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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  운 의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폭넓은 독서를 통한 

기본소양  교양지식의 습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단계 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특히 학생들의 지 수 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이러한 학교의 목 달성을 하여 학교도서 의 역할과 필요성에 한 심이 커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 수 을 

높이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에 심이 집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학습능력에 한 학교도서 의 향에 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하 으며, 학습능력의 

측정을 해 학업성취도를 지표로 사용하 다. 실질 인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빈도보

다는 이용하는 장서의 유형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목 이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경제 ․사회  요인의 학업성취도에 한 향력이 무 강하여 다른 요소들의 향력은 상 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역설 으로 공교육의 역할과 학교도서 이 수행해야 할 교육  기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학교도서 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독서체험을 제공하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리하

고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ome of the possible effects of revitalizing school libraries are improved personality education 
and an acquisition of the basic, as well as cultural, knowledge through expanded reading 
opportunities. The goal of school education is to increase the students’ intellectual quality by 
providing structured education curriculums. In order to meet this goal, there has been increased 
interest in ways to enhance academic achievements or to increase the cognitive level of the students.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effects of school libraries on learning capabilities. To measure 
the learning capabilities, we used academic achievements as the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we found that the collection types and the reasons for using school libraries 
influenced the academic achievements more than the frequency of using school libraries. However, 
the influences of economic and social factors were too great in comparison to other factors. This 
paradoxically shows the importance of public education and the school libraries’ role in education 
in general. In summary, school libraries should provide good quality reading experiences as well 
as methods to collect, manage, and use information to the students. These efforts will positively 
impact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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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교는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서 자기 자신뿐

만 아니라 한 나라를 올바르게 짊어지고 나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해서 구

나 다녀야 하는 곳이다. 그리고 각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하며, 특

히 학생들의 지 수 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이러한 학교의 목 달성을 하여 학교 도서

의 역할과 필요성에 한 심이 커지고 있

으며, 학생들의 지 수 을 높이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에 심이 집 되고 있다. 하지만 아

직까지 국내에서는 높은 교육열과 세계 인 학

생수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와의 계나,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서 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각 주 교육청 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그 에서도 특히 미국은 학교도서

 장 심의 사례연구와 석․박사 논문 

심의 학술연구가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이러한 연구는 미국 학교도서 계의 지침서

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힘(Information Power 

1998)'이 학업성취도의 근간이라는 바탕에서 

연구하고 있다(AASL & AECT 1998).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데에 

목 이 있다. 특히 학교도서 이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에 미치는 향에 해 을 두고

자 하며,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학업성취도를 

이용하고자 하 다. 따라서 학교도서 이 학생

의 성 을 비롯한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향이 연구의 범 가 되며, 인성교육이나 기

본 소양을 갖추도록 돕는 학교도서 의 역할 

측면은 연구범 에서 제외하 다. 이러한 연구

범 의 지정에 따른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국내외에서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된 사례를 조사․분석

하 다. 특히 학교도서 의 여러 요인들이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해외 연구사

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그리고 국내 연구

에 해서는 학교도서 과 학교교육의 보다 

반 인 계에 해 이루어진 연구사례도 범

에 포함시켰으며, 학교도서  외의 요인에 

해서도 조사하 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학

교교육에 향을 미치는 학교도서  요소  

학교도서  외에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 다. 

학교도서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요

인에 한 조사와 더불어, 학생, 교과교사, 사서

교사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면담 실시를 

통해 학교도서  활성화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특히 학교도서 이 학업에 미치는 향

과 앞으로 정 인 향을 미치기 해 어떠

한 방향으로 운 되어야 할지에 한 의견을 

조사하고 구체  방안을 제시하 다. 

2. 이론  배경

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의 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는 정보사회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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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함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

를 비롯하여 교육 분야에도 이러한 환경에 맞

는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응하기 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

도 이고 정책 인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

으며, 이에 따라  세계 으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학교도서 과 

련하여 국내에서는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을 목

으로 하는 독서교육에 주안 을 두고 도서  

이용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는 다양한 정보자료와 멀티미디어 기기를 제공

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학

교교육에 있어서의 필수 인 기 으로 학교도

서 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재원 2006). 

이에 이번 장에서는 학교도서 과 학교교육

의 계에 한 선행 연구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학교도서  활성화를 한 이론  배경을 악

하고자 하 다. 특히 해외에서 학교도서 이 

학업성취도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방법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육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학교도서 의 활성화 요

소를 집 으로 살펴 으로써 국내 연구에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국내 사례에 

해서는 보다 폭넓은 에서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았다. 

2.1 국내 선행연구

학교도서 은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

공하여 열린교육이나 자기 주도  학습을 가능

하게 하는 학교교육의 핵심인 동시에 교육과정 

운 을 한 필수 인 기 으로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에 수립되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온 학교

도서  활성화사업을 주축으로 하며, ‘좋은 학

교도서  만들기’ 4   추진과제를 시행하

여 학교도서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학교도서  만들기’ 4  과제는 학교도서

 기본시설  장서확충, 도서  활용 로그

램 강화, 담 리인력 배치  문성 제고, 

학교도서  지원 민 력체제 구축이며 2003

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 으로 시행하여 왔다. 

특히 이 시기에 학업성취도와 학교도서 과의 

상 계 는 향력이 부각되어 심을 받게 

되었다. 

학업성취도란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능력 

는 교육  효과로서 구체  수단에 의해 측정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  정의와 

함께 특히 선진국의 고육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학업성취도는 학습에 의해서 얻

어진 능력이나 모든 역의 교육목표가 달성해

야 할 교육  성과이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구체 인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측정된 교과 

성 이 그 지표가 된다(천세 , 황 주 1999). 

특히 1990년  말부터 2000년  반까지는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단지 학교의 질

 수 에 한정하여 정의하 으며, 학교의 좋

은 시설,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의 면학

분 기 등이 학업성취도에 향을 주는 요인이

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의 상 계를 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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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기 까

지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에 한 국내 연구 

사례는 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사

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의 연구사례에 한 분

석과 국내의 용가능성  그 방안에 하여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함명식(2003)은 학교도서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에 한 기 연구에서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의 평가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교도

서 과 학업성취도의 연구 역을 설정하여 

표 인 해외의 련 논문을 분석하 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의 연구 

동향을 해외 연구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 으로써, 국내 상황에의 용이 다소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 과 학

업성취도의 평가에 한 연구의 기반을 제시하

고,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에 한 표

인 연구 논문을 분석하는 메타연구 방법론을 

부분 으로 용하 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학교도서 은 학업성취도 향상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으로써 국내 교육상

황에 합한 연구방법 탐색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신하는 학업성취도 향상이 

학교의 가장 요한 역할이라는 제 하에 연

구를 진행하 다(함명식 2005). 특히 이 연구

에서는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의 연구 역

을 다양한 에 따라 나  수 있음을 언 하

으며, 크게 독서 성 , 정보와 도서  교과 성

, 일반 교과 성 , 교수-학습 활동 일반으로 

나 어 해외사례의 분석 결과를 토 로 보여주

었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는 학교도서 을 활성화 

시키는 데 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

육 련 정부기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도

서 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특히 재 학교운 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역할에 한 요성을 언 하 다. 

그리고 학교운 원회의 극 인 참여와 지

지를 해서 학교도서 이 학업성취도의 향상

에 기여한다는 객 인 데이터를 제시와 설명

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 이에 한 국내의 

연구와 인식의 부재를 지 하 다. 이를 해

서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의 심도 있는 연구

의 필요성을 제시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학교

도서 과 학업성취도의 계를 밝히는 정보와 

도서  교과교육학 분야의 학교 장연구와 

석․박사 학 논문 등 학술연구가 보다 더 활

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와 도서  교과

교육학을 문헌정보학의 한 학문 역으로 발

시켜야 한다고 하 다. 

노 희(2007)는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망에 한 연구를 통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온 학교

도서  활성화 사업의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종

합․분석하고자 하고, 분석결과와 평가를 기반

으로 향후 2단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

는 특히 학교도서  활성화를 하여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에 한 연구의 요성을 언

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학교도서  로그램, 학교도서 의 운

시간, 도서  이용률, 정보자원, 정보기술, 

문인력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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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한 학교도서 의 활성화를 목

으로 학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정책학교를 지

정하는 방식과 같은 실질 인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 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시킬 필요성

을 강조하 다. 

한편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

에 하여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학생

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 이고 

규모로 시행되는 시험의 부재라는 한계 이 

있다. 미국의 경우 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

에 해 표  시험이 시행되어 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응시하며,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기에 용이한 면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국 으로 실시되는 학력평가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

에 미치는 향을 한 지표에 근거하여 수

량 으로 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곽철완(2006)은 도서  운 시간, 도서

 로그램, 도서  이용, 소장 장서를 요인으

로 선택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간 인 방법을 사용

한 바 있다. 학업성 을 객 으로 측정할 지

표가 부재함에 따라, 이러한 4가지 요인에 한 

이용자의 인식이 정 이면 학교도서 이 학

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

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학교도서 이 학교교

육에 미치는 향에 하여 폭넓고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도서  지원 사업에 한 평가와 아울러 학

교도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는 다

각 인 측면에서의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해외 선행연구

학교도서 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미

치는 향에 한 최근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먼  시작된 

연구는 Gaver(1963)에 의한 연구로서, 집

인 학교도서  서비스가 등학생에게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이후 Lance에 의해 

학교도서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에 

콜로라도 주에서 ‘학교도서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The Impact of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on Academic Achievement)’

이라는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로 2000년에는 

콜로라도 주에서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졌으며, 

Lance는 알래스카 주, 펜실베니아 주로 연구를 

확장하 다. 이 해에는 메사추세츠 주에서도 독

자 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2001년에는 

텍사스와 오 곤 주에서, 2002년에는 아이오와 

주와 뉴멕시코 주로, 이후에는 미시간 주(2003), 

일리노이 주(2005)로 Lance는 그의 연구를 확

장하 다. 

주목할 은 미국의 경우 학교도서 (school 

library)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장소로서의 도서  미디어 센터(LMC: library 

media center)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MC에 하

여 편의상 학교도서 으로 통칭하 다. 

(1) 알래스카 주

이 연구는 공립 학교에서 도서  문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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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진

행되었다(Lance 2000). 향 요인으로는 문

인력의 여부, 도서  로그램, 도서  운 시

간, 도서  이용률,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공공

도서 과의 력, 도서  정책 등을 학업성취

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고려하 다. 

데이터로는 알래스카 주에 있는 211개의 공립

학교에 하여 1997~98년의 2년간에 걸친 자

료를 이용하 다. 상 학년은 4학년, 8학년, 11

학년이었으며, CAT5(California Achievement 

Tests의 버  5)에 근거하여 읽기, 언어능력, 

수학 실력에 따라 학생들을 3등 으로 구분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서교사가 있을 때 성 이 높게 나타난다. 

트타임 인력보다는 풀타임 인력이 있을 

때 성 이 높게 나타난다.

∙도서  담인력의 수 이 높을수록 도서

 운 시간이 길고, 도서  로그램이 

활발하게 운 되며, 학생들의 도서  이용

이 많아지고 지속 이 되고, 성 이 높게 

나타난다.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와 력하는 시간, 학

생들에게 도서  이용교육/정보활용능력 

교육을 하는 시간, 교사들에게 이용교육을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성 이 

높게 나타난다. 

∙학생들이 사서교사로부터 도서  이용교

육/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자주 받을수록 

성 이 높게 나타난다.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간에 력 계

가 있을 때, 온라인으로 속해서 이용하

는 인터넷 정보를 제공할 때, 자료 구입과 

련하여 심사숙고하는 장서개발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 성 이 높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 비해 새로운 성과는 사서교사의 

특정 활동과 온라인 정보제공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 냈다는 이다. 한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의 정 인 상 계는 학교 규모, 

산, 교사 수 의 차이와 련해서 분석되어

야 한다는 도 알 수 있었다. 

(2) 펜실베이니아 주

2000년에는 같은 연구 에 의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다(Lance 2000).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한 기

으로 PSSA(Pennsylvania System of School 

Assessment)의 읽기 수가 이용되었으며, 

상 학년은 5학년, 8학년, 11학년이었다. 기존에 

고려되었던 요소에 덧붙여 정보활용교육이 교

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정보기술의 

수  등을 향요인으로 가정하고 분석하 다. 

앞에서의 연구와 비교하여 새롭게 밝 진 사실

들은 다음과 같다.

∙교실, 실습실, 기타 교육장소에 학교도서

에 연결되는 컴퓨터가 있을 때 PSSA 읽

기 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와 학

생이 ACCESS PENNSYLVANIA 데이

터베이스,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컴

퓨터 수가 많을 때 성 이 높다. 

∙정보활용 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

는 경우 성 이 높다. 

∙이용 가능한 도서 장서 수  자책이 

많고,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와 학생에게 도

서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이 길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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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3) 오 곤 주

5학년, 8학년, 10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 으

며, 학업성취도의 측정을 해 2000년도 OSRA 

(Oregon State Reading Assessment) 수를 

이용하 다. 연구 결과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도서  련 요

인은 다음과 같다. 

∙학생 100명당 사서교사의 근무시간

∙학생당 장서 수

∙학생당 도서  지출 비용

이 연구에서는 등학교와 학교는 학교 수

, 지역 수 이라는 환경  요인의 향을 크

게 받고, 고등학교는 학교 수 의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콜로라도 주에

서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은 학

년이 높아질수록 지역  차이로 인해 학교도서

의 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아이오와 주

아이오와 주(2002)에서는 4학년, 8학년, 11

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아

이오와 주에 있는 4학년은 717개의 학교 에서 

169개 학교(23.6%), 8학년은 401개 학교 에

서 162개 학교(40.3%), 11학년은 370개 학교 

에서 175개 학교(47.3%)가 연구에 참여했다. 

이 연구는 특히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로그램(library media program)에 주안 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연구 목 은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학교도서 과 로그램의 요인

을 밝 내는 것, 교사와 사서교사의 력이 도

서  로그램에 미치는 향의 평가, 도서  

로그램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

스 등의 정보기술의 역할을 측정하는 것 등이

다. 학업 성취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로는 도서  운 시간, 사서교사의 유무와 활

동, 정보기술, 도서  이용률, 도서  장서, 도

서  산을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서 지 한 학교도서  외 인 학업성취도 

향 요인은 학교간 차이로는 학생당 학군 지출

(school district expenditure), 학생당 교사 비

율, 석사 학 를 소지한 학 교사의 비율, 지역

별 차이로는 가계곤란 학생, 인종  구성의 차

이, 부모의 교육수  등이 있었다. 

(5) 텍사스 주

Smith(2001)는 텍사스 주의 학교들을 상으

로 학교도서 의 자원, 서비스, 이용 황을 악

하고, 학교도서 이 학습에 미치는 향을 악

하며, 학교도서 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례를 발

굴하기 한 연구를 수행했다. 학생들의 학습능

력을 측정하기 해 TAAS(Texas Assessment 

of Academic Skills)에서 읽기 부문의 수가 

최소 기 수 에 미치는 학생들의 비율을 데이

터로 이용하 다. 한 지역  차이에 의한 향

력을 악하기 해 FFIEC(Federal Reserve 

Boards'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 

ination Council)의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지역 

경제에 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 다. 

도서 에 련된 요인들에 따라서 TAAS 

성 은 등학교의 경우 4%의 차이가,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8.2%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당 교사 수, 교사의 교수경

력 등 학교에 련된 요인보다 도서  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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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더욱 요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

의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등학교

∙학생 100명당 1999년~2000년에 구입된 

장서 수

∙학생당 학교도서  운 비용

∙학생 100명당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수

∙학생 100명당 도서  소 트웨어 패키지

- 학교

∙교사가 학 에 제공하는 학습자료

∙개인이나 그룹 단 로 제공되는 정보이용

교육

- 고등학교

∙학생 100명당 사서교사 수

∙학생 100명당 사서교사 근무시간

∙학생 100명당 도서  운 시간

∙학생당 장서 수

∙학생 100명당 잡지/뉴스 

지 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학업

성취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도서  운  련 

요소, 도서  자원 요소, 정보자원  정보기술에 

련된 요소, 교육 로그램에 련된 요소 등으

로 구분된다.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  운  련

- 도서  운 시간

- 도서  산/운 비용

- 사서교사의 유무와 수

- 사서교사의 근무시간

- 사서교사의 학력 수

㉯ 도서  자원

- 학생당 장서수

- 도서  이용률

- 장서구입과 련된 도서  정책 

- 공공도서 과의 력 계

㉰ 정보자원  정보기술

- 온라인으로 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공여부

㉱ 교육 로그램

- 정보활용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포함 여부

- 학생에게 제공되는 도서  이용교육/정보

활용교육 시간

- 교사에게 실시하는 도서  이용교육 시간

이와 같은 요소들 에서 특히 온라인으로 

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공 여부, 공공

도서 과의 력 계 등은 산 확보의 어려움

으로 인한 실 인 장서개발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이 부분

은 재 국내 학교도서 이 많이 미흡한 부분

으로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한 선행연구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향을 밝 내기 해서는 학교도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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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요인 외에 다른 사항들에 해서 악

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는 학교도서  이

외에 다른 외 인 요인에 의해 크게 향을 받

기 때문이다. 이번 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한 사  

연구를 살펴 으로써 학교도서  활용과 학업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여러 련 요인들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

양하고, 그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한 국내의 연구도 아래 <표 1>과 

같이 다양하다. 최근 4년 이내의 비교  최신 

연구들만을 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학업성취

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표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그  학

교도서  이용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하나의 

요인 는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학교도서  

이용도 학생들의 학업과정  하나로 볼 수 있

고, 따라서 학교도서  이용이 학업성취도에 어

느 정도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매우 다양하여 학교도서  이용이 학업성취

도에 직 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향을 미

치는가를 조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학업성

취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변인들을 통

제하기가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

실상 국내에서의 많은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들의 

학업성 과 하게 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백병부 외(2007)의 연구

구분 요인 연구

개인  요인

지능(IQ), 정서지능(EQ) 정미경(2002)

수업 참여도, 태도 하창순 외(2006)

성격(MBTI) 이성원 외(2004)

성취목표, 학업동기, 학습 략 경옥(2006)

사회계  요인

부모의 기  수 주동욱(2004)

사교육
임천순 외(2004)

심경아 외(2005)

지역 환경
도종수(2005)

강태 (2007)

문화자본 김경근 외(2007)

사회자본, 경제자본 백병부 외(2007)

교육환경 요인

교사의 기 수 주동욱(2004)

수업방식, 수업 로그램

김미형(2007)

이남숙 외(2006)

송 철 외(2007)

교사의 능력, 역량 배용득(2004)

학교의 유형, 학풍 김 화 외(2007)

국가 정책 남기곤(2004)

<표 1>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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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결과에서 부모가 소유한 문화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의 교

육제도 하에서 부모의 사회경제  능력이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

임을 말한다. 

따라서 재 국내 교육환경 하에서 학업성취

도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학교도서  

이용이 직 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에 얼마만

큼 도움이 되는가를 연구하기보다는 학교도서

 이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방법이 어떻게 

변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정 인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보다 요

하다. 한 학교도서 이 재 우리나라가 갖

고 있는 교육환경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떠한 

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3.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 조사

3.1 조사 상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하여 교과교사, 사서교사/도서  담

당교사,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  면담을 

실시하 다. 설문 상으로는 서울  제주 지

역의 ㆍ ㆍ고등학교 493개교( 등학교 249

개교, 학교 144개교, 고등학교 100개교)를 선

정하 는데, 이는 교육청의 지원을 통하여 

등  등학교 체를 상으로 설문이 가능

한 지역을 선택하 고 한 도시  농산어

의 분포를 골고루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인 

을 고려하 다. 각 학교당 교과교사 1명, 사서

교사/도서  담당교사 1명, 학생 3명을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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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 다. 이 에서 399개 학교가 설문에 

참여하여 80.9%의 응답률을 보 으며, 서울지

역은 303개의 설문 상  235개 학교가 설문

에 응답하고 제주지역은 190개의 설문 상  

164개 학교가 응답하 다. 면담은 교과교사를 

심으로 실시하 으며 등 교과교사 3명, 

등 교과교사 7명( 학교 4명, 고등학교 3명)을 

면담 상으로 선정하 다.

3.2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을 악하기 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측정

하기 한 간략한 학력평가를 설문과 함께 실

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는 국어 10

문제, 수학 10문제이며, 국연합학력평가를 기

으로 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조 하여 출제하

다(표 2 참조).

3.3 분석 결과

3.3.1 학생ㆍ교과교사ㆍ사서교사/도서  담

당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을 악하기 해, 학생, 교과교사,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측정

하기 한 간략한 학력평가를 실시하 다. 그

리고 학력평가 결과와 다양한 변수 간의 계

에 해 회귀분석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부분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 , 

과외 교습 빈도 등 사회  요인이 학업성취도

설문 상 설문 주제 문항 수

교과교사

인 사항 5

도서  활용수업 10

도서  이용 학습과제 4

학교도서  이용과 학습능력의 계 5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

인 사항 4

학교도서  장서  시설 7

담당 업무 4

도서  로그램 6

학교도서  이용과 학습능력의 계 3

학교도서 에 한 평가  요구사항 3

학생

인 사항 3

학교도서  이용행태 5

학교도서  활용수업 5

학교도서  이용과 학습능력의 계 2

학교도서  이용 만족도  요구사항 4

학습능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7

<표 2> 설문 상별 설문 주제  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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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들은 회귀계수가 상 계

수 값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

업성취도의 경우 해외에서의 선행연구 사례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 , 환경  요인이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를 

일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다른 요인

들이 향력을 거의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하

여 통계 인 유의미함보다는 계수에 따라 양의 

상 계 혹은 음의 상 계를 갖는지의 여부

를 살펴보고, 계수의 크기에 따라 향을 미치

는 순서들을 살펴보는 것에 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주

제별로 분류하여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서  이용 행태

학교도서  이용 빈도에 한 질문에서 교과

교사의 경우 등학교 교과교사는 일주일에 

3~4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81.8%, 등 교

과교사는 68.8%로 나타나, 등 교과교사의 학

교도서  이용 빈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 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는 학생들의 27.8%가 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교사(16.2%)보다 이용 

빈도가 높았으나, 일주일에 3회 이상 이용하는 

집단을 놓고 비교하면 교과교사의 경우 체의 

75.5%가 이에 해당하여 학생들보다 높았다. 

반 으로는 교과교사의 학교도서  이용빈도가 

높으며, 학생들은 특정 집단이 학교도서 을 자

주 이용하는 반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3, 표 4 참조).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 학교도서 을 이용

하는 목 으로는 등학생의 경우 ‘ 심 있는 

책의 이용/ 출’이 5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외의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 (14.7%)’, ‘조별학습 장소로 활용(8.1%)’

구분 일주일에 5회이상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이용하지 않음 계 검정통계량

등 40(22.1) 108(59.7) 17(9.4) 16(8.8) 181(100.0) χ2=14.419

df=3

***

등 17(10.0) 100(58.8) 23(13.5) 30(17.6) 170(100.0) 

계 57(16.2) 208(59.3) 40(11.4) 46(13.1) 351(100.0) 

*** p < 0.01

<표 3> 등 교과교사별 학교도서  이용 빈도 교차분석

도서  이용 빈도 등(%) 등(%)

하루에 1번 이상 84(12.8) 300(41.4) 

일주일에 2-3번 정도 266(40.6) 218(30.0) 

일주일에 1번 정도 146(22.2) 108(14.9) 

한 달에 1-2번 정도 122(18.6) 68(9.4) 

이용하지 않음 37(5.6) 31(4.3) 

계 655(100.0) 725(100.0)

<표 4> 학생들의 학교 도서  이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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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은 상 으로 낮았다. 특히 ‘도서  

담당선생님께 숙제와 련하여 도움을 받기 

해’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하여 도서  인력

에 의한 정보서비스 제공 황은 매우 미미함

을 알 수 있었다. 등학생의 경우도 ‘ 심 있는 

책의 이용/ 출’이 52.1%로 거의 비슷한 양상

을 보 으나,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

’은 20.1%로 등학생보다는 상 으로 높

은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다음으로 학생들이 학교도서 에서 주로 이

용하는 책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복수응답이 

허용된 해당 질문에 하여 등학생의 경우 소

설책(38.7%), 만화책(27.8%), 동화책(24.7%)

의 순서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과사 (5.2%), 멀티미디어(1.7%)에 한 이

용률은 낮았다. 등학생의 경우에는 소설책

(55.2%), 만화책(28.2%)의 응답률이 높아 가

장 많이 이용하는 책의 유형에서는 등학생과 

비슷한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도서 에서 이용하는 책은 흥미 

주의 독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2) 도서 에 한 요구사항

학교도서 의 장서에 한 만족도  요구사

항을 알아보았다. 먼  학교도서 이 소장하고 

 

[범례]

㉮ 심 있는 책을 읽거나 빌리려고

㉯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 도서 에서 공부를 하려고

㉱ 친구들과 조별학습을 하려고

㉲ 도서  담당선생님께 숙제 도움을 받기 해

㉳ 기타

<그림 2> 등학생이 학교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이유 

 

[범례]

㉮ 심 있는 책을 읽거나 빌리려고

㉯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 도서 에서 공부를 하려고

㉱ 친구들과 조별학습을 하려고

㉲ 도서  담당선생님께 숙제 도움을 받기 해

㉳ 기타

<그림 3> 등학생이 학교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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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소설책 동화책 만화책 백과사 멀티미디어 기타 계

등
응답빈도 370 236 266 50 16 18 956

비율(%) 38.7 24.7 27.8 5.2 1.7 1.9 100.0

등
응답빈도 427 - 218 85 22 21 773

비율 55.2 - 28.2 11.0 2.8 2.7 100.0

<표 5> 도서 에서 주로 이용하는 책의 종류(복수응답) 

있는 장서의 양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이 학교도서  장서에 해 상 으로 

충분하게 여기는 반면,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는 장서의 양을 보통 수 으로 

생각하고 있어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장

서의 개발에 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인다.

학교도서  장서의 질 인 측면에 한 만족

도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 5  만 에 평균 3.84

(백분 수 76.8 ), 교과교사는 평균 3.23

(백분 수 64.6 ), 사서교사/도서  담당

교사는 평균 3.43 (백분 수 68.6 )으로 나

타나 교과교사의 만족도가 상 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교과교사의 도서  소장 장서에 

한 만족도는 질 인 측면보다 양 인 측면에 

해서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참조). 

(3) 도서  활용수업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묻는 질문에 등 교과교사는 64.6%가, 

등 교과교사는 57.6%가 도서  활용수업을 실

시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과목별로는 국어과

목 교과교사는 70.6%가, 사회과목 교과교사의 

60.7%가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과목들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

다. ․ 등 학생들에 한 설문에서도 국어

(44.0%)  사회(15.7%) 교과목의 응답률이 높

아 비슷한 경향을 보 다.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하는 교사에게 실시 

빈도를 물어본 결과 월 4회 이상 도서  활용수

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등 교과교사

의 경우 20.5%로 등 교과교사의 14.5%보다 

높았다. 교육 과정의 체 인 측면을 해 

등학교에서부터 도서  활용수업이 단계 으

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질 으로는 

․고등학교의 응답비율이 높아 그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한 원인 악과 

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서의 양 장서의 질

조사 상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교과교사 349 2.96 0.90 350 3.22 0.82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 313 2.90 0.87 313 2.57 0.79

등학생 655 3.97 0.96 655 4.02 0.73

등학생 642 3.61 1.01 642 3.64 0.99

<표 6> 장서의 양  측면과 질  측면에 한 교과교사들의 만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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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

에게 도서  활용수업의 기 효과를 묻는 질문

에는 주도 인 학습자료 탐색에 해 교과교사

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학생의 경우 

해당 항목에 두 번째로 높은 수를 부여하는 

신 수업에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에 더 비 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8, 표 9 참조).

(4) 도서  인력과의 력

교과교사에게 도서  활용수업 는 교수-

학습과정에서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와 

력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약 반에 해당

하는 교사들이 력을 하고 있다(48.%)고 응

항 목 평균 표 편차 검정통계량

스스로 탐구학습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4.06 0.96 

F=43.283

df=3

*** 

도서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수업과 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25 1.01 

학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3.84 0.98 

정보와 자료를 체계 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3.87 1.04 

계 3.76 1.04 

*** p < .01

<표 7> 교과교사들이 느끼는 학교도서  활용수업의 효과(N=354, ANOVA 검정)

 항 목 평균
평균의

표 편차
검정통계량

수업에 참고할만한 도서를 빌릴 수 있다 3.97 1.17
F=32.266

df=3

***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로부터 수업과 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28 1.18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게 된다 4.09 1.10

정보와 자료를 체계 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3.78 1.20

*** p < .01

<표 8>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들이 느끼는 학교도서  활용수업의 효과(N=313, ANOVA 검정)

구 분 등(N=655) 등(N=433)

항 목 평균 표 편차 검정통계량 평균 표 편차 검정통계량

참고자료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3.30 1.60 

F=4.001

df=4

** 

3.62 0.99 

F=9.572

df=4

***

도서  담당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30 1.60 3.62 0.96

수업에 집 이 잘 된다 3.25 1.60 3.33 1.00 

다양한 자료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3.54 1.65 3.69 0.95 

수행평가 등 다른 과제수행에 도움이 된다 3.22 1.61 3.68 1.11

합계 3.32 1.62 3.59 1.01

** p < .05  *** p < .01

<표 9> 학생들이 느끼는 도서  활용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주는 도움(5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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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 다. 이를 등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 도서  인력과 력을 하고 있

는 등학교 교사의 비율은 56.5%로 나타나 

등학교 교사의 39.9%보다 상 으로 많은 

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에게 

도움을 청한 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역시 

등학생은 55.1%, 등학생은 54.8%가 그 다

고 응답하여 교과교사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

었다. 질문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내용으로는 

등학생의 경우 ‘좋은 책이나 자료를 고르는 방법

을 배운다(35.1%)’, ‘읽을 만한 책을 추천받는다

(29.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 등학생

은 ‘읽을 만한 책을 추천 받거나(39.6%)’, ‘숙제

에 필요한 자료에 해 질문하는(20.8%)’ 경우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생과는 달

리 ‘필요한 책을 찾는 도서 에서 찾는 방법을 

배운다’는 답변이 18.8%에 그쳤다. 이는 학교도

서 에서 사서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도서  이

용교육  정보활용교육, 교수-학습 참고정보원

에 한 안내 등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한편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에게 학생 

 교과교사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요청에 

해 물어보았다. 학생들로부터 받는 질문으로는 

‘책의 소장 치(63.0%)’, ‘수업 련 참고자료

(21.1%)’가 많았으며, ‘정보의 활용방법을 묻

는 질문’은 12.6%로 가장 응답률이 낮았다. 이

는 학생들의 응답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

고 있다. 한 교과교사로부터 받는 질문으로

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의 구비(45.8%)’, ‘수업 

참고자료에 한 자문(36.5%)’에 한 응답률

이 높았으며, ‘도서  활용수업에 한 질문’은 

36.5%에 그쳐 교과교사들의 설문 응답에서 도

서  인력과의 력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어

느 정도 일치하고 있었다(그림 4, 그림 5 참조).

(5) 학교도서 과 학업성취도 

학교도서  이용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한 질문에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는 5  만 에서 평

균 4.3 (백분  수 86.0 )의 응답을 보여

<그림 4>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주로 받는 질문의 유형(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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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들이 교과교사들로부터 주로 받는 질문의 유형(복수응답)

주어 교과교사,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 학

생의 세 집단 에서 가장 높은 기  수 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교과교사의 응

답 평균은 4.04 (백분  수 80.8 )이었으

며, 학생들은 평균 3.74 (백분  수 74.8 )

으로 도서  활용수업에 해 가장 낮은 기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결

과를 등과 등으로 나 어서 분석했을 때, 

학교도서  이용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한 기 수 은 등 교과교사(4.17 , 백분

수 83.7 )가 등 교과교사(3.95 , 백분

수 79.0 )보다 높았다.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하는 교사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자, 의 질문에 한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하는 교과교사는 학교

도서  이용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5  만 에 평균 4.17 (백분 수 

83.4 )을 부여하여,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

하지 않는 교과교사들의 평균 3.88 (백분

수 77.6 )보다 높은 경향을 보 다. 

그 다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 

해 학교도서 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교과교사에게 5  척도로 질문하 다. 이에 교

과교사들은 ‘교과와 련된 장서 확보(4.33 )’, 

‘도서  시설의 개선(4.26 )’, ‘독서교육의 실

시(4.21 )’에 높은 수를 부여하 다. 반면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의 동

연수 실시(3.74 )’, ‘교과교사에 한 도서  

이용교육 실시(3.91 )’,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도서  담당교사의 긴 한 력 계(4.01 )’

에는 상 으로 낮은 수를 부여함으로써 도

서  인력과의 력이나 도서  이용교육에 

해 반 으로 낮은 심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과의 계를 살펴보면, 등학생과 등학생 

모두 부모의 소득수 , 과외 교습 빈도 등이 가

장 강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인 요인 외에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다

른 요소들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등학생의 경우 도서  이용 빈도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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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도서 에서 주로 이

용하는 장서가 소설책, 만화책 등이 주를 이루

는 상과 연 해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즉 도서 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설책을 이용

하는 학생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소설책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의 학력평가 

수가 비교  높게 나타났다. 소설책을 이용

하면서 과외를 하는 학생의 학력평가 수는 

10  만 에 평균 7.92 이었으며, 소설책을 이

용하지 않고 과외를 하는 학생의 수는 평균 

7.68 이었다. 마찬가지로 만화책을 이용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을 때, 과외를 

하는 집단 에서 만화책을 이용하는 학생은 

평균 7.54 , 만화책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평균 8.00 의 학력평가 결과를 나타냈다. 즉 

학생들이 도서 에서 이용하는 장서의 질이 

건인 것으로 보이며, 단순하게 도서 을 이용

하는 빈도만으로는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표 10, 표 

11 참조).

다음으로 등과정 학생들의 설문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도서  이용 빈도가 

학습능력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도서 에서 이용하는 장서에 따라 살펴

보면 등학생의 경우에는 만화책의 이용에 따

른 학력평가 수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과외

를 하는 학생집단 에서 만화책을 이용하는 학

생은 10  만 에 평균 7.39 , 만화책을 이용하

지 않는 학생은 평균 7.34 의 학력평가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소설책의 이용 여부는 학력평가 

수 평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외를 하는 학생집단에서 소설책을 이용하는 

학생은 평균 8.47 , 소설책을 이용하지 않는 학

생은 평균 7.22 의 결과를 보 다(표 12 참조). 

변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8.00 0.41 ***

도서  이용 빈도(5  척도) -0.35 0.07 -0.22 ***

학교수업에 한 만족도  0.08 0.12  0.04 n.s.

학생의 학습성취 노력 -0.15 0.12 -0.07 n.s.

진학 목표 동기 -0.25 0.10 -0.14 **

직업 목표 동기  0.31 0.11  0.14 **

부모의 소득  0.32 0.08  0.18 ***

* p < 0.1  ** p < 0.05  *** p < 0.01

<표 10> 등학생의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학습 능력의 다회귀분석 

구분
소설책, 만화책을 

이용하는 경우

소설책만 

이용하는 학생

만화책만 

이용하는 학생

둘 다 이용하지 

않은 경우

성  평균 7.62 8.02 7.40 7.78

<표 11> 소설책, 만화책 이용 여부에 따른 학력평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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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7.37 0.29 ***

도서  이용 빈도(5  척도)  0.02 0.05  0.02 n.s.

학교수업에 한 만족도 -0.12 0.05 -0.09 **

학생의 학습성취 노력  0.00 0.05  0.00 n.s.

진학 목표 동기 -0.02 0.06 -0.01 n.s.

직업 목표 동기 -0.04 0.05 -0.03 n.s.

부모의 소득  0.12 0.04  0.10 **

* p < 0.1  ** p < 0.05  *** p < 0.01

<표 12> 등학생의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학습 능력의 다회귀분석 

이와 같은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소득수 과 이에 따른 사교육 정도, 

부모의 학력수  등의 사회  요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

만, 학교도서  이용의 활성화  도서  이용

경험의 질을 높임으로써 정 인 향력을 미

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  활용수

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 되는 요소에 

해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는 결과도 이

를 뒷받침해 다. 

3.3.2 학생․교과교사․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 간 설문 결과 비교분석

우선, 이용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거의 매일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에서는 학생들이 학생 집

단에서 27.8%를 차지하여 학생들이 학교도서

을 매일 이용하는 빈도가 교사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를 포

함하여 일주일에 3～4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교사집단이 체의 75.5%로 학생집단의 62.9% 

보다 높게 나타나 반 으로 교사들이 학교도

서 을 자주 이용하 다. 

다음으로 학교도서 을 이용하면서 경험한 

만족 수 을 비교했을 때, 학생들은 학교도서

의 장서의 양에 해 비교  충분하다고 생

각하고 있었으며, 장서의 질 인 측면에 한 

응답에서도 만족 수 이 높았다. 이번 결과에

서 교과교사들의 만족 수 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실제로 수업을 비하는 교과교사들

의 요구를 반 하는 방향으로 학교도서 에서

의 장서 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학교도서  이용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

이 될 수 있는가에 한 응답에서 사서교사/도

서  담당교사들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학교도서 의 효용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으로 가장 높게 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의 경우에는 3.74 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 학생의 경우 학

교도서 을 학업과 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3.3 교과교사 면담 결과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에 

해 장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해 교과

교사를 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 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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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내용은 학교도서 의 이용이 학생들에게 미

치는 향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

상을 한 학교도서  활성화 방안을 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  운   활용 황에 해

서는 1차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의 결과로 시

설이 개선되고 도서  이용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배치가 같이 이루

어졌을 때 도서  이용이 활성화되었다는 의견

이 많았다. 도서  운 을 한 사서교사가 배

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도우미 등이 주축이 되어 학교도서 을 운 하

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 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도서  운  시간을 최 한 연장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서 의 상시 인 이

용을 유인하는 방법으로는 복사기 등의 시설 

제공, 진학 상담의 실시, 학생에게 맞는 추천도

서의 제시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

는 책을 구비하거나 운  시간을 연장하는 등 

보다 근본 인 방안도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학교도서  이용 증 를 해서는 추천도서 목

록을 받는 것 외에 기타 극 인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는 언 은 없었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도서 을 많이 이용할 

경우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부분의 교사들이 

정 으로 답하 다. 특히 언어표   독

해능력이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사회탐구 역 

등에서 문제 근  해결능력이 발달한다는 의

견이 있었다. 그러나 도서 을 이용하는 학생

들의 독서 수 이 낮은 경우에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도서  활용수업이 재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에 해서는 반 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하 다. 특히 국어 과목에서

만 실시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이라는 인식이 

많다고 하 으나, 인터넷 검색을 학습에 이용

할 수 있는 교과목에서의 도서  활용수업이 

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 다. 많은 교사들이 

도서  활용수업에 해 어렵고 비할 것이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과

교사를 상으로 한 연수에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한 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도서  활용수업에 한 의견으로는 특히 

등학교 교사의 경우 도서 과 연계한 수업을 

우선 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먼  책과 도서

에 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았다. 특히 도서 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

보를 찾는 형태의 수업은 등학생에게는 무리

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따라서 등학교에서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할 때에는 이러한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  활용수업

의 무리한 추진에 한 염려를 나타낸 교사도 

있었으며, 학교 장에서의 충분한 비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넷째, 학교도서  이용이 활성화되기 해서

는 먼  도서  운 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야 

하며, 이를 해서는 사서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재는 교과교사가 

도서 을 맡아서 운 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노

력을 들이기가 어렵고 업무 부담이 과 하다고 

하 다. 

학교도서 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에 해

서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흥미 주로 책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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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과, 독서교육이 논술과 직  연계하

여 추진됨으로써 반 로 학생들이 독서에 거부

감을 갖게 되는 것에 한 염려의 의견이 있었

다. 반 으로 교사들은 학교도서 의 이용 

목 을 주로 독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찾는 장소로서의 학교도서 이라는 인

식의 확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4 학교도서  이용이 교수-학습과정과 

학업에 미치는 향

교과교사, 사서교사/도서  담당교사, 학생 

모두 반 으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교도

서 의 효과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학교도서 을 주로 이

용하는 목 으로는 “ 심 있는 분야의 책 열람

/ 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호하

는 도서에 해서는 등학생의 경우 소설, 동

화, 만화책이 체의 91.2%를 차지하 고, 

등학생의 경우에도 체의 83.4%가 소설책과 

만화책에 집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의 주요 이용 패턴은 흥미 주의 서 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을 언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학

교도서 을 이용하더라도 무 지, 만화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교도서  이용

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서는 교과과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공하고,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학교도서 의 교육  기능의 요

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요하다.

다음으로 도서  활용수업은 국어와 사회과

를 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교과교사들은 

학교도서 의 효과를 상당히 정 으로 보고 

있었다.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자

기주도  학습, 다양한 지식 습득, 교과내용에 

한 이해력 증  등을 언 하 다. 도서  활

용수업을 실시하는 교사는 그 지 않은 교사들

에 비해 도서  활용수업에 해 정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  활용

수업을 교과교사들이 직  수행해보면서 도서

 활용수업이 지닌 장 과 가능성을 악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 교사에 비해 

등 교사의 경우에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학

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가 높았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도서  활

용수업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다양한 참고자

료의 이용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도서  활용수업

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유로 다

양한 참고자료의 이용, 수행평가 시 참고자료 

이용, 스스로 찾아서 하는 학습 등의 순으로 언

하 다. 

3.3.5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들과 학교도서  이용 요인의 비교

학교도서  이용과 활용이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기 

해서는 다른 변인들과 비교해서 분석해볼 필요

가 있다. 학교도서 과 련된 변인으로는 도

서  이용 빈도, 학생들이 도서 에서 이용하

는 장서의 분야와 종류, 수업 외의 시간에 학교

도서 을 이용하는 목  등이 있다. 그리고 학

생들의 인식  사고에 련된 변인으로는 학

교수업에 참여하는 정  태도의 수 ,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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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학습에 한 

인식,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는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에 한 동기 등이 있다. 그리고 사

회․경제와 련된 환경 인 변인으로는 부모

의 소득 수 , 과외 교습 빈도, 아버지의 학력 

수  등이 있다. 

등학생과 등학생 모두 부모의 소득 수

이나 과외 교습 빈도가 상 으로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등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에 한 태도, 학습에 한 인식, 진학 학교

에 한 동기, 미래 지업에 한 동기 등이 언어

능력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요소들은 학교 외 인 사회․경제  요인

들과는 달리 학교도서 의 활성화  교육 환

경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

는 부분이라 하겠다. 

 4. 학교교육에 정  향을 
미치기 한 학교도서  활성화 
방안

4.1 학교 구성원의 학교도서 에 한 인식 

개선

학교도서 은 종이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서의 통 인 도서 인 동시에, 학생들이 디

지털자원을 이용하고 정보탐색능력을 향상시

키도록 지원하는 심  교수학습 지원센터라

는 개념의 인식을 해서는 학생, 교사, 사서교

사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반 인 변화가 필

요하다. 먼  교과교사는 도서  활용수업을 

실시하거나 도서 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는 수행평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

게 도서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요한 이용자이다. 학생들에게 도서

은 ‘알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수 

있도록 교과교사 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한 상시

인 교육은 학  담임교사 는 교과교사를 통

해 일상 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만큼, 교과

교사의 도서  이용능력 향상 교육  인식개

선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학

기 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재량시간 등에 실

시되는 도서  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에서

는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질 높

은 정보를 효과 으로 탐색하고 리, 활용하

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서교사는 도서  운 이나 이

용 활성화 측면에서 핵심 인 역할을 맡고 있

는 존재이다. 면담 결과에 따르면 도서  담당

교사의 경우 학교도서 에 한 인식이 개 

도서  운 을 맡게 되면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서  담당교사의 인식 개선

을 한 노력이 교과교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사서 는 사서교사는 

일선 장에 배치된 이후에도 지속 인 연수와 

교육을 통해 학교도서 의 나아갈 방향, 교과

교사와의 력 방안, 해외 학교도서  사례 등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 학교도서  운  방안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도서 은 학생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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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한 자발 인 경험과 학

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실과 교과서에 한정

되었던 학습범 를 확장하고 자기주도 인 학습

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로서의 기능을 도맡게 된다. 학교도서

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

하기 해 제시하는 학교도서  운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  학교도서 을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 

심의 교육환경을 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

서 학교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교

육 등은 이용자에게 을 두어야 한다. 교과

서  학습내용뿐만 아니라 이용 상자인 학

생들을 분석하여 이들의 연령, 발달과정, 흥미

와 같은 특성에 을 맞추어 장서를 개발해

야 할 것이다. 한 주 이용자인 학생들이 심

이 되어 독서부를 운 하고 학교도서 의 운  

 리를 주체 으로 주도함으로써 이용자의 

과 요구사항을 반 하여 도서  운 을 해

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 은 다양한 도서  활용 

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

나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교양을 쌓도록 도

울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재 도서 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

교에서의 독서 로그램, 학교 축제 시의 이벤

트, 학교도서 에서 참고 사서비스의 일환으

로 상담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등 우수한 사

례를 발굴함으로써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 은 다른 종의 도서

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범 한 정보원과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학교

도서 이 학교교육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제공

에 있어서 심  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사

실이나, 정보원의 인 양이나 사서교사의 

수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근 지역 공공도서 과의 연계 

 력을 통해 학교도서 의 자체 인 역량만

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행사나 로그램을 실

시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3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

으로서의 기능

도서 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하

면서 교양의 폭을 넓히고 인성을 수양할 수 있

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습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자료를 찾고 

문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도 하다. 이러한 도서 의 기능과 역할을 이용

자가 충분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정보와 자료

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서

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학교

도서 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지

 성장의 토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 미국 학도서 에서는 ‘정보공유공

간(Information Commons)' 는 ‘러닝 커먼

스(Learning Commons)'라는 개념이 확산되

고 있다. 인포메이션 커먼스는 넓은 공간에 충

분히 갖추어진 컴퓨터 시설, 학생들의 정보 이

용을 돕는 문인력 등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는 편

안한 공간이며, 기본 으로는 “정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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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활성화시키고 “정보 기술과 자원을 능숙

하게 이용하도록” 돕는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McKinstry & McCracken 2002). 인포

메이션 커먼스가 비록 학도서 을 심으로 

실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을 지

원하기 해 인력과 자원이 총체 으로 집 된 

시설이므로 학교도서 과 련해서 참고할 수 

있다. 

한 학교도서 은 학생들에게 도서 이 어

떤 때에 필요한 곳이며 학습과 정보습득에 있

어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인

식시키고, 학생들의 지  성장의 기본 인 토

를 제공하는 역할을 우선 으로 수행하는 것

이 요하다. 따라서 기본 인 장서는 갖추되, 

종이책이나 디지털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의 측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공공도서 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교

도서 은 학생, 교과교사, 학부모 도우미, 지역 

공동체 주민 등에게 여러 가지 도서  자원의 

제공과 함께 이용자 교육  참고서비스를 실

시함으로써, 지식정보와 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곳으

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4.4 공공도서 과의 연계 방안

학교도서 의 이용자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장서의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서는 공공도서 과 공유를 통한 장서의 

확보가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먼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정보자원 공유는 

크게 상호 차 서비스, 원문복사 서비스, 온라

인 참고자료 공유  통합목록의 이용이 가능

하다. 물리  자원에 한 지원은 학교도서

이 공공도서 에 상호 차, 원문복사를 요청하

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규모

와 산 제약으로 인한 학교도서  장서의 한

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상

호 차 서비스는 자원 공유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 해야 하는 정보공유에서의 핵심 서비스가 

될 것이다. 한 공공도서 은 온라인 참고자

료와 통합목록의 공유를 통해서도 학교도서

의 활성화에 도움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공공도서 과의 력  참고서

비스의 운 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비록 학교마

다 도서  담당교사가 부분 지정되어 도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업무 부담

과 문 인 교육을 받은 사서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문 인 참고서비스를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포메이션 커먼스에

서 가장 핵심 인 기능  하나인 문  참고

서비스가 가능하기 해서는 문사서가 배치

되어 있는 공공도서 과의 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 과의 력을 통해 도

서  이용교육, 정보활용능력 교육, 독서지도 

교육 등의 로그램을 개발해 운 할 수 있다. 

먼  도서  이용 교육 로그램은 부분의 

공공도서 에서 단기 과정으로 운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학교도서  이용을 포함한 새로운 

로그램을 개발하여 한 학기에 1～2회 정도 

교육한다면 학생들이 도서  이용에 보다 극

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식정보화시 에서 최근 강조되

고 있는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의 공유이

다. 공공도서 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 사

서교사/학교도서  담당교사, 학교 ICT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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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간의 력을 통해 공공도서 에서 개발한 

로그램을 공유하여 이용한다면 학교도서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4.5 학교도서 에서의 이용자 교육  정보활

용교육 실시

이용자 교육이란 도서 을 효율 으로 활용

하여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뜻한다. 먼  교과교사의 도서

 이용 교육은 교과교사의 도서   웹 자원

의 활용, 정보 수집  리 등에 한 내용과, 

학생들에게 도서 을 활용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찾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

는 교육방법의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다. 자

는 사서교사가 일정 부분 도맡을 수 있으나, 후

자는 교육 학교와 교육 학원의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거나 비 교사가 교직과목 이수 과정

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일 수 있다. 

학생들을 상으로 한 이용자 교육은 학기 

에 시간을 내어 일 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 재량 시간 등을 효율 으로 활용하여 

한 학기 동안 일정한 시간에 지속 으로 교육

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사서교사가 부

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자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학생들에 한 도서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인근 지역의 공

공도서 과 연계하여 문사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활용능력이란 지식정보사회에

서 개개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 의 하

나로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를 알고, 그 정보를 효과 으로 찾아내어 활용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인 학습과 창조 인 지식활동을 

해서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등학교에서부

터 단계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무분별

한 표 과 인용, 지 재산권 등에 한 이슈가 

요해지면서 이러한 부분에 한 교육의 요

성이 증 되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있어서

의 사회  책임에 한 내용도 비  있게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 에서의 정보활용

능력 교육은 ① 정보활용기술, ② 자기주도  

학습, ③ 사회  책임감이라는 역을 통해 포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6 학교도서  이용의 질 향상

설문조사  교과교사와의 면담의 결과를 종

합해 보면, 학교도서 의 이용 빈도와 같은 양

인 요소만으로는 학습능력의 향상으로 연결

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지

식과 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기

회를 제공해주는 등 질 으로 우수한 도서  이

용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참

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극 으로 도서  운

에 아이디어를 더하고 독서 행태  정보활용 

방식을 개선해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를 해서는 도서부가 심이 되고 학생들과 교

과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도서선정 원회의 

운 , 교과교사-독서 련단체-학부모의 연계, 

청소년들이 자발 으로 참여하고 자와의 만

남 등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추구하는 독서 토

론모임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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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학습동기 부여 기능의 활성화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사

회․경제  요인의 학습능력에 한 향력이 

클수록 공교육, 특히 학교도서 이 도맡아야 할 

역할과 의무는 더욱 막 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생 반에 한 목 의식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

탕으로 학습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

는 역할을 학교도서 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

하다. 먼  만화책, 타지, 무 지 등 소비 인 

독서패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미래와 련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쓴 자서 , 수필 는 이런 사람

들의 생애를 다룬 기 등의 양서를 권장할 수 

있다. 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학상담

반을 운 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벗어나 자유

롭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학교도서 을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

으로 작용할 때 학습동기의 부여를 통해 학업

성취도의 향상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재 국내에서는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의 

추진  연구학교의 운 , 도서  활용수업의 

확산, 독서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도서

 이용이 차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

나 학교도서  이용 활성화가 학교교육의 제반 

측면에 구체 으로 어떤 향을 미치며, 학교

도서 의 어떠한 기능  역할을 강화해야 하

는지에 해서는 국내 선행연구 사례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인 학업성취도와 도

서  이용과의 련성을 우선 으로 밝 냄으

로써 학교도서 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실질 인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사회  요인의 학업성취도에 한 향력

이 무 강하여 다른 요소들의 향력은 상

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역설 으로 공교육의 역할과 학교도서 이 수

행해야 할 교육  기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학교도서 은 학생들에게 양

질의 독서체험을 제공하고, 정보와 자료를 수

집하여 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

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앞으로 학

교도서 의 운   이용과 련된 다양한 요

인들에 해 보다 심층 인 후속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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