledge)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실천  지식은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개인이 가진 교육 내용에 한 지식을 교사의 가치  는 신념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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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도록 종합하고 재구성한 지식을 의미한다(Elbaz 1981). 

도서 활용수업에 한 사서교사의 실천  지식에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실천  지식을 구성하는 5가지의 내용  교사 자신에 한 지식(knowldege of self), 교수․학

습 지식(knowledge of instruction)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상으로는 3년차 

이하의 경력 사서교사를 상으로 선정하 다. 경력 교사를 선정한 이유는 학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장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업 진행에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

며 자신만의 실천  지식을 형성해가는 시기라 단했기 때문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도서

활용수업의 역을 도서 력수업을 포함하여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 활동으로 포

하여 규정하 다. 경력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반 으로 톺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력 사서교사들의 실제  지식과 그 구성 과정을 악하는 것은 도서 활용수업이라는 상

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상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인 사서교사상과 성공 인 도서 활용수업이 무엇인지 악하고, 그 출발 과 의미를 악하는 

데 목 을 두었다. 

Ⅱ. 이론  배경

1. 사서교사의 문성

사서교사는 학교도서  운 을 기반으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력 으로 는 사서교사가 

개별 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교육의 주체이다. AASL(2010)은 사서교사의 역할로 교사, 교수 

트 , 정보 문가, 로그램 리자, 리더의 5가지 역할을 제시하 고, IFLA(2015)은 사서교

사의 역할로 교수자, 경 자, 리더십  력, 지역으로 참여, 도서  로그램  서비스의 증진을 

들고 있으며 학교도서 이 학습에 한 향을 토 로 탐구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기민진과 송기호(2013)는 사서교사와 국어교사가 공동으로 수업계획, 수업 개, 수업평가를 

통해 국어 교과에 한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으며, 

사서교사는 교육과정에 한 이해를 통해 력 수업 주제를 분석하고 교과 연계 자료를 선정하는 

등의 교육과정 기반의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조미아(2014)는 사서교사와 국어 

교사와 도서 에서 진행한 력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련 성취욕, 학습 실행력, 학습에 

한 흥미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이때 력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 사서교사는 

수업에 한 이해력을 높이고 자료에 한 비가 필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서행민과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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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는 총 15차시에 걸쳐 도서 활용수업을 통한 미래자서 쓰기 진로 로그램을 운 하 고,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이를 통해 사서교사와 교과

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유발,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와의 력  진로교육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 다. 오지민

과 김기 (2018)은 사서교사가 동학습법을 용한 작권 수업을 진행할 때 작권 지식과 

태도에 한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고, 작권 지식을 효과 으로 학습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라면 다양한 동학습법을 용한 작권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서교사의 수업 문성은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교

과교사와의 력 수업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속 인 도서 활용수업

에 한 진행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연구를 통해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수업 문성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 (2009)은 사서교사 양성과정에서 정보 리와 련된 문성에 을 두는 

반면, 장에서는 학교도서  교육  경 에 련된 문성을 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황혜란(2010)은 국가 수 의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사서교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언 하며 철 한 가치 과 교육 을 정립하고 끊임없이 문성

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정종기(2009)는 도서 활용수업 진행을 한 정보 부족, 지원 

체계 결여, 수업 시간 부족, 소양부족, 동기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 으며, 송기호(2014)는 리더

십 부족, 비 시간 부족, 업무량 증가 등이 사서교사가 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하는 한계로 제시

하 다. 

2. 실천  지식 

모든 사람들은 정도와 엄 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삶의 경험의 의미와 성격을 끊임

없이 탐구하고 재해석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규정된 이론이나 개발된 교수․학습 로그램을 

그 로 수업에 용하여 실천하지 않는다. 즉,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신이 배웠던 이론  

지식을 그 로 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상황과 그동안에 배웠던 이론  지식과 자신의 

신념  교수․학습에 한 경험을 토 로 자신이 재구성한 지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김자 , 

김정효 2003). 교사의 실천  지식에 한 연구는 Elbaz(1980)의 박사 학  논문에서부터 시작되

었다. 그는 고등학교 어교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교수․학습 활동의 모습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해 교사들이 극 으로 사용하는 복잡하고 실제 으로 지향된 일련의 이해 체계가 

존재함을 발견하 다. 이러한 교수․학습에 한 교사의 개인 인 지식을 실천  지식(practical 

knowledge)이라고 명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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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지식이 형성되는 배경과 이유는 ‘정향(orientation)’이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이는 크게 

교사의 외  환경의 향에서 나타난 상황  정향(situational orientation: 실천  지식이 형성되는 

상황 맥락에 따라 방향성을 가짐), 이론  정향(theoretical orientation: 실천  지식을 형성할 때 

향을 주는 교사의 이론  요인), 사회  정향(social orientation; 실천  지식 형성 시 향을 주는 

사회  요인)과 교사지식의 내  형성 요인에 따라 나타난 개인  정향(personal orientation: 실천

 지식을 형성하는 데 향을 미치는 교사 개인의 감정, 목 , 가치, 신념 등과 계되어 실천  

지식의 정의  역을 형성하는 데 요), 경험  정향(experiential orientation: 실천  지식의 

형성 과정에 향을 주는 교수 경험  요인)으로 나  수 있다(홍미화 2005). 

교사의 실천  지식의 내용은 교사 개인에 한 지식, 교수․학습에 한 지식, 교육과정에 

한 지식, 교과 내용에 한 지식, 교수․학습 환경에 한 지식 등 다섯 가지로 나  수 있으며

(Elbaz 1981),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천  지식의 내용

첫째, 교사 개인에 한 지식(self knowledge)은 문가로서 교사인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등에 한 지식을 의미한다. 둘째, 교수․학습에 한 

지식(instructional knowledge)은 학습자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한 지식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한 지식(curriculum knowledge)은 교육과정 

개발에 한 과정, 방식 그리고 교과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련 

지식을 의미한다. 넷째, 교과 내용에 한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은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가르칠 내용에 한 지식과 이에 한 가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섯째, 교수․

학습 환경에 한 지식(milleu of school knowledge)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교실에 한 

사회, 문화, 정치  지리  환경 등에 한 지식이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실천  지식은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수업 상황에서 지식을 

일반성의 정도에 따라 구조화하여 나타난다. Elbaz(1981)는 교사의 실천  지식을 구체성과 일반

성의 정도에 따라 략, 원리, 이미지의 세 가지 수 으로 구분하 다(김자 , 김정효 2003). 먼  

략(rule)이란 가장 구체 인 특성을 지니며, 수업 상황에 따라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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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정하는 가장 분명한 지침으로 나타나며 ‘정보활용수업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제작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약속하자’ 등의 명확한 형태로 드러난다. 둘째로 원리(principle)

는 교사 개인의 경험에서 유래하며 숙의  반성에 의한 것이다. 이는 ‘도서 활용수업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하는 데 유용하다’와 같이 교수행 에 한 교사의 목 의식이나 신념이 나타

나는 진술로 나타나며, 략에 비해 넓고 포 으로 드러난다. 셋째로 이미지(image)는 가장 일반

이며 포 인 지식으로 교사의 가치, 감정, 신념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해 ‘훌륭한 사서교사

는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와 같이 은유 이며 함축 인 표 으로 진술된다.

서윤희(2015)는 비유아교사가 모의수업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실천  지식을 분석하 고, 

교사로서의 자아상, 교수방법, 교육과정, 교수․학습환경의 측면에서 비교사들의 실천  지식이 

어떻게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 다. 김 란(2017)은 독서교육을 문 으로 진행하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책읽기 수업에 한 실천  지식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 독서수업과 쓰기 교육

과정과 연계 방안, 독서교육 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제안하 다. 노경주(2018)는 등

교사의 실천  지식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하여 학교 4학년 학생들과 경력 5년 시 의 

교사의 실천  지식을 분석하 고, 비교사 양성과정에 한 시사 을 제시하 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교직 3년차 미만의 사서교사를 연구 참여 상으로 설정하 다. 

총 6명( 등학교 2명, 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을 선정하 다. Berliner(1998)에 따르면 교사 

문성의 발달 단계는 신규교사, 경험교사, 능력교사, 우수교사, 문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 1  자격 연수를 받지 않은 교육 경력 3년 이하의 신규 교사를 상으로 

도서 활용수업에 한 지식 형성 과정을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설명하는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

고, 연구에 극 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하 다.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받으면서, 참여자의 

비 보장, 익명성 보장 등을 강조하 다. 참여자의 신원을 악할 수 있는 내용은 가명이나 기호로 

치한다는 사항과 익명성이 보장된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한다는 것을 공지하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 해석의 진실성을 높이기 하여 구성원의 검토(member checking)을 

진행하 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과정에서 진행한 말과 행 에 해 연구자가 요약하고 

해석한 것을 확인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신상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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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학교운 근무지역 학교 학교 경력 수업 학년1)

A교사 공립 A지역 36학 2년차 1~6학년

B교사 공립 B지역 38학 1년차 1~6학년

C교사 공립 A지역 20학 1년차 1학년

D교사 공립 C지역 21학 3년차 1~3학년

E교사 공립 A지역 고 22학 3년차 1학년

F교사 공립 D지역 고 28학 2년차 1.2힉년

<표 1> 연구 참여자

가. A교사

A교사는 2019년에 임용되었으며 등학교 시 부터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사서교사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정 인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교직이수과정을 통하여 사서교사가 되었고 발령 이후 수업

과 련한 다양한 연수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6학년 체 학생을 상으로 독서 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B교사

B 교사는 2020년에 신규 임용되었으며 임용이 되기  문도서 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어렸

을 부터 사서교사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사서교사 모집인원이 늘어나면서 교원 임용에 심을 

갖게 되었다. 학년 학생들에겐 다양한 책을 경험하게 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다양한 자료를 통한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한 열정을 가진 사서교사이다.

다. C교사

C교사는 2020년에 신규 임용된 사서교사로 어려서부터 도서 에서 하는 로그램  사활동

에 극 으로 참여하면서 사서라는 직업의 꿈을 키워왔다. 고학년이 되면서 책을 읽을 시간도 

많지 않고 성 도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아 사서의 꿈을 으려 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많이 소통

하고 다양한 경험을  수 있는 사서교사를 만나면서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미디

어 리터러시에 한 심이 많고 다양한 교과 교사와 도서 력수업을 극 으로 하고 싶다는 

꿈 많은 사서교사이다. 

 1) 사서교사는 학년에 상 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 특정 학년을 상으로 창의  체험활

동, 교양활동 등에서 특정 시수를 학교 교육과정 내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를 들어 A와 B교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당 1시간 이상을 사서교사가 단독 는 력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C교사는 1학년 학생

들을 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단독 는 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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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교사

D교사는 2018년에 임용되었으며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학에 입학하 다. 

이후 복수 공을 통해 타 교과 교사 진학을 고민하다 사서교사가 되었다.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도서 을 이용한 교과 융합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찾아 더 나은 도서 활용

수업을 만들기 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마. E교사

E교사는 2018년에 임용된 사서교사로 어린 시 부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부모님과 도서

에 가는 것을 좋아하 다. 학창 시  국어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때 만난 두 분의 사서

교사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사서교사로 진로를 결정하 다. 재 학교에 함께 발령받

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업 모임을 만들어 학교도서  심의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

며 도서 활용수업을 훌륭히 해내기 한 방법을 찾으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바. F교사

F교사는 2019년에 임용되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서 을 가는 것을 좋아

했다. 어린 시 부터 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과 책 읽기를 가르치는 독서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학에 입학하며 사서가 되려 했으나 사서교사 임용 인원이 

늘면서 사서교사에 한 진로를 정하게 되었다.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마음 깊은 사서교사이다.

2.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

2020년 8월 24일부터~9월 25일까지 약 2달 동안 6명의 연구 참여자와 개별 인 면담을 3회 

실시하 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 기간이기에 화 통화를 통한 개별 면  

심층면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 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개별 면담은 1회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1차 인터뷰는 사서교사가 된 이유, 임용 에 생각했던 이상 인 사서교사의 

모습, 임용 후에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사서교사의 역할, 비교사 과정( 학)에서 도서 활용수업

에 한 교육 경험, 성공 인 도서 활용수업을 한 필요조건 등을 심으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실시하 다. 한 2차 인터뷰는 1차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서 구체 으로 좀 더 알고 싶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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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을 진행하 으며, 면담의 

내용은 모두 사(transcribe)하여 문서로 작성하 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참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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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양식을 고려하여 필사하 다. 연구 참여자에 질문한 항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개별 심층 면

- 문헌정보학과 진학  사서교사 진로 선택의 이유

- 이상 인 사서교사의 모습(역할)

- 비교사양성( 학) 과정에서 도서 활용수업 교육 경험

- 교육실습에서의 도서 활용수업 실행 경험

- 성공 인 도서 활용수업의 모습

- 도서 활용수업 진행 경험

<표 2> 연구 참여자 질문 항목

Ⅳ. 연구 결과  해석

1.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식

가. 사서교사에 한 지식: 학생과 소통하는 따뜻한 교사

학생과 소통하는 것은 학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기 가 

되는 부분이다. 경력 사서교사들은 학창시 에 만난 사서교사( 는 사서)나 교사와의 원활한 

계 형성을 통하여 학생과 소통하는 사서교사를 지향하는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제가 처음부터 교사를 희망하게 된 이유는 제가 등학생 때부터 성장하면서 무 좋은 교육  경험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보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서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 학교의 선생님들과 계를 잘 형성해서 도서  행사나 

학생이나 선생님과 동아리운 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사서 선생님은 맨날 책만 읽고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하는… 약간 만능 엔터테이  느낌?” (A교사)

“학창시 에 OOO사서 선생님을 만나서 사서교사가 하고 싶었어요. 학생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재 는 

활동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서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들었는데 OOO선생님 보고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C교사)

A, C교사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사제 계로 만나게 된 사서교사를 통해 사서교사의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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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해 알게 되었고, 좋은 사서교사란 학생과 극 으로 소통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

다. A교사의 경우 학교도서 에서 교사 간․학생 간 다양한 소통과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활동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서교사를 통해, 자기 스스로도 좋은 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자아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C교사 역시 학생

과 소통하며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사서교사의 모습을 보며 자신 역시 그러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상 인 교사상을 만들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만난 OOO사서 선생님의 따뜻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학생 한명 한명 잘 챙겨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도서 이

라는 곳이 외로운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도 뭐라고 해야 할까… 살펴   

수 있고, 심을 가져  수 있는 따뜻한 모습을 가진 사서교사가 되고 싶어요.” (E교사)

E교사 역시 학창시  만난 사서교사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교사상을 구성하게 되었는

데, 앞서 A, C교사와는 다르게 활동 인 측면보다 정서 인 측면을 좀 더 부각하여 교사상을 구성

하고 있었다. 세 교사 모두 ‘소통’에 을 두었으나, A와 C교사는 소통을 통한 활동  측면을 

생각했다면 E교사는 ‘학생들에게 심을 주는 따뜻한 교사’로서의 인성  측면에 심을 두었다.

“학창시 에 도서 에 자주 가기도 했었고  나름 로 사서 선생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지  

생각해보니까 공무직 사서인 것 같은데 학교도서 에 가면 잘해주셨거든요.” (D교사)

D교사 역시 성장 과정에서 마주한 사서의 모습에서 ‘친하다고 생각했다’, ‘잘해주셨다’ 등 친

함이라는 이상 인 사서교사의 특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경력 사서교사들 성장과정에서 만난 

부분의 사서교사( 는 사서)나 교사가 따뜻하고 학생들에게 온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분 사서교사에 한 지식을 이미지 수 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자신이 가진 

경험, 교육 이론, 학교 문화 등을 고려하여 교육 목 을 직 으로 알게 하는 심상이며(홍미화 

2005), 이 게 사서교사에 한 좋은 이미지는 추후 사서교사의 실천  지식을 조직하는 큰 의미

를 갖는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지낸 학창시 에 국에 배치된 사서교사의 수는 극히 었기에 사서

교사와 교육  경험을 해보지 않고 직업으로서 사서교사에 해  알지 못했던 연구 참여자들

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사서(교육공무직)도 없었고, 사서교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서교사를 아  경험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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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고,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도서 도 항상 열려 있지 않아서 사서교사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어

요.…( 략)… 는 어릴 때 책에 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려워했던 경험이 있어서 같은 경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B교사)

“어렸을 때는 사실 사서교사라는 직업이 있는  몰랐어요. 고 3때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되었고, 성 에 

맞춰서 지원을 했는데 그 때도 사서교사는 몰랐어요. …( 략)… 사실 제가 학창시 에 사서교사를 

만난 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어떤 모습이 바람직하고 이상 인지 학 진학 

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F교사)

B교사와 F교사 모두 학 진학 까지는 사서교사라는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이상 인 사서교

사의 모습 역시 다른 사서교사의 모습을 통해 구성하기 어려웠다. 신, B교사의 경우 성장 과정

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책에 해 어려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나. 도서 활용수업에 한 지식: 희미한 기억 속의 도서  수업

부분의 참여자들이 학창시  사서교사의 도서 활용수업을 경험하지 못하여, 성장 과정에서 

도서 활용수업에 한 련 지식을 쌓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한 도서 활용수업에 

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도 사서교사가 독립 으로 진행한 도서 활용수업의 내용이나 방법

을 제 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단순히 도서  수업, 독서 수업 등으로 명칭 정도를 기억하

고 있었으며,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는 등의 활동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교과교사가 학교도

서 의 장소, 자료, 기기 등을 이용하여 기  수 의 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사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셨거든요. 도서  행사하면 선생님들, 특히 

은 선생님들 함께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력수업은 보지 못했구요. 희는 그냥 도서 수

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혼자서 도서 에서 학생들하고 도서 에서 자료 찾고, 

책 읽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그게 도서 활용수업이긴 한데 정보활용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사

서교사 단독으로 진행한 책 읽기 수업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A교사)

A교사는 도서 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독서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수업을 하 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단 재 사서교사로서 자신이 단하는 바와 비교하여, 해당 수업이 도서 활용수업이긴 

하나 엄 하게 ‘책 읽기 수업에 더 가깝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1권 제4호)

- 12 -

“사서 선생님이 희 1학년 때 창체 시간에 도서 에서 수업하셨거든요. …( 략)… 그때 학교도서 이 

인테리어를 새로 했고 사서 선생님이 도서 에서 뭘 읽고 쓰는 수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과 후 논술 

수업도 하셨고 주말에 토론 수업도 하셨어요. 독서 수업이었나? 수업한 기억은 있는데 무슨 수업을 하셨

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C교사)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서 으로 이동해서 수업하다 보니까 도서 활용수업이라고 명확히 인식하

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서 에서 하는 특별한 수업같은 느낌.?…(

략)… 그때는 ‘소논문’이라는 것도 생소했는데, 사서 선생님이 단순히 독서와 련된 수업뿐만 아니라 

이런 수업도 담당하신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E교사)

C교사와 E교사의 경우, 수업의 장소를 도서 이라는 장소로 이동하여 책 읽기 외 쓰기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었다. 수업 내용까지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하나 독서 

외에 다른 수업 역시 사서교사의 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도서 활용수업에 

다양한 수업 방식이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례는 아래와 같이 D교사의 언 에서도 드러

난다.

“고등학생 때 정치시간에 도서 에서 찬반토론수업을 진행했었어요. 토론 자체는 도서  기기를 활용한 

정도 지만(도서 이 그런 수업을 하기에 좋게끔 인테리어 되어 있었거든요. 그 토론을 비하기 해 

도서 에서 자료를 찾았던 기억도 얼핏 있네요. …( 략)… 이리 리 자료를 찾아보며 친구들과 계속 

논의하는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D교사)

앞서 다른 교사들도 도서 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기억한 것처럼 D교사 

역시 도서 에서 실시한 찬반 토론수업이 ‘기기를 활용한 정도’나 ‘자료를 찾았던’ 정도로 단순하

게 이루어졌으나, 여러 자료를 찾으며 논의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등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의 요성까지 성장 과정에서 직  알게 되었다고 논하 다.

학창시  도서 활용수업에 해 언 한 상기 내용들을 토 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도서 활용수업에 해 상세하게 기억을 떠올리지는 못하 다. 기억 산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도서 활용수업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주기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

역, 국가 수 의 교육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에 따라 우선시 되는 내용

을 수업하여 서로 다른 교수․학습 내용에 한 지식을 경험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서 활용

수업의 경험은 참가자들이 ‘도서 활용수업은 유용하다.’, ‘도서 활용수업은 필요하다.’는 이미지

를 갖는 것보다는 ‘도서 이라는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수 으로 인식하게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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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된다.

사서교사의 수업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서교사의 책을 이용한 수업과 련된 다양한 

학습을 경험한 지식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도서 이라는 장소에서 수업을 해 보았다는 것’ 

정도의 단편 인 기억을 통해 재 시 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도서 활용수업의 개념을 비교․

조하며 ‘도서 활용수업의 일종이나 책읽기 수업에 가까운’ 는 ‘도서 이라는 공간에서 진행한

다’는 에서 도서 활용수업과 유사하다는 단을 내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 비교원양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식

가. 사서교사에 한 지식: 학생과 교사를 교육으로 이끄는 리더십 있는 교사

미국 학교도서  기 인 ｢National School Library Standards for Learners, School Librarians, 

and School Libraries(2018)｣에는 사서교사의 5  역할과 기능으로 리더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

다. 사서교사가 가진 리더의 역할은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학교도서 을 기반으로 교육  

비 과 목표를 달성하여 다 함께 성공하도록 돕는 자질이다(송기호 2019, 327). 연구 참여자들은 

사서교사가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 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교도서  로그램과 도서 활용수

업을 진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단하고 있었다. 여기서 ‘리더십이 있는 사서교사’

란 이미지는 학의 수업을 통해 이론 이며 추상 으로 한 경험을 토 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일하기 에 실제 장에서 봤던 약간 역할 모델? 같은 느낌이랑 학에서 배웠던 내용은 많이 달랐어

요. 학에서 배운 건 실 이라기보다 말 그 로 교과서 이고 이론 이어서…. 학에 가서 독서지도

론, 도서 경 론 시간에 ‘사서교사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겪었던 

사서선생님이랑 많이 유사해서 아 나도 게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A교사)

“사서교사가 도서 활용수업과 력수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건 임용고시를 비할 때 개론서를 

읽으면서 이론 으로 한 것 같아요.”(B교사)

“ 는 사서교사가 자료제공을 하는 것을 떠나서 사서교사가 리더십을 갖고 교과교사와 력수업을 체계

으로 하고 수업을 통해 다양한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정보활

용교육론과 학교도서 운 론을 배우면서 (사서교사의 리더십에 한 교사상을) 갖게 된 건데 실제로 

그 게 교과교사와 함께 수업을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C교사)

세 교사 모두 사서교사가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고,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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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A교사의 경우 자신의 학창시  사서교사와 수업한 경험을 결부하여 ‘리더십 있는 사서교사

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 학에서 수업을 배우면서 력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가능한가 보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걸 잘하는 게 이상 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학창시 이나 교생실습에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의 력을 본 이 없어서 실제로 장에 나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D교사)

연구참여자들은 비교원양성과정에서 학교도서 을 학교의 심교육기 으로 설정하고 학생

과 교사에 력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수 있는 리더로서 

사서교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력 교사들이 공통

으로 지 하는 바, 비교원 양성과정에서는 수업 실천에 있어 교사가 어떻게 상황을 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한 구체 인 략에 한 실천  지식이나 ‘교과교사와 력수업을 하는

데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와 그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원리 수 의 지식을 내면화할 

수 없었고, ‘교과교사와 력수업을 하는데 사서교사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도의 이미지 수 으

로 지식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실제 으로 구 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

고 있었다.

나. 도서 활용수업에 한 지식: 실습 과정의 차이와 수업 실천의 격차

비교원양성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도서 활용수업에 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마다 도서 활용수업이나 정보활용교육에 한 교육 유무에 따라 지

식의 구성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를 들어 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 

등의 과목에서 도서 활용수업에 한 방법과 이론을 배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교수․학습 방법에 한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지도안 짜는 방법을 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실습 나갔을 때 교육공학 수업에서 ADDIE나 ASSURE을 

용해서 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했어요.” (B교사)

“정보활용교육론 수업 때 들었던 도서 활용수업이나 도서 력수업 같은 내용이 기억에 남고 도움

이 되는 것 같아요. 도서 활용수업에 해 열려 있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선생님들)이 계시고, 선호하

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도서 활용수업이나 력수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어

요.” (C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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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실습을 나가기 에 했던 수업지도안 짜고 수업 실연을 했던 강의가 도움이 많이 어요. …(

략)… 특히 학 때 교수님이 주제에 한 책 쓰기 과제를 내주셨는데 할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고 

왜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학교에 오니까 책 쓰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방법이나 내용을 아니까 

바로 용했거든요. 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D교사)

“도서 활용수업이나 력 수업에 해 학 때 읽은 개론서에서 이론 으로 했던 게 어느 정도 도움

이 된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모형을 주고 방법을 주고 토론 수업이라던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워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E교사)

C교사와 E교사의 경우에서처럼, 비교원양성과정에서 도서 활용수업에 한 강좌를 수강한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학습과 련된 수업 내용  방법에 한 지식을 쌓고 있었다. 그 외에도 

실제 수업에 한 강의를 수강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자분석, 수업 설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을 규칙의 수 의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었으며, ‘ 학에서 배운 도서 활용수업에 한 강의는 

학교 장에 용 가능하기에 유용하다.’는 실천과 이론이 연결된 원리(principle)의 수 에서 재

구조화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도서 활용수업과 련된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

은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교육 활동에 한 지식 구성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에서는 교육 인 면에 한 수업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사실 도서 활용수업도 제 로 배우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연수에 따라다니면서 사서교사의 력 수업에 한 걸 배우고 있지만 제 상황을 

볼 때 수업을 제안하는 문턱이 무 높고 힘들어요.” (A교사)

“ 학에서 매체활용교육론에서 매체에 한 특성을 배웠고 특별히 수업에 해서는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 략)… 발령받은 후에 신규교사 연수가 있었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실을 

몰랐던 거죠.” (F교사)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원양성과정 에 진행된 교육실습을 통해 도서 활용수업에 한 실천

 지식을 개발해 나갈 수 있었다. 실습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수업 비 이 많지 않아 교육실습생

들의 수업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은 수업 활동에서도 불구하고 교수․학습 과정안의 작성 경험, 

타 교과 선생님의 수업 실  경험, 실제 수업을 통한 경험이 지식 구성에 결정 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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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KWL을 용하여 수업을 비했었어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서 KWL을 용해서 정보탐색 수업을 해보고, 도서부 학생들하고도 독서 로그램 참여를 한 수업 

비를 했거든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  생각해보니 좋은 경험 같아요.” (A교사)

“국어 선생님의 수업이 인상 깊어요. 학생들 흥미 유발하고, 수업 주제 알려주고, 그런 일련의 과정도 

매끄럽게 용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어요.” (B교사)

“교생실습에서 로젝트 수업을 했어요. 에 로젝트와 련된 책도 보고했는데 낯설더라고요. 지도안 

작성하면서 큰 하나의 로젝트를 완성해야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특히 시간 분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한 번씩 하면서 지도교사가 피드백을 자세히 주시고 하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지도교사가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기 어려운 수업도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구요.” (C교사)

이와 같이 교육실습 에 교육 활동을 실천한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략, 동기유발, 시간 배분 

뿐 만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구성하는 등의 교수․학습 방법에 한 실천  지식을 

형성해 나갔다. 한 정보검색을 한 KWL 략 용, 학생의 흥미와 수 을 고려한 한 수업 

비 등을 통해 수업에 한 지식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교사의 경우 실습 당시 사서

교사가 없어 도서 활용수업에 한 한 지도를 받지 못하 고, 이에 도서 활용수업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 활동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공무직 사서가 배치된 학교에 실습을 나가게 는데요. DLS사용법, 라벨작업이라던지… 뭐를 따

로 가르쳐주시지는 않았어요. 수업 실연할 때는 타 교과 선생님에게 (수업 지도안) 일을 받아서 청구

기호 보는 법, 도서 이용교육, 동화 내용 각색과 련한 독서 지도 수업을 했어요. 무 교육 활동에 

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F교사)

3. 장에서 만들어진 지식

가. 사서교사에 한 지식: 다시 만들어가는 수업 문가로서의 모습

앞서 살펴본 면담 내용에서 자주 드러나듯, 연구 참여자들은 임용이 된 이후에 학교도서 에 

근무하면서 사서교사로서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하여 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타 학교에 근무하는 고경력 사서교사 는 수업에 문성을 나타내는 

사서교사를 통해 교육 문가인 사서교사로서 자기 스스로가 해야 할 일에 해 새로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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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며, 교내의 수업 신을 주도하는 교사를 통해 사서교사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에 한 지식

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  지식은 주로 임용 이후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 이나 책을 이용하여 수업하는 수 으로 수업을 진행해요. (도서 활용)수업을 잘하려고 연수에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연수나 사례를 보면 솔직히 제가 사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사서교사의 력수업, 융합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로부터 수업(연수)을 

받으면서 나도 게 하는 수업을 잘하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A교사)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한 갭이 큰 것 같아요.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 자료 찾는 것, 책 추천해주는 것이 더 큰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사서선생님들 보면서 력수업이나 리터러시(정보활용교육)를 하는 게 사서교사의 역할이 아닌

가 싶어요.” (B교사)

두 교사 모두 재 자신의 ‘자료를 찾고 책을 추천해주는 사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모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서교사상을 내면화

한 것으로 보인다. A교사와 B교사 모두 도서 활용수업, 특히 력수업을 잘 하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상을 실천하기에는 실과 괴리가 크다는 단하에 여러 방법

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사서교사의 모습인 ‘수업 문가’로서 자신을 다듬어나가고 있었다. 

수업을 잘 하는 사서교사상에 한 실천  지식을 구 하는 방법  측면에서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타 사서교사와의 교류와 연수를 활용하기도 하 지만, 수업 컨설  업무를 담당하는 교내 

수석교사와도 력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있는 사서교사가 되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수석 선생님이 력수업을 먼  제안하셨고 다른 교과 선생님과 력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에서 끌려 다닌걸 느 어요. 수업을 마친 후에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력 수업 

할 때 남들에게 따라다니지 않기 해서 수업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략)… 수업에 한 걸 알기 해서 지역 사서교사 연수에 참여해서 선배 사서 선생님들의 수업 련 

연수를 듣거나 사 인 자리에서 수업에 해 질문하면 알려주세요.” (E교사) 

“작년에 수석 선생님과 ( 력)수업을 했거든요. 수업을 극 으로 제안하는 모습이 단하기도 했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서 올해는 제가 다른 선생님께 수업을 같이 하자고 물꼬를 던져봤어

요.…( 략)… 지역사서교사 단톡방과 같은 데서 (도서 )활용수업하면 유명하신 분들의 수업자료를 

찾아서 수업 비를 하기도 하고요.” (D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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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와 E교사의 경우, 타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의 수업자료를 찾거나 사서교사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실제 교내 수석교사와 함께 실천하며 력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서교사

의 리더십을 실천으로까지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  지식의 실  과정에서 수석교사와의 

력은 F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서교사가 독서동아리를 이끌기 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학교 안에서 

학공( 문 학습공동체)으로 교사 독서동아리를 운 하면서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석 선생님께서 학공 운 계획 짜는 거부터 날짜 정하는 것이나 주제 책 선정하는 것 등 많은 도움과 

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사서교사로서 양서의 주제 책을 정하고 독서토론 때 서로의 

생각들을 이끌어내기 해 한 유도를 할까에 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F교사)

나. 도서 활용수업에 한 지식: 교사와 학생을 고려한 사서교사만의 수업 방법 찾기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원양성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 로 자신이 앞으로 진행할 도서 활용

수업에 한 실천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으며 학에서 배운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상황

을 토 로 교사, 학생을 고려한 자신만의 도서 활용수업을 만들기 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도서 력수업은 아직 없어요. 근데 도서 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한 학기 한 권읽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각 교과 상황에 맞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어려워요. …( 략)… 

사서교사 의회에서 연수에 참여하거나 동료 사서 선생님을 통해서 도서 활용수업을 어떻게 진행

하는지 배워본 이 있어요. 근데 등은 거의 없어서 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어

요.” (A교사)

“그림책 읽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도록, 흥미를 갖도록 목표를 두었고요. 

학교에 창체 시간에 하다 보니까 주제를 정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기와 환경 수업으로 정했어요. 

그림책을 읽고 학생들하고 생각을 나 는 구도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함께 읽으면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는데 혼자 하라면(책을 읽게 하면) 흥미를 잃을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니까 웃고 

울고 감정 으로도 즐거워하는 게 보여서 도 재 게 수업을 했었어요. …( 략)… 1학년 때 그림책으

로 시작해서 6학년쯤 되면 이성 인 사고를 하고 학생이 분석 으로 을 써서 자기만의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B교사)

“도서 활용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선생님은 성교육 단원을 도서 을 활용하여 랑 력

수업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근데 제가 력 수업은 배우긴 했는데 잘 몰라서 성과 련된 자료 검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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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돕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C교사) 

“작년에 교과 선생님과 융합수업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 에는 수업을 같이하자고 하시는 선생님

에게 끌려서 어 부  끌려갔는데 (공동)평가까지는 아니지만 패스 인더 만들기 같은 거 용해서 

교과 수업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도서 활용수업 흉내를 낸 것 같아요. …( 략)… 사서교

사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연수도 진행했는데 그 주제가 정보 미디어 리터러시에요. 그 연수를 비하다 

보니까 ‘아, 이런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를 실제로 알게 되었어요.” (D교사)

“평소에 력 수업에 심이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했어요. 아무래도 (발령)동기 선생님들이 어서 

그런지 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STEAM 융합 수업을 진행했어요. 13차시 수업을 진행

했는데 사서교사가 력수업을 하면 리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했어요.” (E교사)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교사와 력을 통한 수업 진행에 을 두고 도서 활용수업을 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 다. 특히 C, D, E 교사의 경우 도서 력수업에 한 정확한 차와 원리에 

한 지식 형성이 제 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을 보여주었지만, 교과교사와 교수․학습 방법에 

한 력  성찰 과정과 실제 경험을 통해 수업에 한 실천  지식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에 따라다니며 사서교사의 력 수업, 융합수업에 한 걸 배우면서 ‘나도 런 교사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이나 담 선생님들과 교육 활동하는 데 력을 이끌어 

내는 심체 역할을 실제로 하기 무 어려워요. 일단 등은 각 반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하셔서 

제가 수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문턱이 무 높고 힘들어요.” (A교사)

연구 참여자 A는 담임교사와의 도서 력수업 방법이 ․고등학교와는 구분되는 것 같다며 

이론 으로 배운 력수업에 한 지식을 용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학교 에 

따라 력수업이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실천  지식을 구성하기도 하 다.

각 연구 참여자들은 임용 이후 한 학기 한 권 읽기, STEAM 융합 교육, 토론 교육 등 학교 

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상황을 토 로 책 읽어주기, 교과에 맞는 패스 인더 등과 같이 자신만

의 교수․학습 방법 지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 다. 발령 이후 지역의 사서교사연구회 는 도서

활용수업에 한 연수를 통하여 학교 장에서 실제 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에 

한 지식을 얻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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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제언

명제 이고 객 으로 존재하는 지식은 개별 교사의 습득, 내면화,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개별 이고 특수한 지식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과 련된 

자신만의 실천  지식을 쌓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한 분석은 교사가 되기 의 비교원 

양성과정이나 교원 연수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교사로서의 문성을 높이 쌓고, 학교 장에서 

성공 인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천  지식이라는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경력 사서교사들이 사서교사에 

한 자신의 상과 도서 활용수업에 한 지식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

다.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사서교사의 실천  지식은 교사 개인의 삶의 경험을 토 로 형성된 

개별 이고 특수한 지식이었으며, 이들의 실천  지식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상 인 교사상에 한 실천  지식은 부분 ‘학생과 교사를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있는 교사’ 다. 이러한 교사상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재에 이르기까

지 지속 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 교사들은 각기 다른 성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난 사서교사나 사서, 교사들을 통해 따뜻하고 소통하는 사서교사를 이상 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몇몇 참여자의 경우 사서교사나 사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독서에 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의 모습을 세우기도 하

다. 한 이들은 학창 시 을 통해 막연한 사서교사의 모습을 갖고 학에 입학하여 양성과정의 

수업을 통해 리더십이 있는 교사에 한 이론을 하게 되었다. 학교 장에 발령받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사서교사, 수석교사들과 소통과 력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과 리더십 실천

에 한 내용을 학습하면서 수업 문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둘째, 사서교사로서 교사 자신에 한 실천  지식은 비교원양성과정에서 가장 구체 으로 

형성되었으며 학교 장에 발령받으며 사서교사의 교사상(이미지)에 해 반성  성찰이 일어나는 

단계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교원양성과정에서 사서교사는 리더십을 갖고 도서 활용

수업, 도서 력수업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학습하고 실제 장에 나와서도 리더십 

있는 교사가 바람직한 사서교사라고 더욱 확고히 생각하게 되었지만 학교 장에서는 자료를 찾고 

책을 추천해주는 자료 제공자로서의 사서의 모습이라는 갈등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이상 인 사서교사의 이미지가 실제 자신이 처한 학교 환경과 불일치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깊은 내 인 갈등을 일으키며 그동안의 자신의 문성에 한 반성 인 성찰을 하게 한다. 이러한 

교사로서의 자신에 한 지식에 한 반성 인 성찰이 깊어지면 학교도서 을 통한 사서교사의 

교육 활동을 수행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이러한 성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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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세우고 한 단계 발 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공 인 도서 활용수업에 한 실천  지식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차이를 보 으나,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도서 력수업에 을 두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배우고 용하고자 

하 다. 특히 교수․학습 방법에 한 실천  지식의 구성은 주로 비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시

작되었다. 비교원양성과정에서 도서 활용수업의 방법과 내용을 배운 경험은 교육실습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지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이미지의 수 이 아닌 원리와 규칙의 수 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넷째, 도서 활용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에 한 지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실천  지식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교원양성과정과 교육실습활동에서 쌓아 올린 지식의 내용과 깊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원양성과정에서 도서 활용수업에 한 

지식을 쌓고, 교육실습활동을 통해 도서 활용수업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노력, 열정

과 타인의 도움을 토 로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실천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서 활용수업을 한 교수․학습 활동의 방법과 내용에 해 비교

원양성과정에서 수강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사서교사의 교육  활동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교수․학습에 한 열의는 갖고 있지만, 교사로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천  

지식을 쌓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6명의 경력 사서교사의 학창 시 에서부터 장까지 사서교사와 도서 활용수업

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시  에서 실천 인 지식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사서교사가 되기 

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고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수․학습 내용에 

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한 분석이 없다면 사서교사의 복잡한 실천  지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은 도서 활용수업으로 학교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있는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며, 도서 력수업을 하기 해 다양한 기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  지식의 구성 과정을 분석해 보았을 때, 지식의 구성 과정은 차이가 존재하 으나 

공통 으로 도서 활용수업, 특히 력수업을 요시하는 실천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 인 교사상과 수업을 실제 장에서 구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특히 사서교사 양성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도서 활용

수업, 정보활용교육 등 사서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화, 학교도서  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을 둔 교육실습 로그램 마련 등 재 비교원양성과정과 교육실습활동이 가진 문제를 해결

하기 한 다양한 방안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 을 이용한 교육의 문가인 사서교사의 실천  지식을 이해하고 사서교사와 도서

활용수업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찾기 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서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 

읽기와 분석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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