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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창의 이고 자주 인 사람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성주의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자주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아 자주  학습을 지원하기 한 학교도서 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매체센터로서의 운 방안을 제시하 다.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주  학습은 학교도서 이 교수-학습 

매체센터로 운 될 때 가능하며 다양한 학습자료와 직 인 상호작용이 클수록 창의 이고 자주  능력이 

향상된다고 단된다. 

ABSTRACT

A knowledge-based society values creative and independent individuals. This study depicts 

operational approaches to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school libraries as teaching/learning media 

center in order to support independent learning in relation to the way in which constructivist 

teaching-learning(CTL) improves learners' self-learning abilities. The result of this study seems 

to imply that self-learning based on constructivism is possible only when school libraries are 

managed as teaching/learning media centers and that the more variety there is in learning 

materials and when more direct interaction exists, there is more creativity and self-learning 

abilities are achieved in the lea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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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자주 이고 창

의 인 사람을 요구한다. 자주 이고 창의 인 

학생을 육성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교육방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자주 이고 창의 인 

인재 양성은 교사 심의 일방 이고 획일 인 

교수-학습방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

생들의 자주  탐구과정을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이 수행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교도서 이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자원기반이 구축 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방법은 다양한 학습자원과 직

인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형태이

다. 자기주도  학습이론은 행동주의학습에서 

구성주의학습으로 향하는 교수-학습이론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 심의 학습은 학

습자의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획일 이고 단순한 지식을 달하는 데

는 효과 일 수 있으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

재력을 발굴하는 데는 효과 이지 못하다(정재

승 1999). 구성주의 교수-학습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학습이론이다. 구성주

의  교수-학습 교육은 학교도서 이 어떤 모

습으로 운 하느냐에 따라 실 할 수 있다고 

본다. 

구성주의 에서 자기주도  학습방법의 

실 은 학교도서 의 본질  기능, 특히 교수

매체센터의 기능이 활성화 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 은 최근의 교수-학습 동향인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실 시키는 방안의 하나

로, 자기주도  학습의 공간인 학교도서 을 

자료 심, 매체 심의 교수-학습매체 센터로서

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구성주의 교수-학습환경

으로서 학교도서  운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연구방법  범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과 범 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한하여 설정하 다. 

첫째, 구성주의  교수-학습에 한 이론과 

학교도서 의 본질  기능의 상호작용을 분석

하기 하여 국내외 연구를 주로 련된 문

헌을 고찰하고 구성주의 교수-학습 지원센터로

서의 학교도서 의 역할을 분석하 다. 

둘째, 구성주의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교수

학습활동에 직 참여 자주 으로 학습을 수행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학교도서 의 변

화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자

주  학습을 실 하기 하여 학교도서 이 자

료 심, 매체 심의 교수-학습매체센터로서의 

기능을 극 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2. 구성주의 교수-학습과 
학교도서 과의 계

2.1 구성주의 교수-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의 

상호작용

우리의 통 인 교육방법은 보편 이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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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학습이론에 근거를 두고 지식의 달에 

을 두어 기계 인 지식의 암기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교수방법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추구하는 창의 이고 자주 인 능력을 개발하

는데 효과 으로 처하기 어렵다.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은 통주의 교육방법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발달의 궁극 인 목 은 

수동 이고 기계 인 지식암기 능력을 가진 인

간이 아니라 자율 으로 과제를 정하고 탐구하

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  사고력, 창의

력을 비롯한 자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

하는데 있다. 학생발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의 인지과정에 한 통찰과 사회  

상호작용의 맥락에 합한 정보와 지식을 구성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학교도서 은 

학생들의 자주 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

터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1) 따라서 본 에서

는 이러한 에서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에 

해 고찰하고, 이와 련하여 자기주도  학

습의 개념과 특성에 해 설명함으로써 학교도

서 과의 상호작용과 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1 구성주의 교수-학습원리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의 출 은 기존의 행

동주의2)에 기 한 객 주의  입장의 수업 설

계가 많은 제한 을 내포하고 있는 것에 한 

인식으로부터 부각된 교수-학습 이론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수-학습의 교육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교사 심에서 학생 심으로의 환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교수(instruction)에

서 학습(learning)으로 변화라고도 요약할 수 

있다(강인애 1997). 구성주의 교수-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하여 주도 인 역할

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한 책임을 지면서 능

동 이고 극 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

하는데 있다. 학습자들이 자주 으로 학습하

는 훈련은 자주 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활

동 과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본다. 구성주의 교

수-학습의 기본취지는 학습자 자신이 과제를 

정하고 요구정보를 분석하여 진단하여 필요 정

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가공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하여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과 비 력

을 기르는데 있다(최규학 1998). 과거 통 인 

교사 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속도로 변

화하는 사회  요구에 응하는 고등 정신 능력

을 기르는데 한계 이 있다. 구성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

이 설명될 수 있다(강인애 1998).

 1) 자주  학습방법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해서는 물  자원의 체제 정비와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한 

교육 내용의 개발  교육 방법의 변화는 물론 실 은 학교 도서 의 내  변화를 제하고 있다. 과학 기술과 

첨단정보매체의 속한 발 과 함께 다 매체(multimedia)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한 것은 인쇄 매체 

심의 통 인 학교 도서 에서 모든 교육 매체자료를 통합한 매체센터로의 환을 요구하고 있다. 

 2) 행동주의의 최 의 주장은 내성  심리학에 한 미국 심리학자 존 B. 웟슨의 반발에서 나왔다. pavlovd의 고

 조건형성과 skiner의 조작  조건형성 그리고 bandura의 찰학습에 의해 체계화 된 이론으로 학습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  행동의 변화로 보고, 학습자를 단순히 외부의 환경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수동 인 학습자 을 

택하고 있다. 교수-학습 목표를 학습자들의 의사와는 계없이 교사가 일방 으로 설정, 진술한 다음, 목표 성취

에 필요한 자극과 이에 따른 반응 그리고 반응의 결과에 한 강화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배열한다. 따라

서 교수-학습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주어지며, 수업은 사 에 목표에 명시한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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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learning by doing)

학습이란 이  경험을 기 로 해서 일정한 지

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다음 행동을 새로

운 상황에 응시켜 가는 진보  과정이다.3) 체

험학습은 학습자에게 경험을 시킴으로서 스스

로 지식구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체험학습은 

기존 학습환경에서 주어진 지식을 흡수하는 수

동  입장의 학습자에서 극 이며 자율 인 

지식의 형성자로서의 학습자로의 변화를 의미

한다. 따라서 모든 학습환경도 이런 극 이고 

자율 인 학습자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극 발휘시킬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한다. 

2) 자아성찰  사고(learning by reflection)

의 학습

자아성찰은 개인  경험이나 일상 인 상

에 하여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 않고 상과 

경험의 의미와 요성에 하여 의문을 해보고 

분석을 하는 인지  습 을 말한다. 일련의 인

지  사고를 해 으로 인해 지 껏 그냥 지나

쳐오거나 당연하게 받아들 던 상이나 사건

에 한 새로운 시각 과 차원을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논리 이며 설

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다. 

3) 동학습(learning by collaboration)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구성은 사회  요

소와 개인의 인지  요소간의 통합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주의  학습환경

은 반드시 학습자가 속해있는 사회 구성원간의 

동학습  환경을 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인의 인지  작용결과로서의 의미부여

와 해석에 한 검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 동학습 환경을 통해 학습자들은 특정 

경험이나 상에 한 다양한 근과 시각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근  발달 역의 개

념 등과 연결 되어 요한 구성주의 학습원리

가 되고 있다. 

4) 실제  성격의 과제 심의 학습(learning 

by authentic task)

구성주의는 교육과 성과, 혹은 교육과 실생

활과의 연계성을 매우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

한 연계가 이루어지려면 과제의 성격이 실제 

생활과 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과

제를 풀어가는 학습의 장은 반드시 구체  ‘상

황성'이 제되어야 한다. 이 게 실제 상황성

의 과제나 학습내용은 기존의 교과서 심  

학습내용이나 과제보다 훨씬 인지 으로 도

이고 깊은 사고를 요하게 되며 당연히 학습

자들로 부터 과제에 한 주인의식과 학습에 

한 내  동기부여를 기 할 수 있다. 

5) 학습자의 조력자이며 동료-학습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통 으로 교사에게 부여되었던 역할 즉 지

식의 달자이며 학습의 최종  평가자의 역할

이 아니라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사 

 3) 사  의미에서 학습은 이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  연속 인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환경

과 교류하는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변화가 학습은 아니다. 경험의 결과로서 생기는 행동변화로서 생

존에 정 인 가치를 갖는 비교  속 인 행동의 변화만을 학습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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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나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구성주의 학습은 학생들이 련되

고 참여하는 학습활동에 있어서 문제해결과정

에 학생들이 능동 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력, 

비 사고력, 창의 인 고등정신능력을 기르

는데 있다(황윤한 2006). 구성주의 학습원리는 

자기주도 인 학습을 통해 자주 이고 창의

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임명숙, 박희숙 

2007).4)

2.1.2 구성주의 교수-학습환경의 특징

구성주의 에서 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학

습을 구성하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을 진

시키는 역할을 하며 학생은 지식의 의미를 능

동 으로 구성한다. 구성주의를 강조하는 학습

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강의내용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학생자신이 능동 으

로 구성한다는 이 통  학습이론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잘 달

하는 것보다 학생이 지식을 의미 있게 잘 구성

하도록 력내지 조언하는 자체가 요하다(변

계 2009). 구성주의에 기 한 교수-학습환경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학습자 심의 교수-학습이다. 학습자

가 주체 으로 새로운 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여 주며, 안

내하여야 한다. 

둘째, 하이퍼미디어 등의 하이테크놀로지 매

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학  학습환경을 제

시하여 다. 학습내용이 계 이지 않은 학

습 역에 있어서 하이퍼텍스트 는 더욱 유리하

게 이용될 수 있다. 

셋째, 학습은 실제 상황의 경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기르

도록 한다. 

넷째, 학습목표를 지나치게 명세화하지 않

으며, 고차  학습을 할 수 있는 탐구  학습을 

지원한다. 

다섯째, 동학습을 지원한다. 실제 세계에서

의 문제해결은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공동의 작업을 요구

하며, 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섯째, 교수설계에 한 모든 측면의 통합

을 추구한다. 기존 교수설계 이론의 제한 으

로써 Merril과 그의 동료들은(1990a, 1991) 이

제까지의 교수설계이론들이 교수의 각각의 구

성요소들에 한 지식들을 효과 으로 통합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구성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구성주의 교실과 

통 인 교실을 차이 을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통 인 교실

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구성주의 교실의 

교수-학습환경은 구체 인 상황, 동 인 학

습환경, 문제 해결력, 학습과 통합된 다양한 과

정 지향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허 순 

2003).

 4) 구성주의  에서 볼 때 학습은 단순한 자극-반응 상이 아니라, 자기조 과 반성과 추상을 통해 맥락에 

합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기능  태도 등을 사 에 선정하여 목표로 

삼는 객 주의  근과는 달리, 구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교수-학습의 주된 목 은 주어진 맥락 속에서 사고활

동을 진함으로써 지식의 능동  활용, 추론, 창의 ․비 ․반성  사고, 문제해결, 인지  유연성을 함양하

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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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교수-학습환경 구성주의  교수-학습환경

개별  학습환경: 개인 제, 개인활동, 개인의 성취의 

요성 강조
력학습 환경: 다양한 견해에 한 인식과 견해를 습득

지식의 암기와 축 문제해결력, 사고력, 인지  략의 습득, 지식의 이성 강조

발견 창조와 구성

역사 , 우주 , 공간 상황 , 사회 , 문화 , 역사

학습자 학습 평가는 교수행 와 분리된 것이며 거의 검사를 

통하여 수행된다.
학습자 학습 평가는 교수활동과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객 식 평가, 결과 평가
다양한 형태(객 식, 주 식, 찰, 포트폴리오, 로젝트, 

 등), 과정  지속  평가

<표 1> 통 인 교수-학습환경과 구성주의 교수-학습환경

이와 같은 구성주의 교수-학습원리에 입각

하여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구성주의  학습환경’이며, 구성주

의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  맥락에 합한 

의미를 구성하고 실재를 구성하는 방법을 학습

하도록 도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보다 

잘 응하고, 필요에 따라 세상을 의도한 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조

남 1998).

2.2 구성주의 에서 본 자기주도  학습

구성주의  에 따르면 그것이 인지  구

성주의든, 사회  구성주의든 간에 학습 과정은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reconstruction)

하고 의미를 추구하는(effort for meaning) 

극 인 과정으로 악된다. 학습자는 지식의 

수동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  생산자, 해석

자이다. 구성주의  에서 볼 때, 학교 학습

은 학생들에게 미리 계획된 획일  수업을 제

공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능동 으

로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자 심의 학습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학습에

서 학습자의 능동성이 발휘되는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외형  학습 상황의 

통제에서 발휘되는 능동성과 내  학습 과정의 

능동성으로 구분할 때 자가 리  자기주도

학습과 일치한다면, 후자는 구성  자기주도학

습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습을 지 으로 

우수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회  상호작용

을 통한 내면화의 개념으로 악하고 있다. 인

지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학습은 사회 인 수

에서 개인 인 수 으로 진행된다. 사회  

수 의 학습은 교사와 학습자의 동학습의 단

계를 지나면서 개인 인 수 의 학습으로 나아

간다. 즉 사회 인 수 의 학습은 문가인 교

사나 유능한 학습자들과의 화  상호 작용을 

통해서 자기주도 인 학습 능력으로 이되어 

나간다. 이 때 학습자는 사회 인 화를 통해

서 습득하 던 학습능력으로 자신의 인지와 행

동을 조정하게 된다. 내 인 화는 자기 주도 

사고의 출발 이 되며, 이것이 완 하게 내면

화되었을 때 학습자는 자기 주도성을 획득하게 

된다. 자기주도 인 학습개념과 특징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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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의 개

념은 학자들 간에 약간씩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놀즈(knowles 1975)는 타인의 조력 여

부와는 상 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

에 필요한 인 물  자원을 확보하고, 합한 

학습 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

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고 보았다(신군자 2009). 

캔디(Candy 1991)는 자기주도  학습을 ‘학

습의 목 인 동시에 학습의 과정’이라고 의미

를 부여하고 학습의 목 이라는 의미는 선택권

과 결정권과 련한 자율성의 향상 의미와 학

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리해 가는 과정으로서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 으며 자기주도

 학습을 ‘학습자 심의 학습'과 ‘자기 리 

학습'으로 구분하 다. 자는 정규 교육 활동

인 교수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 

는 통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교사 심

의 학습에 비되는 개념이다. 반면에 후자는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울 것이냐의 

문제에서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리하려는 자

발  의지와 능력의 개발을 말한다. 학교 장

에서는 1차 으로는 정규 교육 활동을 한 

는 정규 시간에 ‘학습자 심의 자기주도  학

습력'을 길러 주는 것이고, 나아가 방과 후 까지 

연계되는 ‘자기 리자기 주도  학습력'을 길

러 주는 것이다.

롱은(Long 1992)은 어떤 강력한 타인에 의

한 스스로의 통제와 리에 의하여 어떤 학습

상황에 임하고 집 하며, 의문 을 가지고 비

교하며 조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메타 인

지  행동의 과정이라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의 과정은 일직선상의 연

속 인 과정이라기보다는 계속 으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반복 인 과정

이란 에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개인이 스스로의 학습요구

를 진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

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자원을 선택하

며, 끝으로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은 혼

자서 배운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교사와 동료들과 함께 배워가는 가운

데서 학습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

을 통해 자기 학습요소인 즐거움과 기쁨을 맛

보게 되는 극 인 의미까지 포함한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학습자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에

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입장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는 교육’

으로서 자신의 삶과 련된 요한 문제를 해

결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 와 의견에 종속되

지 않고 스스로 단하여 주체 으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인간이 되는 교육이라 정

리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 주도  수업이

란 ‘학습자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교육’으로서 

요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학생에게 허용되고, 획일 인 

기  신에 다양성이 허용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화 2006).

한 자기주도  학습을 의  의미로 규정

하면, 학교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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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되,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수-학

습 과정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

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에 이미 제시된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의 테두리 내에서 

학생이 보다 능동 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

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주도  학

습을 의  의미로 규정하면, 성인 학습 방법

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은 타인에 의해 미리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활동에 참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심과 흥미, 성 등에 따라서 

교육의  과정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학습활

동을 의미한다. 교수-학습에서 자기주도  학

습이란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진단하고 자원을 

찾고 학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주도

권을 갖는 과정으로, 학습자가 학습할 때 자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인지 으로 학습에 참

가하여 능동 인 학습을 하는 학습형태를 말한

다(김  200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

없이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

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 ․물  자원을 확보하고, 

합한 학습 략을 선택, 실행하여 성취한 학

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  활동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형태는 학

습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자료가 지원될 때 가

능하다고 보아 학교도서 의 모든 자료는 교수

-학습과 련된 다양한 매체를 구비하여야함은 

물론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 되어야 한다.

2.2.2 자기주도  학습의 단계

게리슨(Garrison 1997)의 자기주도학습의 통

합  모형은 다음 <그림 1>에서 표 한바와 같

이 교육 인 상황에서 학습과 련되어진 외

인 리로서 상황  조 , 내 인 통제로서 인지

인 책임감, 그리고 동기 인 출발 과 과제의 

문제들이 통합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하 다.

자기주도  학습은 단계를 통하여 진보하며 

능력과 동기가 결합된 비성은 상황 이면서 

과제 특성 이기 때문에 상황과 과제특성에 따

라 달라진다. <그림 2>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 

정도와 이를 한 교사의 교수 양식에 하여 

설명하고 있다.

학습동기

(출발점 동기/학습과제지속 동기)

자기통제

(인지적 책임감)

자기관리

(과제조절)

자 기 주 도 학 습

<그림 1> 자기주도학습의 통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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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자기주도  학습자)

독립  과제, 학습자 주도 인 토론, 발

견학습, 문가, 조언자, 감시자로서 교

수자

3단계

(열 하는 학습자)

자료의 용, 진  논의, 실제문제에서의 교수자와 

비슷하게 작업하는 동료, 비 인 사고, 학습 략

2단계

(흥미 있는 학습자)

매개 인 자료, 강연-토론, 자극 인 방법으로 용하

기, 동기부여자로서의 수업자

1단계

(의존  학습자)

비 인 자료, 강연, 반복, 직 인 

련

1단계

(권  문가)

2단계

(동기 부여자)

3단계 

( 진자)

4단계 

(권한 임자)

<그림 2> 자기 주도성 단계 모형의 용 

의 <그림 2>에서 표 된바와 같이 학습자

가 의존 인 학습자에서 차 자기주도  학습

자로 변화되어 가는 단계를 보여 다. 이를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낮은 자기주도성의 학습자

학습자는 의존 이며, 교사는 권 인 

문가로 즉각 인 피드백으로 지도함, 반복

연습, 정보 인 강의, 결핍과 항의 극복

이 필요하다.

- 2단계: 보통의 자기주도성의 학습자

학습자는 흥미를 가지고 있고, 교사는 동

기 부여자, 안내자가 된다. 토론에 한 안

내로 강의에 감을 주고, 목표 설정과 학

습 략과 같은 기 기술을 훈련하기 시작

한다.

- 3단계: 간 자기주도성의 학습자

학습자는 학습에 열 하는 자세로 탐구할 

비가 되어있고, 교사는 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등한 참여자인 교사의 토론 

참가로 탐구 활동이 진되며, 세미나나 

집단 토의가 이루어진다.

- 4단계: 높은 자기주도성의 학습자

학습자는 자기주도 이고, 교사는 권한 

임자로 충고를 하는 것으로 자기주도  논

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턴제도, 논문, 

개별연구, 자기주도  연구집단 등을 활용

한다.

2.2.3 자기주도  학습자의 특성

시몬스(Simons 1993)의 구성주의  에 

기 하면, 자기주도  학습과정을 구성하는 핵

심 인 요소로는 검, 검사와 질문, 수정, 조

의 메커니즘 등을 들 수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 하고 있다(심미자 

2001).

1) 학습자가 원하는 것을 학습한다.

타인에 의해 강제․강압이나 보상에 의

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  동기나 

성취감 등이 바탕이 되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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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에 의해 자기주도학습의 보상이 일어

난다.

학습목표 달성 자체의 만족감과 자신감, 

희열감을 느끼도록 계획, 실천, 평가의 순

환과정을 강조한다.

3)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진행하며 학습에 

한 책임을 진다.

학습자가 자기주도 으로 학습을 진행하

고 평가를 한다.

4) 학습자의 선행 경험과 개인차를 요시

한다. 

학습자는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학습을 수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의 차를 이해

한다.

5)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은 학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물리  환경이 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  환경은 학습을 진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료의 제공을 

뜻하기 때문에 학교도서 의 다양한 자

료가 요구된다. 물리  환경, 학습자료 등

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환경구성과 

교사의 역할이 요하다. 

6) 통  교수법보다 학습의 효과가 높으

며, 학습의 이력을 높일 수 있다. 

7)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신

뢰하고 자기에의 도움을 확신하며, 학습

활동이 더욱 더 강화되는 방향에서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가치가 부여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한다. 

8) 자기주도 학습의 책임도 학습자에게 있

으므로 학습자의 자기평가가 시된다. 

평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된다.

한 구굴리에미노(Guglielmino 1977)는 자

기주도  학습자의 특성을 다음 <그림 3>과 같

이 표 하 으며 여덟 가지로 분류하 다(박

태, 정숙 2002).

1) 학습기회에 한 개방성 

자기주도  학습자는 학습에 한 높은 

심을 가지며 항상 학습하려는 태도, 지

식의 근원에 한 탐구심을 갖고 있으며 

학습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상태를 포기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끈기 있게 노력하

며, 학습에 한 책임감이 자신에게 있다

고 생각한다.

개방성(수용성)

    자아개념(자신감)

    내재  동기(애정)

    문제해결력(기 능력)

   창의성(융통성)

   자율성(독립성  주도성)

   자기평가(책임감)

<그림 3> 자기주도학습자 특성들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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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 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자기주도  학습에 한 확신이 있으며 

학습시간을 조직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

며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을 갖고 있으

며 스스로 호기심이 강하다고 여기며, 다

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니

고 있다.

3) 학습에 있어서 주도성  독립성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추

구하며 독립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새

로운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여 시작한다.

4) 학습에 한 책임감

자신의 지능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

며 자신의 학습에 해 스스로 책임을 지

며 학습의 진  상태를 스스로 평가한다.

5) 학습에 한 애정

지속 으로 학습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학습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며, 체계

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

6) 미래 지향성

일생동안 지속 으로 학습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을 도 으로 여기며 처하는 능력

을 지니고 있다.

7) 창의성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험을 감수하며, 하나의 문제에 해 다

양성 있게 근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8) 기본  학습방법과 문제해결 능력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학습기술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구성주의 학습에서 학교도서 의 

역할이 큼을 알 수 있다. 교사 심의 학습과 자

기주도  학습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2.3 구성주의 교수-학습과 학교도서 의 

상호 계

교수-학습을 한 학교도서 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

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 되어야 한다. 학교

도서 이 이와 같이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할 

때 학습자의 흥미 유발  그로 인한 수업 효과

의 극 화를 기 할 수 있다(박선미 1999).

타인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학습진행이 비교  의존 임

주어진 방향에 가치부여

(타인지향  가치)

제한된 자기효율성

제한된 메타 인지  지식

외  동기화

표면  통찰

지  집 을 분산시킴

학습진행이 비교  독립 임

내 통찰 가치부여

(자기주도  가치)

정 인 자기 효율성(자기충족)

메타 인지  지식

내  동기화

깊은 내 통찰(학습과정에 여)

지  집 을 우선시함

<표 2> 교사 심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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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학생들이 일일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하고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문가

에 의해 평소에 꾸 하게 수집되고 조직된 자료

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때 구

성주의  교육은 가능하게 된다. 효과 인 수업

의 방법과 훌륭한 로그램의 개발은 그것이 활

용될 수 있는 환경이 우선해서 갖추어져야 더욱

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학교도서 에서의 매

체 활용은 단순히 매체의 개념이나 그것을 조작

하는 방법을 습득한다는 단순한 목 이 아니다. 

학습자가 학교도서 의 자료와 매체로 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해야 창의 이고 

자주 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효과가 있

다고 본다. 한 지식정보사회에서 실히 요

구되는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회참여에 있어서

의 올바른 단력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는 복합 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인

표 1998). 학교도서 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 심․탐구 심

의 새로운 수업방법을 통해 자율  학습활동을 

지원하며, 교사의 수업계획, 학습지도에 요구되

는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도서

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김태형 2001).

한 학교도서 은 새로운 교육 이념을 달

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 인 교

육 운 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수행한다(손문

철 1981). 따라서 학교도서 은 학생들의 교수

-학습 활동에 필요한 다양하고도 풍부하며 폭

넓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한정된 시간

에 한정된 교과서로 교육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

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도서 은 정보화시 에 필요한 학습 공

간을 확장시켜 구성주의  교수- 학습의 양

인 확 와 질 인 심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

요가 있다.

구성주의 교수-학습 요구와 학교도서 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표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윤옥 외 2000).

구성주의 교수-학습에 의한 장 요구 학교도서 /교사의 기능 용 학교도서 /교사의 활동

풍부한 교수 학습자료 활용 요구 ￫ 상시

․통합  교수 학습자료 기반환경 확보
교수 학습 자료센터

∙교수 학습자료 선정, 개발

∙교수 학습자료 정리, 조직화

∙교수 학습자료 제공

정보수집 분석  활용능력 시(세분화, 

고도화) ￫ 정보자료 문요원 필요
정보자료 문가

∙교사를 한 수업 자료 개발, 활용상담

∙교수 자료 지원

∙도서 /자료 활용 교육

∙수업활동 직  지원-매체 활용 수업 등

시청각,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와 기자

재 활용 요구 증가

시청각/멀티미디어 센터 매체 

문가

∙다양한 정보자원 근 체제 확립

∙비디오테이 , CD자료 등 개발, 리, 활용

∙인터넷 등 디지털 자원 개발, 리, 활용

∙수업 기자재 개발, 리, 활용

동학습, 문제해결학습이 가능한 교수 학

습 공간의 확장과 유연화 요구
다양한 교수 학습 공간

∙개방형 교실 활용 - 토론수업, 분임활동 등

∙개별 학습 공간 제공

∙교사 연구 공간 제공

<표 3> 구성주의 교수-학습요구와 학교도서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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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성주의 교수-학습환경으로서 
학교도서  운  방안

구성주의 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론을 

고찰한바와 같이 교수-학습 방법은 여러 학자

들이 제기한데로 학습자가 학습 진행을 자기주

도 으로 함으로써 창의 이고 자주 인 능력

을 기를 수 있다고 하 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실용화 되려면 교육환경이 구성되

어야 한다. 학교도서 은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기 한 교육지원시스템이다. 이미 학교

도서 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식기반사회에

서 자주  학습능력 향상은 학교도서 이 다양

한 학습자료와 매체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

하 다(김용철 2003). 자가 생각하기에는 

재의 학교도서 의 인식과 구조로는 근본 인 

안이 없는 한 자기주도  학습은 실효를 거

두기가 어렵다고 본다. 본장에서는 구성주의 

교수-학습환경으로서 학교도서 을 어떻게 운

할 것인가에 을 맞추어 학교도서 의 

재의 문제 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에서 발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한 학교

도서 의 운 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교수-학습매체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운 을 어떻게 할 것인가?

3.1 재 학교도서 의 문제

학교도서 이 교수-학습 매체쎈터로 운 되

어야한다는 것은 오래 부터 연구되고 련이

론이 제시되었다(김용철 2003). 그러나 본인이 

방문한 부분의 학교에서는 도서 심의 도서

으로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5) 학교

도서 이 아직도 도서 심의 서가 주로 구성

되고 있는한 구성주의  자주 학습을 실 하

는데는 문제 이 있어 근본 인 책이 필요하

다. 본 연구자가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학교도서 의 문제 을 제시한바 같이(유양근 

2004), 학교도서 이 본질 인 역할을 수행하

지 못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

까지 밝 진 문제 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학교도서 의 행정 ,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문 부서의 부재로 인해 정책 인 

지원이 소홀하고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당국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도서 의 운 이 아

직도 통 인 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문 사서교사의 부재로 인하여, 교사

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련된 다양한 매체

자료의 구성할 수 없어 학생 심의 능동 , 자

기 주도  학습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부분의 학교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

는 자료가 단순히 인쇄매체인 도서, 즉 교양도

서, 문학도서, 참고자료에만 한정되어 자습실 

는 독서실 정도로 운 되고 있다.

넷째, 학교장  교사들의 학교도서 의 본

질  기능에 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산확

보 부진, 운 부실 등의 결과를 래하고 있다

(유양근 2004).

다섯째, 학부모들의 인  교육과 학교도서

의 인식과 입시 주의 사고로 인하여 학교에

 5) 본인이 방문한 학교 5개교( 등 4, 등 1)의 부분의 학교가 교수-학습매체쎈터 보다는 통 인 독서 장려의 

장으로 학교도서 이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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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교도서 을 활용한 자주  학습에 한 

조가 부족하다. 

3.2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한 

학교도서 의 운  

정보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은 교실에서 

학습자가 자주 으로 다양한 학습과 직 인 상

호작용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G. C. 1996). 지

식정보사회의 교육목표는 기존의 지식을 반복 암

기하는데 몰두하는 수동  학습이 아니라 자기주

도 인 능동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

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있다. 학

교도서 은 단순히 도서 이기 이 에 학교의 

요한 시스템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의 을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교육의 이념과 교수-학습 

내용  교수 방법에 지 한 향을 주는 시  

사회  변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이고 자

주 인 인재양성의 시 인 요청으로 인해서 

차 교사보다는 학생 심으로, 집단 교육보다

는 개별화 학습으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는 열린 평생 교육으로, 

지식 습득보다는 정보의 활용 교육으로 환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변화된 형태의 

교육 시스템은 모두 자원기반 학습(Resource 

Based Learning)을 제로 한다. 자원 기반 학

습(Resource Based Learning)은 인쇄자료와 

비인쇄자료 혹은 오 라인 자료와 온라인 자료

에 계없이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 그리고 인

 자원을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들을 학습 활동에 극 , 주도 으로 참여시

키기 한 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시스템 환경 없이 학생 심 교

육, 자기주도  학습을 말하는 것은 허상에 불

과하다. 따라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자원 기반 학습을 개하기 해서는 종합 정

보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이 으로 필요

하다. 학교도서 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

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자료를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교육하고,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학습자가 주도 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다양

한 학습자료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해결이

나 과제를 수행한다. 정보활용학습에는 물리  

자원 외에 인 자원과 통 인 형태의 자원은 

물론 상호작용 온라인서비스, 교과연계 학습도

서 목록 등 공학 의미의 자원을 모두 포함한

다(박숙희, 염명숙 2004).

정보활용학습이 다양한 형태의 수업 자료

를 필요로 하고 자기주도학습과 정보활용능력 

등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은 학교도서 의 

질  성장과 교육  역할 변화와도 하게 

련된다. 

3.3 도서  활용수업의 장으로서의 

학교도서

도서  활용 수업(LAI: Library Assisted 

Instruction)은 사서교사의 도움을 받아 도서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교과의 학습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려는 교과 력수업을 말한

다. 도서  활용수업은 도서  력수업, 도서

 동수업, 도서  동교수 로그램이라는 

용어로 해졌다. 이는 도서  활용수업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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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사의 극 인 역할을 강조한 개념이다. 

동교수 로그램(Cooperative program Planing 

and Teaching)은 자료탐구학습을 수단화하고 

발 시키기 한 교수 략이다. 

학교도서  활용 수업은 교육 환경의 질  

개선을 한 것으로 교육과정의 주체이고 실천

자인 교사가 어떠한 교육의도와 목 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달자로서가 아니라 학

습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  사고 과정

을 도울 수 있는 학습환경 설계자이며 조언자

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01). 특히 도서  활용수업은 학습자

들이 특정한 문제에 하여 서로 비 인 의

견을 교환하고 토의함으로써 올바른 결론에 도

달하려는 토론 학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

양한 정보 자원의 활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체제로 학습 과제에 한 이해와 함

께 문제해결력 그리고 정보 활용 능력을 동시

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3.4 통합된 교수-학습 매체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운  

3.4.1 통합된 학교도서 의 모형

학교도서 이 구성주의 교수-학습 지원센터

로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습의 장이 되기 

해서는 근본 으로 학교도서 의 운 방법

을 교수매체센터로 개선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

두기가 어렵다.6)

재 학교에서는 교수-학습지원의 기능을 갖

고 운 되고 있는 자료실들을 재조직해야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학교도서 으로 일원화해

야 한다고 하나 실 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의 학교시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방안

을 제시한다.

1) 학교 시설 황  문제  분석

학교시설은 ․ 등의 차이가 있으며 다양

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재 학교시설  

교수-학습과 련된 일부 시설  기능과 문제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7)

- 도서실 는 학교도서 : 서가 심의 독

서실로 운 되며 부분 도서 담당교사

가 리 운 되어 학교도서 이 교수-학

습매체 센터로 운 되지 않고 있다.

- 다목 실: 여러 가지 목 을 수행하기 

해 운 되고 있으나 부분 교사회의실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어실 는 어학실습실: 어 교육 교실 

는 어학실습실로 운 되고 있으며 어 

시간 는 방과 후 교실로 운 되고 있다

- 컴퓨터실: 컴퓨터 실습실 는 행정업무 

지원실로 운 되고 있으나 교실에 교사용 

컴퓨터가 있고 LAN으로 되어 있어 사용

 6) 학교도서 의 교수매체 개념은 의의 개념과 의의 개념으로 나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교수매체는 학습내용

을 구체화하거나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자료로서 시청각 매체, 즉 시청각

교구와 시청각자료를 뜻한다. 를 들면, 슬라이드, OHP, VCR, 실물화상기, 사기,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와 

슬라이드 필름, TP, 실물, 비디오 테이트, 화, 코스웨어  CD 타이틀 등의 소 트웨어를 포함한다. 넓은 의미

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수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용되는 모든 자원을 말한다.

 7) 본 자료는 서울 k 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운 계획을 참조하여 연구자의 생각을 제시한 자료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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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안되고 있다.

- 시청각실: 체로 시청각 가자제를 보 하

고 있고 빔 로젝터와 스크린이 설치되어 

상자료나 ppt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역

시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다.

- 과학실 는 과학실험실: 체로 과학교과

에서 실험에 련된 단원을 수업하고 있으

며 과학기자제가 보 되어 있다.

- 자료실 는 교육 자료실: 학습자료실로 

운 되고 있으나 학습자료 리가 문성

이 부족하여 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와 같이 재의 학교 시

설은 시설의 복성 는 문교사의 부재로 

체로 교과 선생님이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있어 구성주의  자기주도  학습지원이 불가

능한 실정이다. 결과 으로는 교사 심의 학

습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 통합화된 학교도서 으로서의 운 방안

재 학교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모든 교수-

학습자료를 일원화하여 학교도서 에서 통합

으로 리하고 운 해야 한다. 즉, 과학실, 컴

퓨터실, 어학실습실, 교육 자료실, 학교도서  

등에 산재해 있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교육 장에서는 웹

기반학습(web-based learning)이 강조되고 있

다. 이와 아울러 자 자료에 한 요구가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웹자원의 근에 

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으로, 문헌자료, 상자료, 자 자료를 통합

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 주어야 한다. 모든 자료는 정보와 지식을 담

는 그릇만 다를 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다 같

이 소 한 자료가 된다. 때로는 상자료가 학

습에 더욱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CD-ROM이 교육에 더욱 효과 인 경우가 있

으므로 다음 <그림 4>와 같이 통합된 교수-학

습매체센터의 학교도서 으로 운 됨에 따라 

교육 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4>에서 같이 학교 실정에 따라 컴퓨터

실, 교육 자료실, 시청각실은 학교도서 의 부

속시설로 배치, 는 별도의 독립시설로 배치

하더라도 학교도서 에서 리 운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을 학교

도서 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행할 수 

학교도서관(교수매체센터)

컴퓨터실 교육자료실 시청각실

과학실험실

어학실습실

<그림 4 > 통합된 교수-학습매체센터의 학교도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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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한 학습의 특징상 어학실습실

과 과학실험실은 독립으로 배치하되 학교도서

과 상호 계를 유지하여 운  하도록 한다.

학교도서 이 통합된 교수-매체센터로 운

되면 다음과 같은 목 이 달성된다고 본다.

1) 모든 형태의 자료에 한 지 , 물리  

근을 제공하고

2) 학습자들에게 수업에 한 흥미를 자극하

고 능력을 진시킴으로써

3) 학습자들이 자주 으로 학습 략을 세

우고 정보 활용8) 능력이 향상되어 자주

이고 창의 인 활동을 할 수 있다(AASL 

& AECT 1998).

3.4.2 교과과정과 련된 매체센터로서의 

학습자료구성

학교도서 이 교육 장에서 필요성을 인정

받지 못한 큰 이유 의 하나는 학교도서 의 

자료 구성이 교육과정과는 무 하게 교양도서

나 참고도서 는 문학 주의 자료구성으로 편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 의 일차 인 목 은 교육과정

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 의 

자료는 교육과정을 직  혹은 간 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

별 개별학습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

습자 개인의 학습력  자료의 난이도를 고려

하여 자료구성을 하여야 하며 교과목별 단원별

로 자료를 구성해야 교수-학습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학교도서  장서 구성의 일반 인 기 을 제

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자료

교과목별, 단원별 학습자료를 구비한다. 

이와 같은 자료는 사서교사 는 사서의 

능력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과목 담당교

사의 학습지도안을 참고하고 일부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사의 조를 받아 구성할 

수 있다.

2) 특별활동이나 취미활동에 도움을  수 

있는 자료

최근 들어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외부강사이거나 역시 교사 일변도

의 특별활동이 되어 있어 학생들의 성

이나 취미와는 무 하게 획일 으로 수

행되고 있다. 이 역시 학생들의 흥미와 

취미에 렴되는 특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그룹조직에 심을 두고 지

도 교사제를 도입하여 련된 자료들을 

학교도서 에서 제공해주면 자기주도  

취미활동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도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견학, 문화행사, 산업시찰 등 다양한 학교

행사에 도움을  수 있는 자료

학교도서 은 학교행사에 련된 자료들

을 사 에 조사 분석하여 필요할 때 제공

해 으로써 행사가 효과 으로 진행될 

수 있다.

4) 정서순화와 가치  확립에 도움을  수 

있는 자료

학습자료 이외 학생들이 가치 을 정화

할 수 있음은 물론 자기 스스로가 옳고 

 8) 정보활용능력은 평생학습의 근본원리이며 학교도서  매체 로그램의 핵심이다(AASL&A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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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른 것을 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

보를 제공해 으로써 학교도서 의 활

성화는 물론 상을 높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도서 은 지식정보사회에

서 요구하는 창의 이고 자주 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자료 지원 센터

로 운 되도록 교과 련 학습자료는 물론 방과 

후 취미 활동  학교행사와 련된 자료들을 

구비 제공하는 교수-학습 매체센터로 운 되어

야 한다.

4. 결론  제언

4.1 결론

지식정보사회의 교육은 폭발 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모두 교과서에 수

록할 수도 없고, 교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지식정보사회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각자의 과제해결에 알맞은 자

료를 선택하고 활용하여 자율 으로 자료 심 

학습을 하도록 원조함으로서 창의력을 개발하

고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학

교도서 의 다양한 학습자료 심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 인 학습을 개하여 문제해결능력

을 길러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을 길러주어

야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

법을 학습(study how to study)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지 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은 자기주도

 교수-학습 수행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식정

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이고 자주 인 능

력을 향상에 기여하는 학습이론으로서 학교도

서 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 질 때 수행이 가능

하다.

둘째, 학교도서 은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기기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여 학

생 심의 자기주도  학습을 실 할 수 있도록 

운 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도서 은 학습자들에게 과제해결

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선택, 수집, 분석, 평

가, 종합, 표 능력 즉,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구비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 내의 시설  컴퓨터실, 교육자료

실, 시청각실 등을 통합하는 조직을 재구성하여 

산재해 있는 교수와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도서 에 통합해서 리하고 운 하여 학교도

서 이 교수-매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도서 의 자료는 교과목별, 단

원별, 학습자료를 교과단원  학습내용의 난

이도를 참조하여 구비함으로써 수 별 자기주

도  학습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도서  활용수업을 개하기 해서

는 학교장과 교감은 물론 각 교과담당교사들이 

모두 참여한 력체제가 확립되어 도서 의 다

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 이 운 됨으로써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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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기

주도 으로 교수-학습을 통하여 창의 이고 자

주 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4.2 제언

학교도서 이 구성주의 에서 본 자기주

도  학습지원센터로 운 되기 해서는 다음

과 같은 근본 인 안이 해결 될 때 가능하다

고 본다.

첫째, 재의 학교구조 특히 산재되어있는 시

설을 일부 학교도서 을 심으로 통합하는 구

조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재의 도서  담당교사 체제에서 벗어

나 학교도서 을 문 으로 리 운 할 수 있

는 문 사서교사 는 사서를 배치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의 운  리

자들의 학교도서 에 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하여 학교도서 의 본질  기능 등 교수매체

로서의 학교도서 의 지식을 수하는 교육 연

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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