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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의 학습동아리 운  황과 학습동아리 활동에 한 사서의 인식을 

악함으로써 학습동아리의 필요성  효과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도서  담당자를 상으로 화 인터뷰를 통하여 학교도서  사서의 학습동아리 

운 에 한 내용을 악하 다. 그  학교도서  사서의 학습동아리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수원지역 

사서연구회를 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사서의 학습동아리 활동은 학교도서  

운  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서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학교도서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the necessity and effects of study circles and the direction for their 

future improvement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operation situation of study circles by the librarian 

who are in charge of school libraries and their perception about the study circle activities. For this 

purpose, those in charge of school libraries in 25 Offices of Education Support in Gyeonggi-Do were 

surveyed by telephone interview regarding the operation of study circles by the school librarians. 

Survey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particularly focusing on Suwon region where 

the school librarians turned out to be most actively involved in the study circl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tudy circle activities by librarian gives an opportunity of sharing information 

related to school library operation and cultivating competence as a librarian, in addition to being 

helpful in enhancing their performance capability in schoo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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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 

에서도 학교 교육을 한 학습 활동을 능동

으로 지원하기 해서 학교도서 의 사서들

은 각 학년별, 교과목별 교과과정의 악  독

서 로그램 개발, 도서  이용지도 수업, 로

젝트 수업 등 학교도서  운 과 련된 다양

한 정보를 체계 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다. 

다수 학교도서  사서들은 혼자 도서  

체를 운 하고 학습과 교수활동을 지원하는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학교도서

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상 으로 

은 편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사서들은 

자신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교

류를 해, 그리고 역할스트 스 해소를 한 

수단으로 온․오 라인 모임을 이용하고 있다. 

1인 운 체제인 사서는 오 라인 모임의 참여

가 실 으로 쉽지 않아 온라인 방식을 선호

하는데, 특히 정보교류를 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변회균 2013). SNS를 통한 정보교류를 

해서는 우선 으로 인  네트워크가 형성되

어 있어야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가

능하다. 따라서 학교도서  운 과 련된 다

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교도서  사서

들로 이루어진 오 라인 모임의 조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 지역의 몇몇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도서 을 모범 으로 운 하고 있는 사서

를 상으로 학교도서 운 지원단을 조직하

여 지역 내 신설학교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도서 을 직  방문하여 컨설 을 하거

나 화상담을 통하여 학교도서  운 을 지원

하고 있다. 학교도서 운 지원단으로 활동하

는 지역의 사서들 에는 각 학교의 우수 운  

사례를 발표하고 독서교육 자료  학교도서  

운  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습동아리를 조

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사서학습동아리의 운

 황  운 방법을 조사하여 모범 으로 

운 하는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사서학습동아

리 운 의 장․단 과 운  효과를 악하는 것

은 매우 요할 것이다. 지 까지 국내에서 수

행된 학교도서  사서의 학습동아리에 한 연

구는 수원지역 사서연구회 힐링스토리 의 사

례를 제시한 허정희(2014)의 연구만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을 심으로 학교

도서 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의 학습동아리 운

 황을 악하고자 한다. 한 활동이 활발

한 수원지역의 사서학습동아리를 심으로 참

여한 사서들의 인식을 악함으로써 학습동아

리의 필요성  효과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는 질  연구인 화인터뷰  심층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 으며 양  연구인 설문

지 방법을 포함한 혼합연구로 이루어졌다. 연

구의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도서  

업무 담당자와 학교도서  사서들의 학습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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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운  방법에 해 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 다. 경

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에서 학교도서  사서

학습동아리 운 계획에 한 자료를 제공해  

수원, 용인, 성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

도서  동아리 운  황을 비교 분석하 다. 

그  2014학년도 재 학습동아리 과 활동

횟수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사서연구회를 선정

하 으며, 수원교육지원청의 학교도서  담당

자를 통하여 사서연구회 운 에 한 자료를 

확보하 다. 사서연구회의 조직 배경을 악하

기 하여 수원교육지원청에서 2014년 12월 16

일에 수원지역 사서연구회 회장과 2015년 1월 

21일에 면 면 개인 인터뷰를 수행하 으며 사

서연구회를 처음 조직했던  수원지역 교육청 

담당자와 2014년 12월 23일 화인터뷰를 수행

하 다.

둘째, 설문조사는 우선 비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 18부를 통해 보완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학교도서  사서를 상으로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SNS와 이

메일을 통한 방법  직  배포 방법을 통하여 

141부를 배포하 으며 그  91부가 회수되었

다. 그 에서 유효한 설문지 86부를 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셋째, 사서연구회 운   활동에 해 구체

인 내용을 악하기 하여 수원지역 사서학

습동아리인 사서연구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장,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서 총 6명을 

상으로 2015년 1월 7일에 면 면으로 심층인

터뷰가 실시되었으며 추가 으로 필요한 내용

은 2015년 5월 20일까지 화인터뷰를 실시하

다. 

2. 이론  배경

2.1 선행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학교도서  사서

를 상으로 한 학습동아리에 한 연구는 수

원지역 사서연구회의 힐링스토리  사례에 

한 연구(허정희 2014)만이 나타나고 있다. 허

정희(2014)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우수 학

습동아리로 선정된 수원지역 사서연구회 힐링

스토리 사서연구회의 조직, 활동, 구체  진행

내용을 소개하 으며, 상황별주제목록의 재구

성, 힐링스토리 창작 시, 상황별 추천도서  

치유 발문 연구, 상황별 힐링스토리 로그램 

개발  운 의 실제를 제시하 다.

학교도서 의 학부모 학습동아리에 한 연

구(이 임 2015)는 안산 석호 등학교 <도서

도움어머니회>와 <감골주민회>를 심으로 

학부모학습동아리에서 지역공동체운동으로의 이

행 과정에 한 사례를 제시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등학교의 학부모학습동아리인 <도서 도

움어머니회>에서 함께 오랜 시간을 활동하면서 

친 한 인간 계를 바탕으로 학습활동과 그에 

따른 실천활동을 펼쳐 왔으며 회원들이 함께 성

장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마을을 고민하게 되고 

지역공동체인 <감골주민회>를 만드는 바탕이 되

었다는 것을 밝혔다.

강보라(2015)는 교사학습동아리들의 학습주

제 분석을 통해 최근 교사들이 심을 갖고 연

구하고자 하는 분야와 교사학습동아리를 통해 

교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연구 결과 교사학습동아리의 학습주제

에서 가장 핵심 인 단어는 ‘수업’과 ‘배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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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 자료 개발이나 수업 방법 연구 등 실제 

수업의 개선을 목 으로 교사학습동아리가 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공동체 구 을 한 학습동아리 운 방

안(조재은 2009)에 한 연구에서는 성인학습

동아리는 부분 자발 인 선택에 의해 결성되

었으며 기 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나타

났다. 리더의 자질에 따라 학습동아리 운  방

향이 크게 결정되며 학습동아리에 참여함으로

써 자신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는 학습동아리의 상  

개념인 학습공동체에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

었다.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

상시키고 높은 성취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 이

며(Vicki, Dorene and Alyson 2008), 교사들이 

력하여 학습하고 배운 것을 장에서 실천하

는 것은 교사의 효능감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

업개선  문성 신장에 효과 이라고 밝히고 

있다(McLaughlin and Talbert 2001).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교

도서  사서를 상으로 한 학습동아리에 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며 아직까지 학교도서  사

서학습동아리 운  황에 한 분석과 사서학

습동아리 활동에 따른 사서의 인식에 한 조

사를 수행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2 학습동아리의 개념

학습동아리는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가 동일

한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학습조직을 운

하는 모임을 말한다(홍숙희 2001). 학습동아리

는 자발 인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자기주도

인 형태로 나타나며, 문제해결을 한 력학

습이 요하므로 나 홀로 학습뿐만 아니라 다

른 학습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경험 공

유와 학습자원 공유를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

서 학습동아리의 요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석열 2005). 

첫째, 학습동아리는 학습자들의 자발성이 있

어야 한다. 학습동아리가 운 되기 해서는 각 

개인이 상당한 정도 학습의욕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동아리가 차 체계를 갖추고 학습

내용이 진 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학습동

아리 운 에 한 계획이 명료해야 한다. 

셋째, 학습동아리에는 리더의 역할이 요하

다. 리더는 모임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회의

진행법, 토론운 법 등 학습동아리 운 에 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넷째, 학습동아리 구성원들 간의 정기 인 만

남으로 인간 인 긴 성과 교제가 뒷받침되는 

학습동아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동아리가 학습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공간

이 있어야 한다. 물론 매주 일정한 시기에 만나

서 함께 학습을 하는 Off-line 상의 공간도 필

요하지만 On-line상의 공간도 필요하다. 

여섯째, 학습동아리가 자발 으로 이루어진

다고 하여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환

경 인 요인에 의해서 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 인 학습문화 형성을 해 극

인 지원과 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일곱째, 학습동아리 구성원들이 그 자질을 계

속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일정 정도의 학습 

내용에 한 정리와 활동에 한 평가체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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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교도서  사서’는 

학교도서 을 담당하는 문 인력으로 학교도

서 진흥법에 근거하여 사서, 사서교사, 실기교

사, 기간제 사서교사를 통칭한다.

  3. 학교도서  사서학습동아리 
운  분석

여기에서는 학교도서  사서학습동아리의 운

 분석을 하여 경기도 지역의 사서학습동아

리 운  황을 조사하고, 사서학습동아리 운  

 지원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경기도 사서학습동아리 운  황

학교도서  사서학습동아리 운  황을 조

사하기 하여 우선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도서  업무 담당자와 화인터뷰를 통해 

학습동아리 운 여부에 해 조사하 으며, 결

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에 공식

으로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학교도서  사서학

습동아리를 운 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 성남, 안

양과천 등 1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서들

이 모여 자발 인 사서학습동아리를 운 하고 

있는 지역은 부천, 화성오산 2개 지역이었고, 사

서학습동아리를 운 하지 않은 지역은 군포의왕, 

주하남, 안성 등 1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별 교육청 지도형 사서

학습동아리의 조직  활동 역을 조사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식 으로 사

서학습동아리를 운 하고 있는 지역을 상으

로 학습동아리 운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수원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연구주제 

선정 후 사서들이 활동 희망 을 3지망까지 지

원하는 체제로 사서학습동아리인 사서연구회를 

운 하고 있었다. 

둘째, 성남과 안양과천, 명, 안산, 평택, 여

주의 경우 ․ ․고의 학교 별 사서학습동

아리를 운 하고 있었다.

셋째, 평택의 경우 내 사서가 없는 학교를 

상으로 하며,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컨설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도서 지원단 사

서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은 사서를 

상으로 운 하고 있었다. 

구분
교육지원청 주도형 

사서학습동아리 운  지역

자발  

사서학습동아리 운  지역

사서학습동아리를 

운 하지 않는 지역

지역별 

교육지원청

수원, 성남, 안양과천, 

명, 안산, 평택, 

여주, 양평, 이천, 용인, 

구리남양주, 가평

부천, 화성오산

군포의왕, 주하남, 안성, 

김포,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주, 

연천, 포천

지역 수 12개 지역 2개 지역 11개 지역

<표 1> 2014년도 경기도의 지역별 사서학습동아리 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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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서학습동아리 운 방법

수원

∙공모를 통한 연구주제 선정 후 사서들이 활동하기를 원하는 주제 1,2,3차 희망 지원, 선정

∙10개  운 (동화구연, 아동문학사연구, 역사토론논제개발, 소식지제작, 인문학 용, 동아리운 방

법, 인문고 읽기방법연구, 수원문학기행 로그램 개발, 독서치료  상담)

성남

∙학교 별( ․ ․고), 지역별, 연구주제별로 구분

∙4개 분과(학교도서  자료 리, 학교도서  로그램 운 , 학교도서  실무, 독서교육 로그램 

운 ) 운

안양과천

∙학교 별(분과별)로 구분하여 총 6개  운

∙ 등(도서 활용수업, 도서 활용 로그램, 독서골든벨)과 등(도서 활용수업, 도서 활용 로

그램, 도서 동아리운 )으로 운

명
∙학교 별(분과별) 3개 동아리 운

∙ 등(교과연계연구)과 등(독서논술교육)  고등(아침독서 로그램 개발)으로 운

안산

∙학교 별(분과별) 3개 동아리 운

∙ 등(2개 동아리: 단계별독서 로그램활동 개발, 독서토론의 논제와 발문만들기)과 고등(1개 

동아리: 독서활동 로그램 개발)으로 운

평택
∙학교도서 지원단의 고 사서 상 5개 분과 운 (도서 활용 로그램, 인문학독서활동, 상황별

주제별권장독서목록, 학교도서 소식지, 독서토론) 

여주

∙친목도모 성격으로 과제부여

∙ 등(업무일지의 효율 인 리)과 등(독서 리젠테이션 개발) 분과 주제모임 황상황에 해서 

의

∙가시 인 효과는 없었음

양평

∙학교도서 지원단( 의회) 에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학습동아리에 참여

∙1  운 (달마다 책을 한 권씩 선정해서 책을 읽고 책에 해서 토론)

∙ 고 참여

∙지원 은 없으나 조공문을 보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함 

이천

∙학교 별, 혼합 등 4개  운  

∙ 등(독서 로그램 개발1, 독서 로그램 개발 2)과 고등(독서 로그램 개발)  고(DLS 로

그램 지원에 한 연구)로 운

용인

∙구별(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 고 사서가 함께 모여 정기 의회 개최  운 (학교도서  활용 독후활동 로그램 개발연구, 

학교도서  연계 활용 로그램 개발, 소지한 자격증을 활용한 강의 주의 연구회 활동) 

구리남양주
∙학교 별 2009개정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연계도서개발 모임

∙ 등과 등  고등으로 운

가평 ∙ 등만으로 구성된 독서연구회 1개 동아리

<표 2> 2014년도 경기도 지역별 교육청 지도형 사서학습동아리의 조직  활동 역

한편, 사서학습동아리 운  동아리 수는 수

원지역이 가장 많은 10개의 을 운 하고 있

었으며, 다음으로 안양과천이 6개 이며, 평택

은 5개 을 운 하고 있었다. 그외 용인은 3개 

, 성남과 이천은 4개 , 명과 안산  남양

주는 3개 , 여주는 2개  그리고 가평과 양

평은 1개 을 운 하고 있었다. 

학습동아리의 주제를 살펴보면 수원 사서

연구회의 경우에는 동화구연, 아동문학사 연

구, 역사토론 논제개발, 소식지 제작, 인문학 

용, 동아리 운 방법, 인문고  읽기방법 연

구, 수원문학기행 로그램 개발, 독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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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등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로 운 되고 있

었다. 성남, 안양과천, 명, 안산, 평택, 여주, 

이천, 구리남양주의 경우에는 학교도서 과 독

서교육 로그램, 교과연계도서 개발 등에 

한 여러 개의 학습동아리를 운 하고 있었다. 

양평과 가평의 경우에는 독서토론, 독서연구회

가 운 되고 있었다. 용인의 경우에는 학교도

서  활용 독후활동 로그램 개발연구, 학교

도서  연계 활용 로그램 개발, 소지한 자격

증을 활용한 강의 등 학교도서  운  사례 

심의 강의 주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운 하

고 있었다. 

3.2 사서학습동아리 운   지원

경기도 지역의 25개 교육지원청 에서 학교

도서  사서학습동아리 운  계획에 한 자료

를 제공해  수원, 용인, 성남, 안양과천 등 4개

의 학교도서  사서학습동아리 운  황을 비

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4개의 학교도서  사서학습동

아리 운  황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학습동아리의 명칭. 수원, 용인, 성

남, 안양과천 4개 지역의 사서학습동아리의 명

칭은 모두 사서연구회로 되어 있었다. 

둘째, 사서연구회의 참여 상. 사서연구회 참

여 상은 수원과 성남, 안양과천의 경우에는 학

교도서  사서, 사서교사로 되어 있었다. 한편, 

용인의 경우에는 도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인력인 학교도서  사서, 사서보조, 시간제 사

서를 상으로 하고 있었다.

구분 수원 용인 성남 안양과천

명칭 사서연구회 사서연구회 사서연구회 사서연구회

참여

상

학교도서 사서,

사서교사

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상으로 함(학

교도서  사서, 사서보조, 시

간제 사서)

학교도서 사서,

사서교사

학교도서 사서,

사서교사

구성
공모를 통한 

연구주제 선정 

구별(처인구, 기흥구, 수지

구) 정기 의회 개최  운

학교 별, 지역별, 연구주

제별로 구분하여 분과 조직

학교 별, 분과별 구분하여 

운

동아리  수 10개 3개 4개 6개

활동

시기
2014.3 ~ 2014.12 2014.5 ~ 2014.12 2014.7 ~ 2014.12 2014.5 ~ 2015.1

활동

횟수
10회 8회 6회 5회

정기

회의

매월 네 번째 

화요일 15:00-17:00
별로 매월 별도 선정 별로 의 후 선정

홀수달 네 번째 목요일 

14:30 

교육

지원청

지원

당 30만원 당 30만원 당 30만원 당 30만원

온라인카페
http://cafe.daum.n

et/schoollibrary

http://cafe.daum.net/yon

ginschoollibrary

http://cafe.naver.com/li

blove08
운 하지 않음

<표 3> 2014년도 교육형주도형 학교도서  사서학습동아리 운   지원 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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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서학습동아리의 별 구성. 사서학

습동아리의 별 구성은 수원의 경우에는 공모

를 통한 연구주제를 선정하 고, 용인의 경우

에는 지역구별로 ․ ․고등학교 학교도서

 담당 인력이 함께 모여 용인 지역의 학교도

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매번 강의 주제

가 달라지는 운 체제 다. 성남의 경우에는 

학교 별, 지역별, 연구주제별로 분과를 조직하

여 운 하 고, 안양과천의 경우에는 학교 별, 

분과별로 운 하고 있었다.

넷째, 학습동아리 활동 횟수. 학습동아리 활

동 횟수는 수원의 경우에는 2014년에 총 10회

를 운 하 으며 용인의 경우 8회, 성남의 경우

에는 6회, 안양과천의 경우에는 5회 운 하

다. 정기회의는 수원과 안양과천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운 되고 있었

으며 용인과 성남의 경우에는 별로 의 후 

자유롭게 선정하고 있었다. 

다섯째, 교육지원청의 지원 . 사서학습동아

리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지원 은 수원

과 용인, 성남, 안양과천의 경우에는 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사서학습동아리의 

온라인 카페를 운 하는 지역은 수원과 용인, 

성남 3곳이었으며 안양과천지역은 온라인 카페

를 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으로 경기도 지역의 25개 교육지원

청 에서 학교도서  사서학습동아리 운  

계획에 한 자료를 제공해  수원, 용인, 성

남, 안양과천 등 4개의 학교도서  사서학습

동아리의 운  황에 하여 명칭과 참여

상, 별 구성, 활동 횟수 그리고 교육지원청

의 지원  등을 비교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하

여 수원지역 사서연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4. 수원지역 사서연구회 운   
사서의 인식 분석

여기에서는 수원지역 사서연구회의 조직  

운 과 사서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4.1 수원지역 사서연구회 조직  운

수원지역 사서연구회의 운  특징에 하여 

학습동아리의 요건인 자발성, 계획성, 리더의 

역할, 정기 인 만남, 상호작용의 공간, 학습동

아리 활동에 한 지원체제, 학습동아리 활동

에 한 정리와 평가체제의 7가지 요건(이석열 

2005)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연구회는 수원교육지원청의 학교

도서 지원단 활동을 모체로 연구 활동에 한 

사서들의 요구에 수원교육지원청이 동의를 해

서 운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

원지역 사서연구회는 수원교육지원청이 동의

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주도형 사서학습동

아리로 볼 수 있다.

“각 지역청에서 제일 운 을 잘하는 몇 학교를 

정해 가지고 2008년에 학교도서 활성화지원단

을 만들었죠. 등학교 7개 고등학교 5개 해서 

총 12개로 시작했어요. 사서가 있는 학교도 있지

만 사서가 없이 운 되는 학교가 있어요. 사서가 

있는 곳은 상 없는데 사서가 없는 곳은 운 하

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체를 만들어서 멘토역

할을 했어요.” (사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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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에서 활동하는 학교의 사서들은 매달 

한 번씩 교육청에 출장을 나와서 학교도서 을 

어떻게 운 해야 하는지 의를 했어요. 그 의

회 일 에는 학교도서  업무매뉴얼이나 운

규정이든지, 학교도서 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

을 개발하기도 했거든요. ..... 모이다보니 운 이 

더 잘되는 거 요. 그래서 생각한 게 권역별로 

지역별로 의하는 의체, 함께 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하고 생각했던 게 연구회 같

은 것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하게 된 거 요.” 

(사서 L) 

“사서연구 활동을 간 히 원했는데 사서들이 

요구에 의해서 교육청이 동의를 했어요.” (사

서 S)

“2011년 1년 동안 고민하고 2012년에 시작한 

거죠. 2012년에 별( , 고등), 구별로 해서 

10개 을 만들었어요. 2013년에는 일 년 해보고 

나니까 방향을 잡게 되드라구요.” (사서 L) 

둘째, 사서연구회는 운 계획에 기 하여 활

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악된다. 2014년도의 

경우, 3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학교도서  

사서연구회 체 운  계획 달  별 세부

계획 의, 사서연구회 간부를 선출하 으며, 4

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각 별 원의 학교

에서 연구회를 운 하 다. 

셋째, 사서연구회의 인  조직은 모든 을 

표하는 회장, 을 이끄는 장, 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사서연구회는 리더의 역할이 

시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넷째, 사서연구회는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오

후 3시부터 5시까지 정기회의를 운 하고 있으

므로 정기 인 만남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섯째, 사서연구회는 학습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한 온라인카페와 단체카톡방을 운

하고 있으므로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공간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여섯째, 학습동아리 활동에 한 지원체제가 

필요한데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사서연구

회 참여를 한 출장 공문 발송, 연구활동을 

한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습동아리 활동에 한 정리와 평

가체제가 있어야 하는데 매월 말 별 회의내

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매

년 각 별 수업지도안 등 연구 한 내용을 학교

도서  사서연구회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배포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수원지역 사서연구회는 

학습동아리의 7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수원지역 사서연구회는 2012년에 시작되었

으며 2012년에는 학교 별, 구별로 구분하여 8

개 , 자원 사활동 로그램 개발 학습동아리 

1 , 학교도서  e-소식지 1  등 총 10개 을 

운 하 다. 2013년에는 학교 , 구별로 구분하

여 6개 , 신학교 1 , 수원역사독서동아리 

1 , 학교도서  e-소식지 1  등 총 10개 을 

운 하 다. 2014년에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 로 사  연구 주제 공모를 통해 기존의 학

교   구의  구성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구주제 9개 , 학교도서  e-소식지 1  등 

총 10개 을 운 하 다. 연도별 수원지역 사

서연구회 별 연구주제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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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명 연구주제 명 연구주제 명 연구주제

1
통구 
등

교과 연계 그림책 선정, 활
용방안 연구

통구 
등

(2009년)통합교과개정에 
따른 교과 련그림책 연구

키득 키득
(kid得, 
kid得)

동화구연을 통한 표 력 
신장과 세 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

2
통구 
등

학교도서 평가 척도 개발
통구 
등

도서 에서 길을 찾자(도서
 활용 로그램 개발)

북 트래블러
아동문학사 연구, 등
학생 상 작가 심 추
천목록 만들기

3
팔달구 

등
학년별 추천도서목록 개발

팔달구 
등

도서 이용수업 지도안
교과연계 활
용수업 자료
개발 연구회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
업 지원을 한 인쇄자
료 선정연구

4
팔달구 

등
월별 권장도서목록 개발

팔달구 
등

2013 수원학교도서  10주
년 역사연구

인문 서
(人文 書館)

인문학을 학교도서 운
 독서교육에 용

5
권선구 

등
학교도서  평가 척도 개발

권선구
장안구 등

1～2학년교과 련 도서 연구
BOOK
-QR

학생 동아리 운 방법

6
권선구 

등
교과 연계 그림책 선정, 활
용방안 연구

권선구
장안구 등

독서토론 지도방법 개발
 오거서
(五車書)

인문고  천천히 읽기 
지도 방법 연구

7
장안구 

등
방과후 독서 로그램 개발

Healing 
Story

이야기 멘토링을 통한 힐링
스토리 로그램 개발

힐링 라이
러리

독서치료  상담

8
장안구 

등
독서토론 지도방법 개발

여사서
동락

( 司書
同樂)

수원 역사와 연계한 창의  
체험독서 로그램 개발

여사서
동락

( 司書
同樂)

우리 역사속에서 찾는 
토론 논제 자료 개발

9
학습
동아리

학교도서 /공공도서
학생 자원 사활동 로그
램 개발

신학교
등
고등

신학교 학교도서  역할
도서 에 
간 사자

수원지역문학기행 로
그램 계발

10
학교
도서  
e-소식지

수원 학교도서  
e-소식지 제작

학교도서  
e-소식지

수원 학교도서  e-소식지 
제작

학교
도서
e-소식지

수원 학교도서  e-소
식지 제작

<표 4> 연도별 수원지역 사서연구회 별 연구주제

4.2 사서의 인식에 한 조사 분석 

이 장에서는 사서의 인식에 한 조사 수행

을 해 개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자료 

수집에 한 기술에 이어 구체 으로 1) 사서

연구회 명칭에 한 인식, 2) 사서연구회 필요

성에 한 인식  참여 동기, 3) 사서연구회 

심분야  만족도, 4) 사서연구회 활동의 장

애요인  개선되어야 할 에 한 인식, 5) 

사서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한 지원 주체에 

한 인식에 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4.2.1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자료 수집 

설문조사는 우선 비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 18부를 통해 보완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학교도서  사서를 상으로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SNS와 이메일

을 통한 방법  직  배포 방법을 통하여 140

부를 배포하 으며 그  91부가 회수되었다. 

그 에서 유효한 설문지 86부를 상으로 분

석하 다. 설문은 인구통계학  질문으로 학교

, 성별, 연령, 학력, 취득한 사서자격증을 표

기하도록 구성하 다. 설문 문항은 1) 사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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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 필요성에 한 인식  참여 동기(필요성

에 한 인식, 참여하게 된 동기, 참여할 때 고

려사항, 계속 참여할 의지 여부), 2) 사서연구

회 심분야  만족도(연구회 심분야, 연구

회 학습 방식, 참여해 본 연구주제, 연구주제에 

한 만족도, 연구회 활동 환경에 한 만족

도), 3) 사서연구회 참여효과에 한 인식(활

동의 참여성과, 사서역량 강화에 주는 향에 

한 인식, 학교도서  운 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4) 사서연구회 활성화를 한 지원(사

서연구회 활동의 장애요인, 사서연구회 활성화

를 한 지원주체, 장애요인, 개선해야 할 )

으로 구성하 다.

설문지 응답자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교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교

사)는 등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 고등

학교 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85명, 남자는 1명

이었다. 연령 는 30 가 37.2%로 가장 많았으

며, 40 가 그 다음인 33.7% 다. 학력은 졸

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서가 35.6% 다. 취득한 사서자격증

으로는 정사서 2  자격증이 42.1% 으며 사

서 22.6%, 사서교사 21.1%순이었다.

사서연구회 운   활동에 해 구체 인 

내용을 악하기 하여 수원지역 사서학습동

아리인 사서연구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장,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서 총 6명을 상으로 

2015년 1월 7일에 면 면으로 심층인터뷰가 실

시되었으며 추가 으로 필요한 내용은 2015년 

5월 20일까지 화인터뷰를 실시하 다. 응답

자들은 모두 학교도서  담당 경력이 5년 이상

인 사서들이었으며 사서연구회 활동경력은 1년

부터 3년까지 다. 심층 인터뷰는 총 4개의 문

항으로 1) 사서연구회 명칭에 한 인식, 2) 사

서연구회의 참여효과에 한 인식, 3) 사서연구

회 참여함으로 좋은 , 4) 사서연구회의 활동

의 장애요인 등으로 구성하 다.

4.2.2 사서연구회 명칭에 한 인식

사서들은 학교도서 에 한 로그램을 연

구하고 있으므로 사서연구회라는 명칭이 타당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연구회라는 명칭

구분 N 백분율(%)

근무 

학교

등학교 50 58.1

학교 23 26.7

고등학교 13 15.1

합계 86 100.0

성별

남자 1 1.2

여자 85 98.8

합계 86 100.0

연령
25세～30세 미만 13 15.1

30세 ～ 35세 미만 22 25.6

<표 5> 설문지 응답자의 배경

구분 N 백분율(%)

연령

35세 ～ 40세 미만 10 11.6

40세 ～ 45년 미만 10 11.6

45세 ～ 50세 미만 19 22.1

50세 이상 12 14.0

합계 86 100.0

학력

문 졸 11 12.8 

4년제 졸 53 61.6 

학원졸(석사) 21 24.4 

학원졸(박사) 1 1.2 

합계 86 100.0 

취득한 

사서

자격증

(복수응답)

사서 30 22.6 

정사서2  56 42.1 

정사서1 6 4.5 

실기교사 13 9.8 

사서교사 28 21.1 

합계 1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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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함으로써 출장의 용이성  행정  편

의성이 있으며 사서들이 일반교사의 교과교육

연구회처럼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시

해  수 있는 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연계도서, 과목별 연계도서와 같은 다양

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해보자, 자료를 각 모임에

서 연구를 하든지 자료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

작한 거 요.” (사서 L)

“일반 교사들은 교과교육연구회라고 해서 국어, 

수학 등 교과교육연구회로 활동하는데 사서도 

그런 일환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서

연구회로 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 학교도

서  담당 주무  C)

“도서 연구회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사서연구

회라는 타이틀을 주면 학교에서 출장을 나올 때

에도 리자들은 아 사서들도 런 연구회라고 

생각할 거 요.” (사서 L)

 

“사서들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서연구회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서 S)

“사서만이 모 고 학교도서 에 한 로그램

이나 연구를 하고 도서 이라는 목 이 있고 개

인  성향에 한 것이 아니라 연구회가 맞는 

것 같아요.” (사서 K)

“연구회는 하나의 조직화하는 체계 인 연구그

룹이라는 명칭인데요, 학습동아리와 내용을 보

면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연구회라는 명칭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사서 H) 

4.2.3 사서연구회 필요성에 한 인식  

참여 동기

사서연구회의 필요성에 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42

명(48.8%), 매우 필요하다 37명(43%), 보통

이다 7명(8.1%)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인 

응답은 없었다. 그러므로 다수인 91.8%의 사

서들이 사서연구회의 필요성에 해서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참조).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 37 43.0

필요하다 42 48.8

보통이다 7 8.1

필요하지 않다 0 0

 필요하지 않다 0 0

합계 86 100.0

 <표 6> 사서연구회 활동의 필요성에 한 
인식

사서연구회 참여 동기를 조사한 결과, 사서

들 간에 교류를 통한 학교도서  운  노하우 

공유가 65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이 사서의 자질 향상 30명(23.6%), 교육청의 

극 인 지원이 27명(21.3%), 독서에 한 

심 3명(2.4%), 기타 2명(1.6%) 순으로 나타났

다(<표 7> 참조). 1인 사서 운 체제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사서들의 교류를 통하여 학교도서

 운  노하우 공유  사서의 자질 향상에 기

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 수원지역 교육지원청의 극 인 지

원이 사서연구회 참여 동기에 향을 미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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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악된다.

응답 빈도 백분율(%)

사서들 간에 교류를 통한 학교도

서  운  노하우 공유
65 51.2 

사서의 자질 향상 30 23.6 

교육청의 극 인 지원 27 21.3 

독서에 한 심 3 2.4 

기타 2 1.6 

합계 127 100.0 

<표 7> 사서연구회에 참여 동기(복수응답)

사서연구회에 참여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창의

 주제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49명, 51.6%)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연구활동 방법 26명

(27.4%), 활동 환경  장소 8명(8.4%), 지도

자( 장)이 5명(5.3%), 활동 참가구성원 5명

(5.3%), 기타 2명(2.1%)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응답 빈도 백분율(%)

창의  주제 49 51.6 

연구활동 방법 26 27.4 

활동 환경  장소 8 8.4 

지도자( 장) 5 5.3 

활동 참가 구성원 5 5.3 

기타 2 2.1 

합계 95 100.0 

 <표 8> 사서연구회 참여시 고려하는 사항 

(복수응답)

4.2.4 사서연구회 심분야  만족도

사서연구회 활동  심 분야를 조사한 결

과, 독서교육 련 로그램 개발 45명(47.9%), 

학교도서  운 방법 25명(26.6%), 학교도서

 활성화 방안 10명(10.6%), 독서동아리 운  

8명(8.5%), 교수․학습 제작  자료 수집 6명

(6.4%)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응답 빈도 백분율(%)

독서교육 련 로그램 개발 45 47.9 

학교도서  운  방법 25 26.6 

학교도서  활성화 방안 10 10.6 

독서동아리 운  8 8.5 

교수․학습 제작  자료 수집 6 6.4 

합계 94 100.0 

  <표 9> 사서연구회 활동  심 있는 

분야(복수응답)

 사서연구회에서 운 하고 있는 학습방식을 

조사한 결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과제 

심의 토론이 67명(77.9%)으로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그 다음이 찰, 견학, 실습 심의 활

동이 10명(11.6%), 기타 7명(8.1%), 장의 강

의 심이 2명(2.3%)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응답 빈도 백분율(%)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과제 심 토론
67 77.9

찰, 견학, 실습 심 10 11.6

장의 강의 심 2 2.3

기타 7 8.1

합 계 86 100.0

  <표 10> 사서연구회에서 운 하고 있는 

학습방법

참여해 본 연구주제에 해 조사한 결과, 학

교도서  운  로그램 개발이 40%(26.1%),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  자료 수집과 기타

가 각각 33명(21.6%), 교과수록 도서 연계  

추천도서 30명(19.6%), 학교도서  홍보(소식

지 외 신문자료) 17명(11.1%) 순으로 나타났

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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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빈도 백분율(%)

학교도서  운  로그램 개발 40 26.1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  자료 

수집 
33 21.6 

교과수록도서 연계  추천도서 30 19.6 

학교도서  홍보

(소식지 외 신문자료)
17 11.1 

기타 33 21.6 

합 계 153 100.0 

<표 11> 참여해 본 연구 주제(복수응답)

사서연구회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

한 결과 극 참여하겠다가 42명(48.8%)으로 가

장 많이 나타났으며, 참여하겠다 39명(45.3%), 

그  그 다 5명(5.8%)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인 응답은 없었다. 그러므로 다수인 94.1%의 

사서들이 사서연구회 참여에 해 정 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2> 참조).

응답 빈도 백분율(%)

극 참여하겠다 42 48.8 

참여하겠다 39 45.3 

그  그 다 5 5.8 

참여할 생각이 없다. 0 0.0 

 참여할 생각이 없다. 0 0.0 

합 계 86 100.0 

<표 12> 사서연구회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여부

4.2.5 사서연구회 만족도

사서연구회 연구주제에 한 만족도를 조사

한 결과, 만족이 45명(52.3%), 매우 만족 20명

(23.3%), 보통 17명(19.8%), 불만족과 매우 불

만족이 각각 2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다수인 75.6%의 사서들이 연구주제에 

해서 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주제에 한 불만족한 이유는 공

모를 통한 연구주제를 선정한 후 사서들이 활동

하기를 원하는 을 3지망까지 지원하는 체제

로 사서연구회를 운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지

망까지 탈락하여 원하지 않은 주제의 에 배치

받기 때문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응답 빈도 백분율(%)

매우 만족 20 23.3

만족 45 52.3

보통이다 17 19.8

불만족 2 2.3

매우 불만족 2 2.3

합 계 86 100.0

<표 13> 연구 주제에 한 만족도 

사서연구회 활동 환경에 한 만족도를 조사

한 결과, 보통이 40명(46.5%), 만족이 30명

(34.9%), 불만족 8명(9.3%), 매우 만족 7명

(8.1%), 매우 불만족이 1명(1.2%) 순으로 나

타났다(<표 14> 참조). 불만족한 이유로는 사

서연구회 출장에 해서 교장에 한 인식 부

족으로 인한 문제와 사서 공백으로 인한 신 

도서 을  학부모 섭외가 힘든 것 등의 요

인으로 나타났다. 

응답 빈도 백분율(%)

매우 만족 7 8.1

만족 30 34.9

보통 40 46.5

불만족 8 9.3

매우 불만족 1 1.2

합 계 86 100

  <표 14> 사서연구회 활동 환경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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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사서연구회 참여 효과에 한 인식

사서연구회 참여 효과에 해 사서들의 정보 

공유  동네트워크 구축, 공동지성으로 학

교도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사서인식의 

변화,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특히 장경험이 

없는 신임 사서들에게 많은 도움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서들의 정보 공유  동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큰 성과이며 공동지성으로 학교도서  서비

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 O)

“선배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보니 정보가 많으

셨어요. 장경험이 없는 신임사서들이 오게 되

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 요.” (사서 K)

“근데요. 진짜 가장 요한 것이 사서인식의 변

화인 것 같아요. 사서연구회가 연구도 좋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선생님도 알게 되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사서 M)

사서연구회 활동 참여효과를 조사한 결과, 학

교도서  운  련 정보 공유가 40명(39.6%)

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로서 자질(역량)을 키

울 수 있는 기회가 됨 35명(34.7%), 학교도서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 21명(20.8%), 자아실

의 기회 제공 3명(3.0%), 기타 2명(2.0%) 순

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사서연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서로 심 있는 주제를 연구하며 

자신의 노하우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업

무상 어려운 은 소통을 통해 해소하며 피드백

을 서로 주고받으며 해결할 수 있는 장 이 있

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응답 빈도 백분율(%)

학교도서 운  련 정보 공유 40 39.6 

사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 35 34.7 

학교도서  업무수행 능력 향상 21 20.8 

자아실 의 기회 제공 3 3.0 

기타 2 2.0 

합 계 101 100.0 

 <표 15> 사서연구회 활동에 참여한 후에 

참여효과(복수응답)

사서연구회가 사서로서의 역량 강화에 주는 

향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 43명

(50.0%), 매우 그 다 32명(37.2%), 보통이다 

11명(12.8%)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인 응답

은 없었다. 그러므로 87.2%인 다수의 사서들이 

사서역량 강화에 주는 향에 해 정 으로 

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6> 참조). 

사서연구회 활동을 통해 개정된 교과과정 악, 

자신 있는 참고서비스 제공, 아동문학에 한 지

식 배양, 동화구연 능력 향상 등 사서역량 강화에 

정 인 향을  것을 알 수 있다. 

응답 빈도 백분율(%)

매우 그 다 32 37.2

그런 편이다 43 50.0

보통이다 11 12.8

그 지 않은 편이다 0 0

 그 지 않다 0 0

합 계 86 100

<표 16> 사서역량 강화에 주는 향

“교과연계활용수업자료개발연구회에 참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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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4년에는 3,4학년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

서선생님들이 교과지도서를 악할 수 있고요. 

가장 좋았던 은  4학년 수학만 맡아서 했는데

요. 교과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요구할 때 내가 맡았던 과목에 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었어요.” (사서 K) 

“북트 블러는 아동문학에 해 깊이 있게 알아

서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드라도 제 로 알고 권

해줘야 하니까 시 인 흐름을 알자고 해서 연

구했는데요. 에는 우리 한국문학에 해 깊이 

있게 공부한 이 없었어요. 읽어보지 않은 유명

한 책을 읽어볼 수 있었어요.” (사서 M)

“키득키득은 동화구연을 기본 으로 하고요. 인

형극을 하되 동아리에 소속된 선생님 학교에 가

서 공연을 하는 것이에요. 동화구연을 하시는 

몇 분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못하시는 분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동화구연을 배우면 되니까요. 

선생님들도 잘하시게 되었고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서 H)

사서연구회 활동이 학교도서  운 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4명(51.2%), 매우 도움

이 된다 30명(34.9%), 보통이다 11명(12.8%), 

도움이 되지 않는다 1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86.1%인 다수의 사서들이 학교도서

 운 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표 17> 참조). 사서연구회 활동 

내용이 교과연계도서  활용수업 지원, 아동문학

사 연구, 동화구연 표 력 신장, 인문학의 도서  

용, 독서치료  상담 등 학교도서  운 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  

운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응답 빈도 백분율(%)

매우 도움이 된다 30 34.9

도움이 된다 44 51.2

보통이다 11 12.8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1.2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

합 계 86 100.1

<표 17> 학교도서  운 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4.2.7 사서연구회 활동의 장애요인  개선되

어야 할 에 한 인식

사서연구회 활동의 장애요인을 설문지로 조

사한 결과, 교장의 인식  지원의 극성 부족

이라는 의견이 52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회의 시간 부족 38명(32.5%), 교육청 지원 

부족 15명(12.8%), 사서연구회 주제 빈약 10명

(8.5%), 기타 2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과 한 과제와 학교 업무가 겹칠 때 

시간의 부족, 동아리 활동으로 참석시 신 도

서 을 운 해  체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표 18> 참조). 

학교도서 의 특성상 도서  문을 닫고 출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서들은 회의 참석시마다 

출장 자체에 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원활

한 활동을 하여 더 많은 회의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출장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도서  문을 닫거나 

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인  여유

가 없는 거죠. 체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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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출장을 가면 교장이 싫어해요.” (사서 O) 

“연구회의 시간이 한 달에 2시간씩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만나서 한 달 동안 했던 주제와 

련된 이야기, 학교도서  운 과 련된 이야기, 

과제를 한 토론, 다음 달에 연구할 주제를 의논해

야 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사서 H)

응답 빈도 백분율(%)

학교장의 인식  지원의 극성 

부족 
52 44.4 

연구회의 시간 부족 38 32.5 

교육청 지원 부족 15 12.8 

사서연구회 주제 빈약 10 8.5 

기타 2 1.7 

합계 117 100.0 

  <표 18> 사서연구회 활동의 장애요인 

(복수응답) 

사서연구회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을 조

사한 결과, 사서연구회 경제  지원 확 , 사서

연구회 간 정보교류라고 응답한 의견이 각각 

33명(35.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서

연구회 홍보  마  24명(25.8%), 기타 3명

(3.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주

제별 동아리 운 의 단 으로 교통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제시되었다(<표 19> 참조). 

응답 빈도 백분율(%)

사서연구회 경제  지원 확 33 35.5 

사서연구회 간 정보교류 33 35.5 

사서연구회 홍보  마 24 25.8 

기타 3 3.2 

합 계 93 100.0 

 <표 19> 사서연구회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복수응답) 

4.2.8 사서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한 지원 

주체에 한 인식

사서연구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해서 교장

의 지원 63명(43.4%)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지원이 요하다고 응

답한 54명(37.2%), 사서연구회 회원 간의 지원 

25명(17.2%), 기타 3명(2.1%) 순으로 나타났

다(<표 20> 참조). 사서들은 사서연구회 회의를 

한 출장문제를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장의 극 인 지원,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제

공하고 있는 출장 공문 등 행정 인 지원  운

비 지원 등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응답 빈도 백분율(%)

교장의 지원 63 43.4 

교육청의 지원 54 37.2 

 회원 간의 지원 25 17.2 

기타 3 2.1 

합계 145 100.0 

 <표 20> 사서연구회 활성화를 한 지원 

주체 (복수응답)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의 학습동아리 운 을 악하고 학습동아

리 활동에 한 사서의 인식을 악함으로써 

학습동아리의 필요성  효과 그리고 향후 개

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경

기도 지역에서 학교도서  사서학습동아리 활

동이 가장 활발하게 운 되고 있는 것으로 

악된 수원지역 사서연구회 회원들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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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뷰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설문지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은 학교도서 에 한 로그램

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사서연구회라는 명칭이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출장의 용이성  행정  

편의성이 있으며 사서들이 일반교사의 교과교

육연구회처럼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

시해  수 있는 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서연구회 참여동기는 사서들 간에 

교류를 통한 자료  운  노하우 공유, 사서의 

자질향상, 수원지역 교육지원청의 극 인 지

원이 사서연구회 참여 동기에 향을 미친 것

으로 악되었다. 사서연구회 활동의 참여성과

는 학교도서  운  련 정보 교류  자료공

유, 사서자질 향상의 기회 제공, 학교도서  업

무수행 능력의 향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서연구

회 활동을 통하여 참여동기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서연구회의 별 주제가 교과연

계도서  활용수업 지원, 아동문학사 연구, 동

화구연 표 력 신장, 인문학의 도서  용, 독

서치료  상담 등 학교도서  운 에 한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사서들이 

사서연구회의 필요성  연구주제, 사서연구회 

활동이 학교도서  운 에 주는 향에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정된 교과과정 악, 

자신 있는 참고서비스 제공, 아동문학에 한 

지식 배양, 동화구연 능력 향상 등 사서연구회 

활동이 사서역량 강화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사서연구회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학교

도서 의 특성상 도서  문을 닫고 출장을 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서들은 회의 참석시마다 

나가는 것 자체에 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 사서연구회 활동의 활

성화를 해서는 사서학습동아리 활동에 한 

교장의 정 인 태도를 가장 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앞으로 사서학습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를 

해서는 모임 시간을 연장하거나 모임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 으로 공식

인 모임 횟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므

로 비공식 인 오 라인 모임, 온라인 커뮤니

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동아리 차원에서 내 정보교류는 

활발하나 별 정보교류가 부족한 편이므로 온

라인 카페를 통한 별 정보자료의 신속한 자

료의 업로드  극 인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장이 학교도서  사서학습동아리 활동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서들의 극 인 

학교도서  운  태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장을 상으로 

한 연수에서 사서학습동아리 활동의 요성  

효과를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사서학습동아리가 필요로 하는 강사 

 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서들이 보다 

문 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

서연구회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수원지역 학교도서  

사서연구회 운   사서의 인식에 한 연구

를 통하여 학교도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지역 내 학교도서 의 모범 인 

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도서 의 활성

화 유도가 가능한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므

로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학교도서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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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운 한다면 장

심의 사서 커뮤니티 강화와 문성 신장을 통

한 학교도서 의 질  성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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