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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우리나라의 사서교사 양성제도는 사서교사가 양성과정을 통해 충분한 문성을 습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양성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 연구는 사서교사 양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의 기본이수과목을 사서교사의 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한 목 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 사서교사 기본이수과목의 개선방향을 설정한 후,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교과목을 

면 하게 분석하고 장상황을 반 하여 기본이수과목 개선안을 마련하 다. 제안된 개선안은  8개 기본이

수과목에 문헌정보교육론, 정보활용  동수업론, 장서개발론을 추가하여 총 11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ABSTRACT

Since the present training system of Korean teacher librarians is not adequate to strengthen 

their expertise, the training system should be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ment of the system, which prescribes their curriculums. To do this, first of all, the 

requirements for being given a national teacher certification are explored. Secondly, three major 

previous studies are reviewed. As a result, three subjects have been added to the present 

curriculum which consists presently of eight subjects. The added subjects are library and 

information education, information literacy and collabora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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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학교도서 을 언 하면서 그동안 지속 으

로 논의되었던 문제는 사서교사의 배치 다. 사

서교사의 본격 인 배치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지 까지 배치된 사서교사는 652명이며,1) 

이  63%에 해당하는 363명이 2006 - 2008년

의 3년 사이에 배치되었다. 이 시기만 해도 사

서교사의 배치문제가 진 으로 해결될 것으

로 상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정 으로 이후의 사서교사 

선발인원은 2009년 9명, 2010년 24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즉, 본격 인 학교도서  

활성화운동이 개된 지 10년 만에 사서교사 

배치 망은 다시 불투명한 상황으로 개되고 

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학교도서  시설과 장

서는 비약 으로 발 했다. 국 부분의 학

교에 학교도서  시설이 마련되었고, 정부에서

는 매해 학교운 비의 3%에 해당하는 액을 

자료구입비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10년의 학교도서  발 을 ‘시설설치와 

사서교사 배치의 교두보 확보’라고 정리한다면, 

향후 학교도서  발 의 주요방향은 배치된 

652명의 사서교사가 문성을 발휘하여 학교

도서 의 미래를 열어가고, 이것이 모델이 되

어 이후의 사서교사 배치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우선 사서교사가 충분한 문

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재의 사서교사 

양성체제는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구체 으로 80%의 사서교

사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에서 입

학생의 10%에 해당하는 사서교사를 해 학교

도서  교과목을 충실하게 운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2)

사서교사는 장에서 정보제공이라는 통

인 역할에 더해 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

육, 학습독서와 같은 교육 인 역할을 수행해

야 하지만, 양성과정에서 충분한 문성을 갖

추지 못한 채 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

황이다.

결국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은 향후 학교도

서 의 주요 문제인 교육과정 설정, 정보활용

교육의 제도화, 사서교사의 배치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근

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양성제도, 보다 

구체 으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서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을 실에 맞게 개선

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사서교사의 양

성제도를 개선하기 한 다양한 근방법이 시

도되었다. 구체 으로 학교도서  교과목의 운

실태, 사서교사의 직무, 교수역량 등을 분석

하여 양성과정의 다양한 문제 이 도출되었고,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근방법은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

을 한 보다 과학 이며 근본 인 처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자격제도의 엄격한 틀이 

설정된 상황에서 학교도서 과 련된 다수의 

 1) 2009년 교육통계 <http://std.kedi.re.kr/> 검색결과 지 까지 배치된 사서교사 총인원이다.

 2) 2008년 입학자 기 으로 사서교사 체 양성인원의 20%는 사범 학, 80%는 교직과정을 통해 양성된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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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반 하거나, 문헌정보

학과 교직과정 심의 재 양성체제에서 학교

도서  교과목을 충실하게 운 하자는 논리는 

실 인 제도개선 략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근방법과 달리, 이 연구는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을 해  양성제도

를 실에 합하게 개선하려는 분명한 목

을 설정하고 있으며, 교원양성제도에 반 될 

수 있는 보다 실제 인 개선 략을 모색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사서교

사 양성제도 개선안을 도출하 다.

첫째, 지 까지 논의된 사서교사의 문성과 

련된 주요문제를 개 하고, 련제도를 살펴

본다.

둘째, 사서교사 양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과 그동안 

제기된 문제 을 종합한다.

셋째, 사서교사 양성제도 개선안이  제도

에 반 되기 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양성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한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사서교사 기본이

수과목의 타당성을 면 하게 검토하고, 그동안

의 논의와 장을 상황을 반 하여 사서교사 

기본이수과목의 개선안을 제안한다.

2. 사서교사의 문성과 양성제도

2.1 사서교사의 문성과 련된 주요 문제

사서교사의 문성과 련된 주요 문제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2.1.1 자격기 의 구분

사서교사는 교과교사와 동일한 교원신분이

지만, 그 자격은 ․ 등교육법에 따라 정교

사와 다른 별도의 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교감과 교장승진이 제도 으로 차단되

어 있다.

이러한 자격구분의 문제는 사서교사가 학교 

장에서 보다 극 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싶

은 의욕을 좌 시키기 때문에 사서교사 배치의 

기단계부터 문성 신장을 가로막는 요한 

원인으로 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보건교사가 교육과정을 신설

하고 교과를 개설함에 따라 보건교사의 자격체

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상되고, 이는 동일

한 자격구조를 지니는 사서, 양, 문상담의 

비교과교사 자격체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망된다.

이 문제의 외 인 측면은 일단 승진과 련

되어 있다. 그러나 장에서 비교과교사보다 

교과교사의 승진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문

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서교사의 승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3) 즉, 이 자격구분

은 승진문제라기보다는 내 으로 비교과교사

의 정체성과 련이 있다. 그리고 비교과교사

 3) 교감으로 승진하기 해서는 부장교사  담임교사 경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비교과교사가 이상의 

경력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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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가 고도의 특수성과 문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향후 사서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

의 자격을 정교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보다, 

사서교사 1  자격이 정교사 1 과 동일한 효

력을 갖도록 ․ 등교육법 21조를 개정하는 

것이 궁극 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1.2 양성기 의 불균형

통 으로 우리나라는 사범 학 심으로 

교사를 양성하 고, 이후 교직과정이 확 됨에 

따라 재는 주로 사범 학과 교직과정의 두 

경로를 통해 교사가 양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와 직 인 련이 부

족한 문헌정보학의 특성상 사서교사는 주로 일

반 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을 통해 양성

되었다.

2009년 사서교사 양성기   황을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재 사서교사의 양성기

은 1개의 사범 학과 25개의 교직과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 특히, 2008학년 입학자부터 교직

과정 승인인원이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됨

에 따라 2008년 입학자 기 으로 양성인원은 

총 128명에 불과하며, 년 비 59%나 감하

다.

이러한 양성기 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

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김성 , 서진원 

2008, 176-178).

첫째, 정부정책에 따라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서교사의 

경우 양성기 의 특수성으로 인해 체 양성인

원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이는 향후 사서교사 

선발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둘째, 국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입학생의 

10%에 해당하는 3-4명의 비사서교사를 

해 학교도서 과 련된 교과목을 충실하게 운

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고, 이는 양성과

정에서 사서교사가 충분한 문성을 갖출 수 

없는 구조 인 원인이 된다.

2.1.3 수업 문성 부족

정보활용 교육기 으로서 학교도서 의 역

할이 증 됨에 따라 사서교사는 장에서 도서

이용지도,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과 같은 직

인 수업을 개해야 한다. 그러나 사서교

사가 수업을 개하기 해 갖추어야 할 수업

문성은 비교  부족한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

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장에 배치된 신규 사서교사는 동일

한 교사로서 수업을 희망하지만, 막상 수업의 

개능력은 부족하고 심지어 수업에 한 두려

구분 양성기  수
양성인원(승인정원)

2008년 인원(%) 2007년 인원(%)

사범 학 1 25(20%) 25(8%)

교직과정 25 103(80%) 286(92%)

계 26 128(100%) 311(10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원양성 황 . [cited 2010. 3. 25]. <http://www.mest.go.kr>.

<표 1> 사서교사 양성기   양성인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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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과 으

로 사서교사의 수업 문성 부족은 장 응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김종성 2005, 257-258).

더욱이 정보활용교육의 특성상, 교과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달리 사서교

사는 교과교사와 티칭 방식으로 도서 활용

수업을 개해야 하지만 동수업에 한 사서

교사의 역량은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2008, 69).

사서교사의 문성 인식에 한 실증연구 결

과에서도 장 사서교사는 독서교육과 정보활

용교육의 문성을 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러

한 문성에 해서는 양성과정에서 충분히 학

습하지 못하 고, 자료조직과 같이 주로 정보

리와 련된 문성에 해서 많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  2009, 260).

이처럼 수업 문성이 부족한 이유는 사서교

사의 기본이수과목에 수업 문성과 련된 교

과목이 충분하게 반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양성기 의 특성상 재 

설정된 기본이수교과목도 충실하게 운 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2.1.4 교육실습의 실무실습 체

1964년부터 사서교사 자격증이 발 되었으

나,4) 학교도서  시설설치와 사서교사의 본격

인 배치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됨에 따라 사

서교사의 교육실습은 그동안 실무실습(사서실

습)으로 체되어 운 되었고, 실습기 도 공

공도서 과 학도서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양성과정에서 학교도서 에 해 

경험하지 못한 채 장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

생하 다. 그동안 교육실습 문제는 사서교사의 

장 응력 부족과 수업 문성 부족의 주요 요

인으로 지 되었다.

사서교사가 되기 해서는 학교도서  경 , 

교육, 사 등에 한 경험이 필요하고, 사와 

교육의 상이 되는 학생들에 한 이해가 필요하

기 때문에 양성과정에서 체계 인 교육실습이 이

루어져야 한다(김성 , 서진원 2008, 176-177).

지 까지도 사서교사의 교육실습은 실무실

습으로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습

기 을 도서 이 설치된 학교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2009, 65) 양성과정에서 학교

도서 을 경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마

련되었다.

2.1.5 사서교사의 기본이수과목

지난 2000년에 당시 교육부에서는 사서교사 

자격취득을 한 기본이수과목을 고시하 다

(교육부고시 2000-1호). 이 고시에 설정된 기

본이수과목은 분류학, 목록학, 도서 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 사론, 학교도서

운 , 정보매체론의 8개 교과목이다. 기본이수

과목은 사서교사 양성기 의 교육과정 운 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이후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에서 진행하는 선발시험의 평가범 로 설

정된다.

그러나 이 8개 교과목은 주로 정보 문가로

서 사서교사가 갖추어야 할 문성과 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정

 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사서교사 자격증의 최  발 연도이다.



10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 2010

보 문가, 학교도서  경 자, 교사로서의 문

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서교사의 수업 문성이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 그동안 기본이수과목이 지속 으로 

지 되었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문성을 신장시키기 

해서는 기본이수과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에서 사서교사의 문성에 합한 

교과목을 설정하기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

었다. 우선 안인자(2003)는 사서교사가 장

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직무수행을 해 필요한 16개 교과목을 제안

하 다.

김종성(2004)은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우리

나라 31개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 운 실태

를 분석하고,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에 필요

한 19개 교과목의 구성체계를 제시하 다.

이병기(2008)는 사서교사의 수업 문성을 신

장시키기 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의 

기본이수과목 조정이 필요하며, 그 방향으로 

사서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을 교과교사와 동일

하게 교과교육과 교과내용 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교육 역에 해당하는 2개의 교과목이 추

가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2.2 사서교사의 문성과 양성제도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서교사의 문성

과 련된 다수의 문제는 양성제도와 련이 

있다. 재의 사서교사 양성제도가 갖는 문제

은 사서교사 자격제도의 기 설정단계에서 

학교도서 을 타 종의 도서 과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사서교사의 역할을 

‘정보제공자’로만 인식했던 이 양성제도에 

그 로 반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서교사 

자격증 발  이후 40여년의 공백 기간을 거쳐

서 본격 인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도서 의 발 과 변화를 극 으로 제도

에 반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서교사의 문성에 

향을 미치는 양성기 의 불균형, 양성기 의 

교육과정 운 , 기본이수과목, 교육실습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교원양성제도를 규정하고 있

는 교원자격검정령과 직 인 련이 있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즉, 교원자격검정령은 사서교사의 양성과정

과 이후의 선발시험과도 직 인 련이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근

본 인 방법은 이 규정을 사서교사의 문성을 

<그림 1> 사서교사의 문성과 교원자격검정령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개선방향에 한 연구  103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2.3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내용과 문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과학기

술부장 은 교과별 기본이수과목과 교직과목

의 이수학 을 규정하여 고시한다. 결국 우리

나라 모든 교사의 양성은 이 고시에 규정된 내

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고시에 규정된 사서교사의 이수학 과 기

본이수과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공과

목과 교직과목의 역구분은 모든 교사에게 

용되는 공통 인 틀이다. 공과목은 각 교과

의 교육내용과 련된 교과목으로 사서교사의 

경우 8개 교과목이 기본이수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8개 교과목  21학 (7과목)을 포함

하여 공교과에서 총 50학 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교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교과교육 역이 

별도의 역으로 지정되었지만 2009년부터 

공과목 역에 포함되었다.

교직과목은 교육 반에 걸친 기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한 역으로, 교직이론, 교

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된다.

사서교사의 문성 측면에서 교직과목의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은 모든 교사에게 동일하

게 용되기 때문에 논의의 상은 아니다. 다

만, 교육실습을 실무실습으로 운 하도록 규

정되어 있던 것이 2009년부터 교육기 을 학

교도서 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결과 으로 

교육실습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 역의 기본이수과목은 양성기 의 교

육과정 운 과 선발시험의 평가범 에 해당하

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문성과 한 련이

역 이수학 내용 과목 비고

공

과목

50학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

(7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①분류학 ②목록학

③도서 산화 ④독서지도론

⑤정보검색 ⑥정보 사론

⑦학교도서 운  ⑧정보매체론

∙교과교사: 교과교육 역 8학  이상 포함

∙사서, 보건, 문상담, 양교사: 기본이

수과목을 포함하여 직무 련 역 50학  

이상

교직

과목

22학

이상

교직이론 14학

(7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교육경

⑨생활지도 ⑩그 밖의 교직이론에 

한 과목

교과교사와 동일

교직소양 4학

(2과목) 이상

①특수아동의 이해(2학  이상)

②교직실무(2학  이상)
교과교사와 동일

교육실습

4학  이상

①학교 장실습(2학  이상)

②교육 사활동(2학  이내포함 

가능)

∙운 형태: 참 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사서, 보건, 문상담, 교사는 직무

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   수업

실습도 병행가능)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ꡔ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ꡕ, 78. 

 내용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용되는 기 이다.

<표 2> 사서교사 이수학   기본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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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서교사 기본이수과목의 문제 으로 그

동안 지 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과목 역에서 교과교사의 경우 8학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교과교육 

역이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교과교

육 역은 공지식을 장수업으로 개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이다. 이 교과교육 역의 제

외는 결국 임용시험의 3차 시험인 수업실기 평

가가 제외되게 만드는 결과를 래했다. 즉, 사

서교사는 자신의 공지식을 교실수업으로 

개하는 것에 해서 양성과정에서 학습 받지 

못하고, 이후 선발과정에서도 수업시연을 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둘째, 재의 기본이수과목은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정 문성과 주로 련이 있다.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난 2008년 사서교

사 2 의 자격기 을 제시하 는데(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8, 27-28), 이 기 에서 사서교

사에게 필요한 문성은 크게 학교도서  경

리, 정보 리, 교육의 3  역으로 구분된다. 

재의 기본이수과목을 이 3개 역으로 구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재의 기본이수과목에서 5개 교과

목은 주로 정보 리 역과 련이 있으며, 1개 

교과목은 경 리 역, 2개 교과목은 교육 

역과 련이 있다. 즉,  기본이수과목은 주로 

정보 문가로서 사서교사의 문성을 신장시키

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문제는 장의 사서교사

는 정보 리보다 교육 역의 문성을 요하

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다(김성  2009, 260).

셋째, 사서교사의 기본이수과목이 설정된 지

난 2000년 이후 학교도서  분야에는 ‘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 ‘ 력수업’, ‘학습독

서’와 같은 새로운 교육방법이 도입되고, 이미 

이러한 역할은 정부정책을 통해 장에 용되

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 의 변화하는 역할

과는 달리 재의 기본이수과목은 설정된 지 

10년 동안 단 한차례의 변화도 없었다.

2.4 비교과교사의 기본이수과목 개정 동향

공과목 역에서 교과교육 역이 제외된 

은 비교과교사인 보건, 문상담, 양교사에

게도 동일하게 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과교사들도 각자의 공 역을 

학생들에게 직 인 수업방식으로 교육할 필

번호 교과목 문성 역 비고

1 분류학 정보 리

정보 리 역: 5과목

경  역: 1과목

교육 역: 2과목

2 목록학 정보 리

3 도서 산화 정보 리

4 독서지도론 교육

5 정보검색 정보 리

6 정보 사론 정보 리

7 학교도서 운 경

8 정보매체론 교육

<표 3> 기본이수과목과 사서교사의 문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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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높아지고, 장에서 교과교사와의 상

인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안으로 

차 수업을 자신의 직무에 포함시키려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과교사의 기본이수과

목 개정과정에 반 되고 있다. 사서, 보건, 문

상담, 양 교사의 주요 기본이수과목 개정과

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우선, 보건교사는 비교과교사 에서 수업을 

직무에 반 시키는데 가장 극 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교사는 지난 2008년에 보건

교육과정을 설정하 고, 2009년부터 재량활동 

등을 이용하여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 교육과정의 신설에 맞추어 2008년부터 ‘보

건교육론’이라는 교과교육 련과목을 추가시

켰고, 기존의 기본이수과목 체계를 큰 폭으로 

개선하 다. 이후 2009년에도 기본이수과목을 

변경하여 총 13개의 교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

로 설정하고 있다.

문상담교사의 경우에는 1998년 문상담

교사 제도가 교원자격검정령에 신설되고, 이후 

1999년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의 12조(교직

과정의 과목과 이수학  등)에 별도의 조항(12

조 2항)을 추가하여 기본이수과목을 설정하

다. 이후 2009년에는 기존의 7개 기본이수과목

을 17개로 확 하고 ‘직업교육론’, ‘진로지도’와 

같은 교과교육 련과목을 포함시켰다.

양교사의 경우에는 2004년에 양교사 제

도를 신설하면서 문상담교사와 동일한 방식

으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12조에 별도의 

조항(12조 3항)을 추가하여 기본이수과목을 설

정하 다. 양교사는 제도의 신설과정부터 ‘

양교육  상담실습’이라는 교과교육 련과목

을 포함시켰고, 2009년에는 1개의 과목을 추가

하여 총 9개 교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설정

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교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  고시를 통해 기본이수과목

구분
기본이수과목

설정시기

주요 개정내용

1997년
1) 2000년2) 2004년3) ( )2009년4)

사서교사 2000년 미설정 8과목 2000년 동
총 8과목

▸교과교육 련과목: 없음

보건교사
1997년

이
2과목 10과목 2000년 동

총 13과목

▸교과교육 련과목: 보건교육론

문상담교사 1999년 미설정 12과목
5) 7과목

총 17과목

▸교과교육 련과목: 직업교육론, 진로지도

양교사 2004년 미설정 미설정 8과목
총 9과목

▸교과교육 련과목: 양교육  상담실습

1) 교육부고시 제1997-11호

2) 교육부고시 제2000-1호

3) 교육인 자원부고시 제2004-5호

4)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5)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본이수과목으로, 당시 고시에는 규정되지 않았음

<표 4> 비교과교사의 기본이수과목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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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지만, 문상담과 양교사는 제도신

설 당시 양성기 이 학원  교육 학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직  기본이수과목을 설정한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사서교사는 본격 인 배치가 시작되

는 지난 2000년에 기본이수과목을 설정하 다. 

그러나 다른 비교과교사의 극 인 개선과정

과는 조 으로 이후 한차례의 변경도 없었고, 

아직까지 교과교육 련과목을 추가시키지도 

못한 상황이다.

3.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개선방향

3.1 기본이수과목의 개선방향 설정

사서교사 양성제도에서 사서교사의 문성

과 련된 가장 요한 부분은 기본이수과목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성제도 개선은 이 기본

이수과목을 사서교사의 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학계, 장, 비사서교사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기본이수과목 개선안이 실 제도에 반 되

기 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8개 기본이수과목은 체 으로 문

헌정보학의 주요 학문분야를 모두 반 하고 있

다. 이는 사서교사가 문헌정보학의 반 인 

배경지식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기본이수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배제

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마련된다면 학계, 

장, 련단체(이하 ‘ 련주체’라 한다.) 등의 합

의도출이 어렵고, 결국 기본이수과목 개선 자

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

는 재 설정된 기본이수과목의 반 인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문성이 균형을 이루기 해서는 우

선, 사서교사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교사 

혹은 다른 비교과교사의 기본이수과목 체계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재 교과교사는 교

과교육 역에 해당하는 과목 8학 (3과목 이

상)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교과교육 

역에 해당하는 과목은 주로 <표 5>에 제시된 

과목을 의미한다. 즉, 교과교사처럼 교과교육 

번호 교과목 기본교수요목

1 교과교육론*
각 교과의 역사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반에 하여 연구한다.

2 교과교재연구  지도법
교과의 성격, ․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한다.

3 논리  논술에 한 교육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  사고의 근본 법칙  논술에 한 교육에 역 을 
둔다.

4 기타 교과교육 역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에 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 교과교육론은 표시과목별로 모든 교과의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ꡔ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ꡕ, 62.

<표 5> 교과교육 역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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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문헌정보학의 교육

 측면과 련된 교과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이 경우 추가되는 교과목은 단순히 명

칭만을 모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최소

한 학부수 의 학습내용이 일정부분 체계를 갖

춘 교과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교과목

은 설정되었지만 내용체계가 완성되지 못하여 

추가되는 교과목이 기형 인 내용체계를 갖추

거나, 향후 평가내용으로 설정되었지만 평가요

소의 부족과 수험생의 학습자료 부족을 방지하

기 해 필요하다.

넷째, 기본이수과목의 총 교과목 수는 타 교

과의 교과목 수와 비슷한 수 을 유지해야 한

다. 이 기본이수과목은 곧 시험의 평가범 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학습량과 비기간

에 향을 미친다. 즉, 추가되는 교과목 수가 

무 많아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식

으로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고시한 ‘보통교과 표시과목’ 34개와 

비교과교사의 기본이수과목 수를 분석한 결과

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교과교사는 평균 

11과목이며, 비교과교사는 12과목으로 나타났

다. 물론 교과목 수가 동일하다고 해서 교육내

용의 규모가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교육내용

의 크기를 객 으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교과목의 내용이 서로 비슷한 정도라고 가정

구분 표시과목 과목 수 표시과목 과목 수 평균 비고

교과교사

국어* 8 미술 14

11

도덕․윤리 13 어 9

공통사회 16 독일어 9

일반사회 9 랑스어 9

지리 18 스페인어 8

역사* 6 국어 9

수학 11 일본어 8

공통과학 13 러시아어 8

물리 9 아랍어 9

화학 9 한문 10

생물 11 교련 15

지구과학 8 철학 11

기술* 6 심리학 12

가정 14 교육학 19

기술․가정* 12 종교 12

체육 12 환경 10

음악 14 상담 18

비교과교사
보건 13 사서 8

12
사서를 제외할 경우 

13과목양* 9 문상담 17

 * 교과목의 역별로 선택이수 가능.

※ 자료: 법제처, 유치원  등 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한 세부기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표 6> 교과별 기본이수과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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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사서교사의 교과목 수도 11과목 정도가 

당할 것이다.

다섯째, 재의 기본이수과목 명칭이 교육내

용을 표하는 명칭으로 부 하거나, 시  

흐름을 반 하지 못하는 경우 학계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명칭을 용할 필요가 

있다. 사서교사의 기본이수과목 에서 도서

산화, 독서지도론, 정보매체론과 같은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3.2 선행연구 분석

기본이수과목을 개선하기 해서는 우선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교과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 까지 사서교사 양성제도 개선에 한 주요 

연구에서 제안된 교과목을 종합하면 <표 7>과 

같다.

우선 안인자의 연구에서는 총 16개 교과목이 

제안되었다. 이를 앞에서 논의한 기본이수과목 

개선방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제안된 교과목 수가 16개로 

재의 두 배 수 이다. 한 제안된 교과목 

체 구성이  과목과 무 많은 차이를 나타내

기 때문에 련주체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타 교과의 평균 교과목 수가 11개라는 

에서, 10개의 새로운 교과목이 추가된 총 16개 

교과목은 학습자에게 많은 부담을  수 있다.

셋째, 도서 자동화론과 디지털도서 론, 인

터넷활용과 정보검색론 혹은 정보 사론, 도서

경 론과 학교도서 운 론 등의 교과목은 

내용요소가 상당부분 복되기 때문에 제안된 

교과목의 역독립성이 부족하고, 체 인 체

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도서 이용지도론과 같은 교과목은 명

칭만으로는 내용요소가 빈약하여 단일 교과목

으로 개설하기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이상의 을 종합하면 제안된 교과목이 

실 인 개선안으로 수용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

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목할 은 실기교육

방법론, 도서 력수업론, 도서 이용지도론

과 같은 수업 련 교과목이 다수 제안된 과, 

분류학과 목록학을 재 사서직공무원시험의 

교과목과 동일하게 ‘자료조직법’으로 통합했다

는 이다.

김종성의 연구에서는 총 11개 교과목이 제안

되었다. 제안된 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

규칙의 일반 인 틀을 유지하고 있고, 재의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

선안으로써 비교  실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추가된 교과목은 3개이며, 체 교과목 

수도 11개이기 때문에 한 수 이다.

김종성의 연구에서 추가 으로 제안된 교과

교육론, 교과교재연구  지도법은 교과교사의 

교과교육 역체계와 동일하며, 어린이/청소년 

자료는 재 다수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 

반 된 교과목으로, 교육과정 운 의 실성이 

고려되었다.

이병기의 연구에서도 총 11개 교과목이 제안

되었다. 이 방식도 재의 교원자격검정령시행

규칙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  가능

성이 비교  높다. 한 김종성의 연구와 같이 

재의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반 하 기 때문

에 련주체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용이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교육론, 문헌정보 교과

교재연구  지도법, 정보활용교육론이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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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기법 제안된 교과목 제안 방식 비고

안인자

(2003)
직무분석기법

①실기교육방법론(교과교육론) 추가

총 16과목 제안

 기본이수과목 비

▸추가: 10과목

▸명칭변경: 2과목

▸기존동일: 3과목

▸통합: 1과목(분류+목록)

②도서 경 론 추가

③학교도서 운 론 기존

④아동도서론 추가

⑤장서개발론 추가

⑥자료조직법 통합

⑦도서 자동화론 명칭변경

⑧독서지도론 기존

⑨도서 력수업론 추가

⑩도서 이용지도론 추가

⑪참고 사론 명칭변경

⑫정보검색론 기존

⑬인터넷활용 추가

⑭서지학 추가

⑮미디어활용교육론 추가

디지털도서 론 추가

김종성

(2004)

선행연구  교과목 

운 사례 연구

①교과교육론(핵심교과목) 추가

총 11과목 제안*

 기본이수과목 비

▸추가: 3과목

▸명칭변경: 1과목

▸기존동일: 7과목

②교과교재연구  지도법(핵심교과목) 추가

③분류학 기존

④목록학 기존

⑤도서 산화 기존

⑥독서지도론(핵심교과목) 기존

⑦정보검색론 기존

⑧정보 사론 기존

⑨학교도서 운 론(핵심교과목) 기존

⑩어린이/청소년 자료(핵심교과목) 추가

⑪교육매체론(핵심교과목) 명칭변경

이병기

(2008)
교수역량모형 분석

①문헌정보교육론 추가

총 11과목 제안

 기본이수과목 비

▸추가: 3과목

▸명칭변경: 4과목

▸기존동일: 4과목

②문헌정보 교과교재연구  지도법 추가

③분류학 기존

④목록학(자동화목록) 기존

⑤디지털도서 론 명칭변경

⑥독서교육론 명칭변경

⑦정보검색 기존

⑧정보 사론 기존

⑨학교도서 경 론 명칭변경

⑩정보활용교육론 추가

⑪정보매체와 교수매체론 명칭변경

 기본이수과목: 분류학, 목록학, 도서 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 사론, 학교도서 운 , 정보매체론

* 김종성의 연구에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의 교직과목으로 규정된 7개 교과목과 교육실습은 제외하 다.

<표 7> 선행연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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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 교과목은 모두 사서교사의 수업 문성

과 련이 있다.

사서교사의 양성제도 개선을 목 으로 수행

된 이상의 3연구에서 재의 기본이수과목을 

제외하고, 복수의 연구에서 제안된 교과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결과 으로 4개의 교

과목이 추가 으로 제안된 셈이다.

3.3 제안된 교과목의 타당성 검토

선행연구에서 종합 으로 제안된 4개의 신

규 교과목이 기본이수과목으로 한지 여부

를 보다 면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3.1 교과교육론

교과교육론은 ‘각 교과의 역사  배경, 교과

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

정하고 있는 교과목이다.  교원자격검정 제

도의 틀과 비교했을 때 교과교육론은 타 교과

에서도 공통 으로 운 되는 교과목이며, 보건

과 양교사의 기본이수과목 개선방향에도 반

되었다.

교육내용  측면에서 사서교사의 경우 학교

도서 의 역사, 한국도서 회에서 발행한 ꡔ도

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ꡕ, 학교도서

 교육방법(도서 활용수업, 도서 동수업, 

정보활용교육), 기존에 개발된 학교도서  교과

서5) 등이 교과교육론의 교육내용에 해당한다.

비록 이 교과목은 재 기본이수과목에 제외

되었기 때문에 명칭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교육내용은 이미 학교도서 운 과 정보매체론

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재 임용시험의 평

가 역으로 존재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122). 즉, 이 교과목이 추가된다고 하여 학

습자의 학습부담을 크게 가 시키지는 않을 

망이다.

교육내용의 체계성 측면에서 이 교과목은 학

교도서  교육과 련된 총론성격의 교과목이

며, 기존에 개발된 내용요소와 타 역에 분산

되어 배치된 내용요소를 독립시키면 비교  용

이하게 교육내용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학문  측면에서도 정보이용자에 한 서비

스와 교육을 강조하는 문헌정보학의 교육  성

격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학교도서  교육의 

정통성과 사서교사의 수업 문성을 신장시키

기 해서는 필요성이 높은 과목이다.

교과목 명칭은 타 교과의 교육론이 ‘교과명+

교육론( : 국어교육론, 지리교육론)’ 형태를

번호 교과목 제안자 비고

1 교과교육론 안인자, 김종성, 이병기 안인자: 실기교육방법론

2 교과교재연구  지도법 김종성, 이병기

3 어린이/청소년 자료 안인자, 김종성 안인자: 아동도서론

4 정보활용교육론 안인자, 이병기 안인자: 도서 력수업론

<표 8> 선행연구에서 종합 으로 제안된 추가 교과목

 5) 기존에 ꡔ정보와 매체ꡕ, ꡔ정보와 도서 ꡕ 등의 교과서가 개발되었고, 2010년 한국학교도서 의회에서 ꡔ도서 과 

정보생활ꡕ 교과서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 보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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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고,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표

성을 표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교육론’이라는 명칭을 제안한다.

3.3.2 교과교재  연구법

교과교재  연구법은 이미 2000년 교육부

고시(제2000-1호)에서부터 보통교과 34개의 

기본이수과목에서 그 명칭이 나타나지 않고 있

다. 교과교사의 경우 이 과목은 사범 학과 교

직과정의 공 혹은 ‘교직’과목으로 설정되어 

기본이수과목과 별도로 운 되고 있다.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각 교과의 평

가 역을 종합 으로 살펴본 결과, 다수의 교

과에서 이 과목의 내용을 교과교육론의 하

역에 포함시켜 운 하고 있다.

학교도서  측면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교과

서를 그 내용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 교

과서를 용한 수업설계, 수업실기, 평가방법 

등에 해서는 아직까지 일반화가 부족하기 때

문에 독립된 교과목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따라서 이 교과목은 별도의 과목으로 

추가하는 것보다 문헌정보교육론의 하  역

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 어린이/청소년 자료

어린이/청소년 자료 혹은 문헌정보학과에서 

통 으로 아동  청소년 자료로 운 되고 

있는 이 교과목은 사서교사의 독서교육과 

한 련이 있다. 학교 장 는 사회 반 으

로 사서교사에게 기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독

서 문가라는 에서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

에는 분명한 의의가 있다.

내용  측면에서 이 교과목은 오랜 기간 동

안 다수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되어 운 되

었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체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과목의 내용요소

는  기본이수과목인 독서지도론과 상당부분 

복되고 있다. 구체 으로 독서지도론의 ‘독서

자료와 학습독서’ 평가 역(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8, 122)에 내용요소가 이미 반 되어 있

기 때문에 독립 교과목으로 추가할 경우 독서

지도론과의 역분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 

기본이수과목이 반 으로 역독립 인 성

격을 갖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이 교과목이 

추가될 경우 독서교육 련과목이 2개로 늘어

나기 때문에 역비 에 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종합 으로 이 교과목이 기본이수과목으로 

추가되는 것에 해서는 보다 면 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립된 교과목 신 향후 독

서지도론에서 평가내용을 확장하는 방향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3.3.4 정보활용교육론(도서 력수업론)

학문  측면에서 문헌정보학의 주요 용어로 

이미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이 등

장하 고, 이용자가 도서 의 정보자료를 보다 

극 으로 이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모든 

종의 도서 이 수행해야 할 요한 역할로 부각

되었다. 그리고 이미 1990년 부터 학교도서  

련단체의 기 과 미국의 학교도서  기 에

서는 정보활용교육을 학교도서 의 요한 목

으로 제시하고 있다(IFLA & UNESCO 2002; 

AASL & AECT 1998).

정책 인 측면에서도 2002년 학교도서 활

성화종합방안이 발표되면서 사서교사의 주요 



11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 2010

역할로 도서 활용수업이 등장하 고, 이 시기

부터 사서교사는 장에서 교과교사와 공동으

로 도서 활용수업을 개하고 있다.

내용 인 측면에서도 정보활용능력의 개념, 

역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국내외의 학교도서

 기 , 동수업( 티칭), 독해 략 등에 

한 내용요소가 이미 국내외의 문헌을 통해 제

공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체계성도 비교

 높은 편이다.

역독립 인 측면에서  기본이수과목 

에서 학교도서  운 , 정보매체론에 일부 내

용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교과목으로 

추가할 경우 그동안 기본이수과목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체계성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교과목

을 역독립성을 강화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종합 으로 이 교과목은 신규교과목으로 타

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명칭에 있어

서는 이미 일반화된 도서 활용수업( 동수

업)의 개념을 보다 부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보활용  동수업론’을 교

과목 명칭으로 제안한다.

3.4 기본이수과목 개선안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교과목의 타당성을 검

증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정보교육론과 

정보활용  동수업론을 추가과목으로 제안

하 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학문  요성이 높으

면서 동시에 장의 업무와 련성이 높은 교

과목이 기본이수과목에 락되었는지 추가

으로 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과목에는 

장서개발론이 포함된다.

지난 2008년 사서교사 임용시험의 평가 역 

설정과정에서 장서개발론이 기본이수과목에서 

제외된 에 해 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의

견이 제시되었다. 당시 기본이수과목을 추가하

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요성을 인

정하여, 결국 장서개발론은 학교도서 운 의 

하 역(1/6에 해당)으로 설정되었다.

장서개발론은 이미 부분의 문헌정보학과

에서 독립된 교과목으로 개설  운 되고 있

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체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장서 리는 학교도서

을 포함한 모든 종의 도서  업무와 직

인 련이 있다.

역독립성 측면에서 재의 학교도서 운

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분할되는 것이 2과목 

모두의 역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 장서개발론의 내용요소는 

재 평가내용요소에 반 되어 있기 때문에 추

가교과목으로 설정된다 하더라도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사서교사의 기본이

수과목 개선안을 제안하면 <표 9>와 같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본이수과목 수는 총 11개로 

교과교사 혹은 타 비교과교사의 평균 교과목 

수와 비슷한 수 이다. 구체 으로 기존과 동

일한 교과목은 4개, 추가된 교과목은 3개, 교육

내용은 동일하지만 최신 명칭을 용한 교과목

은 4개이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산화와 학교도서  

운 은 이미 해당 교육내용을 표하는 최신의 

교과목 명칭으로 디지털도서 론(도서 자동

화론)과 학교도서 경 론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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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본이수과목 기본이수과목 개선안 방식 문성 역 변경 후 비교

1 분류학 분류학 기존 정보 리

변경 

▸정보 리 역: 5과목

▸경 리 역: 1과목

▸교육 역: 2과목

변경 후

▸정보 리 역: 6과목

▸경 리 역: 1과목

▸교육 역: 4과목

2 목록학 목록학 기존 정보 리

3 도서 산화 디지털도서 론 명칭변경 정보 리

4 독서지도론 독서교육론 명칭변경 교육

5 정보검색 정보검색 기존 정보 리

6 정보 사론 정보 사론 기존 정보 리

7 학교도서 운 학교도서 경 론 명칭변경 경 리

8 정보매체론 교수매체론 명칭변경 교육

9 문헌정보교육론 추가 교육

10 정보활용  동수업론 추가 교육

11 장서개발론 추가( 역분할) 정보 리

<표 9> 기본이수과목 개선안

둘째, 독서지도론은 독서교육론으로 변경하

다. 그 이유는 이론 으로 독서교육과 독서

지도의 개념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교육기 으

로서 학교도서 의 목 과 교육활동으로서 사

서교사의 역할에 보다 부합하는 명칭이 독서교

육론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매체론은 교수매체론으로 변경하

다. 미국에서는 1970년 부터 교수매체 제작 

 활용이 학교도서 의 요한 역할로 부각되

었다.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의 문명칭(school 

library media center,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에 ‘media’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학교도서 에서 교수매체의 요성이 어

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역할에

도 반 되었다. 지 까지도 교수매체 제작은 

사서교사의 요한 역할로, 교수매체 센터는 

학교도서 의 요한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육내용을 표하는 명칭으로 그동

안 정보매체론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학교도서 에서 매체의 의미는 단순

한 자료의 이용측면보다 효과 인 수업 개를 

한 교육  성격이 강하며, 매체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은 많은 매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

미보다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지원한다는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교육학 반

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교과목 명칭은 교수

매체론이다.

다음으로 기본이수과목과 개선안을 사서교사

의 문성 역과 비교한 결과, 정보 리 역 

6과목, 경 리 역 1과목, 교육 역 4과목

으로 교육 역의 비 이 반 으로 높아졌다. 

경 리 역과 련된 교과목은 기존과 동일

하지만, 학교도서 경 과 련되면서 동시에 

역독립성이 높은 교과목이 아직까지 개발되

지 못하 기 때문에 경 리 역의 비 이 

낮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5 기본이수과목 개선안의 용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본이수과목 개선안이 

제도로 반 되기 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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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변경해야 한다. 물론 문상담과 양교

사처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별도의 조

항으로 기본이수과목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미 

학부과정의 양성기 이 존재하고, 시행규칙보

다 고시를 변경하기가 상 으로 용이하기 때

문에 보건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과학기

술부고시에 반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다.

제안된 기본이수과목을 양성기 에서 충실

하게 운 하여 사서교사의 문성이 신장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실 인 측

면에서 10%에 해당하는 사서교사를 해 11개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모두 반 하라는 것은 무

리가 있다. 사실 다른 교과의 교직과정만 하더

라도 사범 학의 동일교과에서 운 하는 교육

과정을 모두 운 할 수는 없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개선안이 용될 경우 국 문헌정보학

과의 교육과정 운 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

면 개선안이 제도에 반 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개선안에는 3개의 교과목이 추가되었지만, 결

과 으로 이 개선안이 용된다고 하더라도 문헌

정보학과의 교육과정 운 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개발론과 같은 교과목은 이미 

국 다수의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이다.

둘째, 교과교사의 필수과목에 해당하는 문헌

정보교육론이 제안되었지만,  교원자격검정

령시행규칙에 사서교사의 교과교육 역이 지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에서 이 과

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해야 하는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상된다.

셋째, 한 기본이수과목에서 21학 (7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하는 규정은 동일하게 용되

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에서 추가로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재와 동일하게 교육과정을 운

해도 사서교사 자격취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안된 교과목이 사서교사 기본이수

과목으로 설정되면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 평가 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비록 양성과

정에서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선발시험을 비하는 과정에서 수험자

가 학습하는 과정은 거치게 될 것이며, 향후 자

신이 갖추어야 할 반 인 문성의 범 는 

이해한 채로 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4. 결 론

흔히 교육 장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

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한다. 동일하게 학교

도서  서비스의 질은 사서교사의 문성을 넘

을 수 없는 것이다.

학교도서 의 미래를 논의하기 해서는 우

선 사서교사의 문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의 양성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양성제도의 가장 큰 문제 은 사서교사가 갖추

어야할 체 문성에서 주로 정보 리와 련

된 문성이 강조되어 있고, 이 구조가 지난 10

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는 이다.

반면에 그동안 학교도서  분야의 이론과 

장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한 은, 미래의 학교도서 은 정보센터의 

기본기능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효과

인 정보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활용 교육

기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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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그 근본 인 해결방법은 사서교사 양

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련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사서교사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보건, 

양, 문상담교사와 같은 비교과교사들의 선례

는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좋은 사례

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수과목을 실성 있게 개선

하기 한 략을 모색하 다. 그리고 도출된 

개선안이 제도에 반 될 수 있도록 련 주체

의 합의 가능성, 제도의 수용가능성, 교육내용

의 체계성, 교과목 수의 성, 명칭의 최신성 

등을 기본이수과목 개선방향을 설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교과목

을 면 하게 분석하고, 학교도서  장의 요

구를 종합 으로 검토하 다. 그 결과 분류학, 

목록학, 디지털도서 론, 독서교육론, 정보검

색, 정보 사론, 학교도서 경 론, 교수매체론

의  8개 교과목에 더해 문헌정보교육론, 정보

활용  동수업론, 장서개발론을 추가하여 

총 11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기본이수과목 개선

안을 제안하 다.

제안된 교과목은 사서교사의 문성 신장, 

양성기 의 특수성으로 인한 교육과정운 , 제

도의 수용가능성이 모두 고려된 비교  실제

인 개선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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