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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학교 사회  교과서의 탐구 과제를 정보활용과정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서교사가 정보활용교육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역할을 알아보기 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학교 사회  교과서의 탐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은 개별 으로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쓰거나 발표하는 활동을 개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특징을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에서 지도하는 정보활용과정과 비교하면, 1단계인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 요구 악하기’와 3단계인 ‘정보표 하기’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탐구 과제 해결에 

필요한 한 자료의 탐색 략과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종합하는 능력 그리고 탐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 등을 지도함으로써 사회교사의 수업 부담을 여주고 학생의 탐구 활동을 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서는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정보활용능력을 기반으로 한 동수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quiry tasks of textbooks in middle schools social studies under 

the information literacy process and find out teacher librarians’ educational information service on the 

side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iddle school students who carry 

out the inquiry tasks of social studies should select sources, seek its’ related information and create their 

products through writing reports or presentation. Compared with information literacy process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the First step of task definition and figuring out information needs and the Third 

step of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 are being implemented. For this reason, teacher librarian could reduce 

social studies teachers’ burden of class and promote students’ inquiry activities by teaching skills of suitable 

materials seeking strategies for solving their task, understanding and synthesizing the information and 

evaluating their process and res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collaborative teaching between 

the teacher librarian and the social studies teacher based on the information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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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구성주의에 따르면 개인은 탐구와 참여 그리

고 일상생활의 구체 인 상황 맥락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과 의미를 생산한다(Lee 2011, 151). 

그리고 정보 탐구를 통한 사고능력 향상은 모

든 학생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수 있는 효과

이고 자연스러운 학습 기술이다(Callison and 

Preddy 2006, 225). 따라서 탐구 활동은 학생

이 새로운 학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 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 수 의 교육과정에서도 ‘학습과 생활에

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  능력을 기

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길

러주는 것’을 교육목표 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

다(교육부 2013, 3-8). 그리고 사회과 교육과

정 에서는 학생들에게 탐구능력을 길러  수 

있는 한 탐구 상황을 제시하고, 조사, 토의, 

논술, 체험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해서 정보 매

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다

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수업에 용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31-32). 따라서 사회 교과의 탐구 과제는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하는데 필

요한 요한 교육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조

민 2008, 11).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탐

구 활동은 정보를 투입, 처리, 산출하는 차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사서교사가 지도

하는 정보활용능력과 한 련성을 갖는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학교도서  진흥 기본 

계획 에서도 탐구를 ‘학습에 필요한 기본 틀로 

규정하고, 학교도서 이 학습능력 개발의 핵심

인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수 략으로서 교과교사와 사

서교사의 동수업(융합수업)을 제시하고 있

다(교육부 2014). 그러나 국 도서  운  평

가 결과 보고서 를 보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 시간은 한 학

기를 기 으로 40%의 도달률을 보이고 있는 실

정이다. 그리고 도서  활용수업에 참여하는 교

사수의 도달률도 학기당 58.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통령소속도서 정보정책 원회, 

문화체육 부 2013, 205). 

따라서 사서교사가 정보활용교육을 한 정

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과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교과 교수-학습 공간인 학

교도서 을 활용하여 학생의 탐구 활동을 지원

하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실천 인 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서교사가 학생의 탐

구능력 신장에 기여하기 해서는 정보활용교

육과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다양한 측면

에서 분석하고, 한 자료와 정보활용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

해서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의 교육  역할과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을 교과 교육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1.2 연구 목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학교 사회  교과서의 

탐구 과제를 정보활용과정 측면에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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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가 정보활용교육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교육정보서비스의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

된 12종의 학교 사회  교과서의 각 단원별 

탐구 활동과 수행 평가에 포함된 탐구 과제를 

분석하 다. 사회 는 ․ ․고등학교 공통 

교과로서 학교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리 역과 일반 사회 역을 사회 1 과 사

회 2 로 나 어 지도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그리

고 6개 출 사가 개발한 사회 1  6종(김창환 

외 2014a; 김 순 외 2014a; 류재명 외 2014a; 

이진석 외 2014a; 조 달 외 2014a; 최성길 외 

2014a), 사회 2  6종(김창환 외 2014b; 김 순 

외 2014b; 류재명 외 2014b; 이진석 외 2014b; 

조 달 외 2014b; 최성길 외 2014b)의 교과서

가 학교 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분석 결과 12종의 학교 사회  교과서는 

총 358개의 탐구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에서 두 개 이상

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69개의 공통 탐구 

과제를 정보활용과정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

다(<표 2>, <표 3> 참조). 분석 내용은 탐구 과

제의 학습 유형(개별학습, 모둠학습), 탐구 활

동 방법(조사하기, 방문, 인터뷰 등), 탐구 결

과 표  방법(말하기, 쓰기, 체험, 매체제작 

등), 제시된 탐구 자료 유형(도서자료, 신문, 

화, 텔 비 , 인터넷 등)이다. 교과서의 탐

구 과제 분석은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진

행하 다. 

이 분석 결과를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  
교육과정(한국도서 회 학교도서 교육과정

원회 2007)이 담고 있는 3단계 정보활용과정

(탐색․ 근-분석․해석-종합․표 )과 비교

하여 학생의 탐구 과제 수행 방법을 유추하고, 

정보활용교육 차원에서 사서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정보서비스의 내용을 도출하 다. 

학교 사회 1 학교 사회 2

역 단원 역 단원

지리

 1. 내가 사는 세계

지리

 1.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2.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2. 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3.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3. 세계화 시 의 지역화 략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4. 자원의 개발과 이용

 5.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5.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6.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6. 우리나라의 토

 7. 도시발달과 도시문제  7. 통일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사회

 8. 개인과 사회생활

사회

 8. 일상생활과 법

 9. 문화의 이해와 창조  9. 인권보장과 헌법

10. 사회의 변동과 발 10. 헌법과 국가기

11.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11. 국민 경제와 경제 상황

12.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13. 경제생활의 이해 13.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14. 시장 경제의 이해 14.  사회와 사회 문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 6.

<표 1> 학교 사회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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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탐구 과제 분석 내용과 방법

2. 선행연구

사회 교과의 탐구 과제 분석에 한 연구를 

보면, 탐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범 , 학생의 

수업 참여 행 와 사고능력 등을 분석하여 교

육과정 개발과 수업 방법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간용(2005)은 등학교 사회  교과서

를 분석하고, 탐구 활동에 한 안내 차나 사

고의 단계를 유도할 장치가 없는 탐구 과제가 

많다는 을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하 다. 

김찬빈(2008)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탐

구 과제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탐구 활동에 

두 개 이하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의 

확산  사고를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인(2009)은 등 사회과 교과서 

정치 역의 탐구 과제를 탐구 자료의 성격, 학

습 활동의 기능 유형 측면에서 분석하 다. 연

구 결과 학교 이 높아질수록 생활 역의 자

료 비 이 높고, 학생의 행 를 요구하는 활동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의 기능 유

형 측면에서 분석과 종합을 요구하는 탐구 과

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탐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구체 인 차나 과제 수행에 

한 평가 과정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재(2011)는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 체계를 

기 으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탐구 과제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탐구 활동은 인지  

역인 ‘이해’에 해당하는 유목이 많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탐구 활

동이 본문의 인지  역을 보완하고 심화시키

는 기능은 하고 있으나, ‘종합’과 같은 고차 인 

사고능력을 신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

하 다. 신동령(2012)은 등학교 사회과 탐구 

활동의 활용 실태와 합성을 분석하 다. 연

구 결과 수업 시간 부족으로 탐구 활동을 수행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시된 자료가 학생의 

수 이나 요구에 맞지 않아 과제 해결에 불충

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탐구 활

동이 자료의 수집과 활용으로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 졌다. 옥일남(2012)은 고등

학교 사회 교과서 ‘사회 변동과 문화’ 단원의 탐

구 과제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탐구의 본질

인 기능인 추론․분류․해석․비교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탐구 주제가 부족하고, 언어로 

표 하는 수업 활동에 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교

사가 탐구 수업을 의도 으로 설계하여 진행하

는 방안과 학생이 흥미를 갖는 탐구 과제를 찾

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  교과서의 탐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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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보면, 탐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

료가 제한되어 있고, 구체 인 탐구 차에 한 

설명이 부족하여 학생의 고차  사고능력 신장

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수업 시간 부족으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범  측면에서는 탐

구 과제 분석 상이 특정 단원이나 주제에 국한

되어 있고, 정보활용과정과 같은 탐구 차를 기

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 분

석에 한 연구를 보면, 박명규와 한상완(2004)

은 국어과의 학년별 교과 내용과 정보활용교육 

내용의 련성을 분석하고, 국어 교사 심의 정

보활용교육과정 운 을 제안하 다. 송기호와 

김태수(2008)는 정보활용교육의 학습주제와 교

과 교육과정의 공통성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정보활용교육의 정보사회, 도서 , 정보기술, 

력기술 역은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높

게 나타났으나, 정보활용과정을 지도하는 정보

문제 해결능력 역은 교과 연계성이 낮게 나타

났다. 송기호(2014)는 개별 교과와 정보활용교

육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교육

과정 편성 체계, 학습 목표 그리고 탐구 과제의 

상호 비교 방법을 제시하 다. 연구에 따르면, 

교과의 탐구 활동 분석은 각 단원의 심화학습

이나 토론수업 그리고 수행 평가를 목 으로 

제시한 학생 활동 내용을 토 로 정보활용교육

과의 연계성을 가려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교

과의 탐구 학습 내용이 학생의 자주  활동과 

다양한 학습 자료의 활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는 에서 정보활용교육과의 연계성을 찾기가 

쉽다는 장 을 갖는다. 한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한 동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이 탐구 과제 해

결을 하여 도서 을 활용할 때 사서교사가 제

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의 내용을 손쉽게 악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도서 의 

경우에는 학습주제를 심으로 교과 교육과정

과 정보활용교육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

직 개별 교과 체의 탐구 과제를 상으로 정

보활용과정을 분석하고, 사서교사의 개별 교과

에 한 교육정보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려는 시

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학교 사회  탐구 과제의 
정보활용과정 요소 분석

3.1 공통 탐구 과제 황

12종의 학교 사회  교과서에 수록된 탐구 

활동과 수행 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탐구 과제는 총 358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에서 두 개 이상의 교과서에서 다

루고 있는 공통 탐구 과제는 69개이며, 총 228회 

출 하여 체 주제의 63.7%를 차지했다. 학

교 사회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탐구 과제는 사회 2  지리 역의 ‘분쟁(갈등)

지역’(15회)이며, 사회 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분쟁’(3회)을 포함할 경우 ‘국가 간 분쟁’의 

출  빈도는 18회에 달한다. 이밖에 ‘독도’(12회), 

‘인권’(10회), ‘기본권’(8회), ‘사회문제’(8회) 등

이 핵심 인 탐구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별로 살펴보면, 사회 1  지리 역에서

는 ‘살기 좋은 곳’(4회), ‘여행지’(4회) 등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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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  지리 역에서는 ‘분쟁(갈등)지역’(15회), 

‘환경문제’(7회), ‘독도’(7회), ‘문화갈등’(5회), 

‘다국  기업’(5회), ‘통일’(5회) 등의 출  횟수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1  사회 

역에서는 ‘ 매체’(3회), ‘다문화’(3회), ‘민

주주의’(3회), ‘정치 참여’(3회), ‘수요 공 ’(3회) 

등이 사회 2  사회 역에서는 ‘인권’(9회), ‘기

본권’(8회), ‘사회문제’(8회), ‘국회’(6회), ‘독도’ 

(5회) 등이 주요 탐구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사회 1 , 사회 2  교과서의 단원별 공

통 탐구 과제와 출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역 단원
총 

과제 수
공통 과제 역 단원

총 

과제 수
공통 과제

지리

1. 내가 사는 세계 8 랜드마크(3)

사회

 8. 개인과 사회생활 9
매체(3)

미디어(2)

2.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10

살기 좋은 곳(4)

살기 불리한 곳(3)

 9. 문화의 이해와 

창조
13

다문화(3)

문화(3)

문화상 주의(2)

3.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4
10. 사회의 변동과 

발
5 정보사회(2)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9
여행지(4)

지 해(2)

11. 정치생활과 민주

주의
12

민주주의(3)

정부형태(2)

통일(2)

5.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11

자연재해(3)

홍수(2)

사막(2)

12.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4 정치참여(3)

6.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5 13. 경제생활의 이해 3

7. 도시발달과 도시문제 4 도시문제(2) 14. 시장 경제의 이해 4 수요 공 (3)

계 51 9(25) 계 50 11(28)

※(  ): 6종 교과서에서의 출  횟수

<표 2> 학교 사회 1 교과서의 단원별 공통 탐구 과제

역 단원
총 

과제 수
공통 과제 역 단원

총 

과제 수
공통 과제

지리

1.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27

문화갈등(5)

문화지역(2)

문화 (2)

한류(2)

사회

8. 일상생활과 법 14 재 (5)

2. 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20

다국  기업(5)

공정무역(3)

GMO(2)

커피 - 생산과 

가격구조(2)

9. 인권보장과 헌법 19
인권(9)

기본권(8)

<표 3> 학교 사회 2 교과서의 단원별 공통 탐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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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회 1  공통 탐구 과제의 정보활용과정 

요소 분석

6종의 학교 사회 1  교과서에 담긴 20개

의 공통 탐구 과제의 체 출  횟수는 53회이

다. 이 에서 개별학습 과제가 47개이고, 모둠

학습 과제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 과제

의 해결 방법이 제시된 것은 체 출  과제(53

개) 에서 24개에 불과했다. 이 에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21개로 가장 많고, 비평 

1개, 설문 1개 과제로 나타났다. 탐구 과제 해결

을 하여 학습 자료가 제시된 과제는 13개에 

불과했으며, 이 에서 인터넷 활용이 3개, 신문 

활용이 3개 그리고 상자료(텔 비  포함)를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 과제 해결 결과의 표  방법은 쓰기가 

19개, 말하기가 18개, 그리고 매체 제작이 6개 

과제로 나타났다. 쓰기의 구체 인 방법은 

의 유형에 상 없이 일반 인 쓰기가 6개, 보

고서 쓰기가 5개 과제이고, 말하기의 구체 인 

활동으로는 발표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학교 

사회 1  교과서의 역별 탐구 과제 제시 사례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단원별로는 ‘2.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은 

모둠 학습 결과를 발표하거나 설명하는 형태의 

탐구 과제 수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도

역 단원
총 

과제 수
공통 과제 역 단원

총 

과제 수
공통 과제

지리

3. 세계화 시 의 

지역화 략
17

세계화(3)

지역 홍보(3)

지역 랜드(3)

지리  표시제(2)

국가 랜드(2)

사회

10. 헌법과 국가기 19

국회(6)

행정부(4)

통령(3)

국가기 (3)

헌법재 소(2)

4. 자원의 개발과 이용 14

신재생에 지(4)

에 지 약(2)

자원 사용(2)

11. 국민 경제와 경제 

상황
11

창업(2)

노동문재(2)

물가(2)

실업(2)

고용(채용)(2)

5.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15

환경문제(7)

친환경(2)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14

국제거래(3)

환율(2)

세계화(2)

자유무역(2)

6. 우리나라의 토 28

분쟁(갈등)지역(15)

독도(7)

이어도(2)

13.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24

독도(5)

국제기구(4)

국제분쟁(3)

비정부기구(2)

7. 통일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16

통일(5)

북한개방지역(3)

남북 력(2)

북한 명소(2)

14.  사회와 사회 

문제
19

사회문제(8)

미래사회(3)

인구문제(2)

계 137 25(89) 계 120 24(86)

※(  ): 6종 교과서에서의 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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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탐구 과제 제시 사례

지 리

2. 인간의 거주에 유리한 지역

탐구 활동: 사람이 살기에 불리했던 곳이 합한 곳으로 변한 지역

 <모둠 과제> 2. (라스베이거스, 네덜란드 폴더)이외에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여 새롭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사 회

9. 문화의 이해와 창조

※출처: 조 달 외 2014a, 42, 180.

<표 4> 학교 사회 1 교과서의 역별 탐구 과제 제시 사례

시 발달과 도시 문제’의 경우 신문, 통계, 사진 

등 시사 인 자료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고, ‘8.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은 텔 비 이나 상자

료와 같은 매체의 비  수용과 련된 

탐구 활동이 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9. 문화의 이해와 창조’ 단원은 도

서 자료와 상 자료의 활용을 통한 과제 해결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학교 사회 1  교과의 탐구 과

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은 개별 으로 과제 해결

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쓰거나 발표하는 형태의 

탐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사

회 1  교과서의 공통 탐구 과제에 포함된 정보

활용과정 요소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6종의 학교 사회 1  교과서의 공통 탐구 

과제에 포함된 정보활용과정 요소를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의 정보활용과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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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원 공통 탐구 과제 학습 유형
탐구 과제 

해결 방법

제시된 

학습 자료
탐구 활동 표  방법

지리

1. 내가 사는 세계 랜드마크(3) 개별학습(3) 조사(2) 사진(1)

2.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살기 좋은 곳(4)

살기 불리한 곳(3)

개별학습(2)모둠학습(2)

개별학습(1)모둠학습(2)

조사(1)설문(1)

조사(3)

발표(2)설명(1)보고서(1)

발표(1)설명(1)보고서(1)

3.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4.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여행지(4)

지 해(2)

개별학습(4)

개별학습(2)

조사(1)

조사(2)

인터넷(1)

사진(1)

인터넷(1)

발표(1)설명 (1)소개 (1)

설명(1)

5.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자연재해(3)

홍수(2)

사막(2)

개별학습(3)

개별학습(2)

개별학습(2)

조사(2) 그림(1)

발표(1)편지 (1)

토론(1) 쓰기(1)

6.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7. 도시발달과 

도시문제
도시문제(2)

개별학습(1)

모둠학습(1)
조사(1)

신문(1)

통계(1)

사진(1)

발표(1)보고서(1)

사회

8. 개인과 

사회생활

매체(3)

미디어(2)

개별학습(3)

개별학습(2)

조사(2)

비평(1)

상자료(1)

텔 비 (1)

발표(1) 쓰기(1)

발표(1)

9. 문화의 이해와 

창조

다문화(3)

문화(3)

문화상 주의(2)

개별학습(3)

개별학습(2)모둠학습(1)

개별학습(2)

조사(1)

조사(1)

도서자료(1)

상자료(1)

쓰기(2)

발표(2)뉴스(1)

토론(1)

10. 사회의 변동과 

발
정보사회(2) 개별학습(2) 발표(1) 고(1)

11.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주의(3)

정부형태(2)

통일(2)

개별학습(3)

개별학습(2)

개별학습(2)

조사(1)

조사(1)

신문(1) 쓰기(1)UCC(1)

쓰기(1)논술문(1)

발표(1)논술문(1)연설문(1)

12.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정치참여(3) 개별학습(3) 조사(1) 인터넷(1) 보고서(1)포스터(1)노래(1)

13. 경제생활의 

이해

14. 시장 경제의 

이해
수요 공 (3) 개별학습(3) 조사(2) 신문(1) 발표(1)보고서(1)

계
공통 탐구주제 

20(53)

개별학습(47)

모둠학습(6)

조사(21)

비평(1)

설문(1)

인터넷(3)

신문(3)

상자료(2)

텔 비 (1)

사진(2)

도서(1)

통계(1)

<말하기>

발표(13)설명(3)토론(2)-18

< 쓰기>

쓰기(6)보고서(5)

설명 (3)논술문(2)

연설문(1)소개 (1)

편지 (1)-19

<매체제작>

그림(1)뉴스(1) 고(1)포

스터(1)노래(1)UCC(1)-6

※(  ): 6종 교과서에서의 출  횟수

<표 5> 학교 사회 1  교과서 공통 탐구 과제에 포함된 정보활용과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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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 학교 사회 1
비교 결과

정보활용과정 정보 활용 략 탐구 과제의 정보활용과정 요소

1단계

정보 탐색과 근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 악하기 

∙정보과제(탐구 과제)가 이미 제시되

어 있음

∙과제 분석은 과제에 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상으로 선별

으로 실시할 수 있음

∙정보과제 해결을 한 

정보 찾기

∙주제에 따라서 인터넷, 신문, 상자료, 

사진 등 일부 자료만 제시되어 있음

∙과제 해결에 필요한 한 정보 

찾기 지도가 필요함

2단계

정보 분석과 해석

∙ 측하며 읽기

∙ 부분 조사하기로 한정되어 있음 ∙정보 분석과 해석 지도가 필요함∙비 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3단계

정보 종합과 표

∙정보 종합  조직하기
∙정보 종합  조직하기에 한 

지도가 필요함

∙정보 표 하기
∙말하기, 쓰기, 매체 제작 등 다양한 

정보 표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

∙정보 활동 평가
∙정보활용과정과 결과에 한 평

가 지도가 필요함

<표 6>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과 학교 사회 1 교과서의 정보활용과정 비교

하면, 탐구 과제와 정보 표  방법이 매우 구체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사회 1 의 

공통 탐구 과제는 정보활용과정 3단계 에서 

1단계(정보 과제 정하기와 정보 요구 악하

기)와 3단계(정보 표 하기)를 부분 으로 충

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단계의 정

보과제 해결을 한 정보 찾기는 탐구 과제에 

따라서 이용해야 할 자료가 제한 으로 제시되

어 있다. 사회 1 의 경우 총 53회 출 한 20개

의 공통 탐구 과제에 제시된 자료의 총수는 13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5> 참조). 따라서 과

제 해결에 필요한 한 정보 찾기 지도가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단계 정보의 분

석과 해석은 과제를 해결하기 한 요한 정

보 활용 략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탐구 

과제가 ‘조사’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의 유

형에 따라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

하게 획득할 수 있는 구체 인 능력을 지도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3단계의 정보 종

합과 표 에서는 정보 활동 과정과 결과에 

한 평가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 사회 1 의 공통 탐구 과제에 

포함된 정보활용과정 요소를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 의 정보활용과정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3.3 사회 2  공통 탐구 과제의 정보활용과정 

요소 분석

6종의 학교 사회 2  교과서에 포함된 49

개의 공통 탐구 과제의 총 출  횟수는 175회이

며, 개별학습 과제가 167개 모둠학습 과제가 8

개로 분석되었다. 탐구 과제의 해결 방법이 제

시된 과제는 체 출  과제(175개) 에서 98

개이며, 이 에서 조사가 90개, 체험활동(방문, 

견학 등 포함)이 5개 그리고 감상이 3개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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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탐구 과제 해결을 해서 학습 자료

가 제시된 공통 탐구 과제는 모두 72개로, 이 

에서 인터넷 활용이 35개로 반 이상을 차지했

으며, 신문이 21개로 그 뒤를 이었다. 탐구 과제 

해결 결과의 표  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쓰기

가 51개 과제로 가장 많고, 말하기가 49개로 나

타났다. 그리고 매체 제작 활동이 22개, 시 1개, 

역할극 4개 과제 등으로 나타났다. 쓰기의 구

체 인 유형은 일반 인 쓰기와 보고서 쓰기

가 각각 10개 과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말하

기의 경우에는 발표가 42개 과제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했다. 학교 사회 2  교과서의 역

별 탐구 과제 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단원별로는 ‘9. 인권보장과 헌법’의 경우 홍보, 

상징물, 뉴스, 동 상 등의 매체 제작 형태의 정

보 표  활동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0. 헌법과 국가 기 ’ 단원은 방문이

나 견학 등 체험을 통한 탐구 활동을 많이 포함

하고 있으며, ‘14.  사회와 사회 문제’ 단원

은 상 자료의 감상을 통한 과제 해결 활동이 

많이 나타났다.

역 탐구 과제 제시 사례

지리

6. 우리나라의 토

<사회과 부도 활용> 1. <자료 1>의 난사 군도 유권을 주장하는 주변 국가들을 사회과 부도에서 찾아보고, 

이곳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유를 말해보자.

<모둠 과제> 2. <자표 2>의 칠 , 볼리비아, 페루 정부 표들이 모여 갈등의 평화  해결을 모색하는 

역할극을 해 보자

사회

14. 사화와 사회문제

※출처: 조 달 외 2014b, 113, 254.

<표 7> 학교 사회 2 교과서의 역별 탐구 과제 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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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원 공통 탐구 과제 학습 유형
탐구 과제 

해결 방법
제시된 학습 자료 탐구 활동 표  방법

지리

1.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문화갈등(5)

문화지역(2)

문화 (2)

한류(2)

개별학습(5)

개별학습(1)

모둠학습(1)

개별학습(2)

개별학습(2)

조사(3)

조사(1)

조사(2)

조사(1)

신문(2)인터넷(1)

신문(1)

발표(4)설명 (1)

그림(1) 고(1)

발표(1)

발표(2)

2. 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다국  기업(5)

공정무역(3)

GMO(2)

커피(2)

개별학습(5)

개별학습(3)

개별학습(2)

개별학습(2)

조사(3)

조사(1)

조사(1)

조사(1)

인터넷(2)통계(1)신문(1)

인터넷(2)신문(1)

신문(1)

인터넷(1)

설명(1) 쓰기(1)

발표(2) 쓰기(1)

홍보물(1)

토론(1) 쓰기(1)

발표(1)

3. 세계화 시 의 

지역화 략

세계화(3)

지역 홍보(3)

지역 랜드(3)

지리  표시제(2)

국가 랜드(2)

개별학습(2)

모둠학습(1)

개별학습(3)

개별학습(3)

개별학습(2)

개별학습(2)

조사(1)

조사(2)

조사(2)

신문(1)

지도(1)

논술문(1)

발표(1)홍보물(1)

달력(1) 시(1)

발표(1) 고(2)

발표(1) 고(1)

4. 자원의 개발과 

이용

신재생에 지(4)

에 지 약(2)

자원 사용(2)

개별학습(3)

모둠학습(1)

개별학습(2)

개별학습(2)

조사(4)

조사(2)

조사(2)

인터넷(2)신문(1)사진(1)

인터넷(2)

통계(1)

발표(3)

발표(2)

5.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환경문제(7)

친환경(2)

개별학습(6)

모둠학습(1)

개별학습(2)

조사(4)

조사(1)

인터넷(1)

인터넷(1)

발표(3)보고서(1)

보고서(1)

6. 우리나라의 토

분쟁(갈등)

지역(15)

독도(7)

이어도(2)

개별학습(15)

개별학습(6)

모둠학습(1)

개별학습(2)

조사(8)

조사(1)

조사(2)

인터넷(2)

신문(2)인터넷(2)

인터넷(1)

발표(2)토론(1)설명(1)

쓰기(3)역할극(2)

발표(1)홍보(3) 고(1)

신문(1)

발표(1)

7. 통일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통일(5)

북한개방지역(3)

남북 력(2)

북한 명소(2)

개별학습(5)

개별학습(3)

개별과제(2)

개별과제(2)

조사(1)

조사(2)

조사(1)

조사(1)

인터넷(1)

사진(1)통계(1)

발표(1) 쓰기(2)

신문(2)

발표(1)

발표(1)설명 (1)

발표(1)여행계획(1)

지도(1)

<표 8> 학교 사회 2  교과서 공통 탐구 과제에 포함된 정보활용과정 요소

체 으로 학교 사회 2  교과의 탐구 

과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은 개인 으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조사한 후

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하는 형식의 탐

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학교 사회 2  교과서의 공통 탐구 과제에 포

함된 정보활용과정 요소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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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원 공통 탐구 과제 학습 유형
탐구 과제 

해결 방법
제시된 학습 자료 탐구 활동 표  방법

사회

8. 일상생활과 법
재 (5) 개별학습(4)

모둠학습(1)

조사(2) 인터넷(1) 발표(1)토론(2)

보고서(2)역할극(2)

9. 인권보장과 헌법

인권(9)

기본권(8)

개별학습(8)

모둠학습(1)

개별학습(7)

모둠학습(1)

조사(6)

조서(5)

인터넷(2)

인터넷(1)

발표(1)홍보(1)상징물

(1)뉴스(1)동 상(1)

발표(2)논술문(1)

10. 헌법과 

국가기

국회(6)

행정부(4)

통령(3)

국가기 (3)

헌법재 소(2)

개별학습(6)

개별학습(4)

개별학습(3)

개별학습(3)

개별학습(2)

조사(4)

방문(3)

조사(4)

조사(1)

조사(1)

견학(1)

조사(2)

신문(1)인터넷(1)

인터넷(1)

신문(1)인터넷(1)

잡지(1)신문(1)인터넷(1)

인터넷(1)

보고서(1)소감문(1)

발표(1)토론(1)

보고서(2)

발표(1)

11. 국민경제와 

경제 상황

창업(2)

노동문제(2)

물가(2)

실업(2)

고용(채용)(2)

개별학습(2)

개별학습(2)

개별학습(2)

개별학습(2)

개별학습(2)

조사(1)

조사(2)

신문(2)

인터넷(1)

인터넷(1)

인터넷(1)

발표(1)계획서(2)

발표(1)

쓰기(1)

발표(1)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국제거래(3)

환율(2)

세계화(2)

자유무역(2)

개별학습(3)

개별학습(2)

개별학습(2)

개별학습(2)

조사(2)

조사(1)
신문(2)

신문(1)

도서(4)

발표(1)

역할극(1)

논술문(2)

토론(2)보고서(1)

13.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독도(5)

국제기구(4)

국제분쟁(3)

비정부기구(2)

개별학습(5)

개별학습(4)

개별학습(3)

개별학습(2)

조사(3)

체험(1)

조사(3)

조사(3)

조사(1)

인터넷(3)

인터넷(1)지도(1)

인터넷(1)

발표(4)감상문(1)

발표(1)계획서(1)

발표(1)

14.  사회와 

사회 문제

사회문제(8)

미래사회(3)

인구문제(2)

개별학습(8)

개별학습(3)

개별학습(2)

조사(2)

감상(2)

감상(1)

신문(2) 화(1)

신문(1) 화(3)다큐(1)

발표(1)보고서(3)계획서

(1)편지 (1)기사(1)

쓰기(1)사진(1)

발표(3)

논술문(1)표어(1)

계
공통 탐구주제

49(175)

개별학습(167)

모둠학습(8)

조사(90)

방문(3)

견학(1)

체험(1)

감상(3)

인터넷(35)

신문(21)

화(4)다큐(1)

도서(4)

통계(3)

지도(2)

잡지(1)

사진(1)

<말하기> 발표(42)토론(7)

설명(2)-51

< 쓰기> 쓰기(10)보고

서(10)계획서(5)논술문

(4)설명 (2)소감문(2)

편지 (1)기사(1)-35

<매체제작> 홍보물(6)

고(5)신문(3)그림(1)표

어(1)지도(1)상징물(1)

달력(1)뉴스(1)사진(1)

동 상(1)-22

< 시> 시(1)-1

<활동> 역할극(4)-4

※(  ): 교과서에서의 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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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의 학교 사회 2  교과서의 공통 탐구 

과제에 포함된 정보활용과정 요소를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의 정보활용과정과 비교

하면, 탐구 과제와 학습 자료 그리고 정보 표  

방법이 매우 구체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사회 2 의 공통 탐구 과제는 정보활용과

정 3단계 에서 1단계(정보과제 정보 탐색과 

근정하기)와 3단계의 정보 표 하기를 부분

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단

계의 정보과제 해결을 한 정보 찾기는 인터넷 

자료에 편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학생의 탐구 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교과 연계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단계(정보의 분석과 해석)는 과제를 해결하

기 한 요한 정보 활용임에도 불구하고 사

회 1 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분의 탐구 과제가 

탐구 활동을 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과제 해

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구체 인 능력을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3단계(정보 종합과 표 )에서는 정보 

활동 평가에 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학교 사회 2 의 공통 탐구 과제에 포

함된 정보활용과정 요소를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 의 정보활용과정과 비교하면 <표 9>

와 같다.

3.4 분석 결과  사서교사의 교육정보서비스에 

주는 시사

3.4.1 분석 결과

분석 결과 학교 사회 1  교과서의 탐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은 개별 으로 필요한 자

료를 선정하여 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

고서로 쓰거나 발표하는 활동을 개할 것으로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 학교 사회 2
비교 결과

정보활용과정 정보 활용 략 탐구 과제의 정보활용과정 요소

1단계

정보 탐색과 근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

구 악하기 

∙정보과제(탐구 과제)가 이미 제시되

어 있음

∙과제 분석은 과제에 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상으로 선별

으로 실시할 수 있음

∙정보과제 해결을 한 정보 

찾기

∙주제에 따라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

으나, 인터넷과 신문 자료에 한 편

 상이 나타나고 있음

∙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의 제공이 필요함

2단계

정보 분석과 해석

∙ 측하며 읽기

∙ 부분 조사하기로 한정되어 있음 ∙정보 분석과 해석 지도가 필요함∙비 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3단계

정보 종합과 표

∙정보 종합  조직하기
∙정보 종합  조직하기에 한 

지도가 필요함

∙정보 표 하기
∙말하기, 쓰기, 매체 제작 등 다양한 

정보 표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

∙정보활동 평가
∙정보활용과정과 결과에 한 평

가 지도가 필요함

<표 9>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과 학교 사회 2 교과서의 정보활용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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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리고 학교 사회 2  교과서에 포

함된 탐구 과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은 주로 인

터넷을 이용하여 개별 으로 원하는 정보를 조

사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를 할 것

으로 상된다. 12종의 학교 사회  교과서

에 포함된 공통 탐구 과제의 정보활용과정 요

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탐구 과제가 많다.

둘째, 조사를 통한 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말하기와 쓰기가 주된 탐구 활동 결

과의 표  방법이다.

그리고 12종의 학교 사회  교과서의 공통 

탐구 과제의 정보활용과정 요소를 학교 도

서 과 정보생활 의 정보 활용 단계와 비교한 

결과(<표 10> 참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1 과 사회 2  모두 1단계의 정

보과제 정하기와 정보 요구 악하기를 충족하

고 있다.

둘째, 사회 1 과 사회 2  모두 1단계의 정

보 과제 해결을 한 정보 찾기를 부분 충족하

고 있다.

셋째, 사회 1 과 사회 2  모두 3단계의 정

보표 하기를 충족하고 있다.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 학교 사회 1 학교 사회 2

정보활용과정 정보 활용 략

탐구 과제의 정보활용과정 요소 탐구 과제의 정보활용과정 요소

공통 
탐구 
과제수

해결
방법

학습
자료

표
방법

공통
탐구 
과제수

해결
방법

학습
자료

표
방법

1단계
정보 탐색과 근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 악하기 

53 175

∙정보과제 해결을 
한 정보 찾기

인터넷(3)
신문(3)
상자료(2)

텔 비 (1)
사진(2)
도서(1)
통계(1)

인터넷(35)
신문(21)
화(4)

다큐(1)
도서(4)
통계(3)
지도(2)
잡지(1)
사진(1)

2단계
정보 분석과 해석

∙ 측하며 읽기
조사(21)
비평(1)
설문(1)

조사(90)
방문(3)
견학(1)
체험(1)
감상(3)

∙비 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3단계
정보 종합과 표

∙정보 종합  
조직하기

∙정보 표 하기
말하기(18)
쓰기(19)

매체제작(6)

말하기(51)
쓰기(35)

매체제작(22)
시(1)

역할극(4)

∙정보활동 평가

※(  ): 교과서에서의 출  횟수

<표 10> 학교 ｢도서 과 정보생활｣과 학교 사회 교과서의 정보활용과정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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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탐구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구

체 인 차가 생략되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교사나 학생 모두 탐구 과제 

해결의 방향성을 잡지 못할 수 있다. 한 교과 

교사는 학생이 탐구 과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도

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인 단계나 안내 

차를 연구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효과

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결과를 래할 수 있

다(이간용 2005, 153).

3.4.2 사서교사의 교육정보서비스에 주는 

시사

분석 결과 개별 탐구 과제가 많고 정보활용과

정  정보 분석과 해석, 정보 종합 그리고 정보 

평가에 한 학생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교사가 사회 교사와 학

생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학생의 탐구능력 향상

을 길러주기 해서는 동수업을 개하는 것

이 바람직함을 보여 다. 정보활용과정 측면에

서 사서교사가 학생의 사회 교과 탐구 과제 해

결에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정보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교육과정에 한 이해와 탐구 활

동 분석을 통해서 정보 탐색과 근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한 학습 자

료 찾기를 지도한다.

둘째, 정보 분석과 해석을 도와  수 있는 

학습지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보 종합  조직하기를 도와  수 

있는 학습지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넷째, 정보활용과정과 결과에 한 평가 방법

을 지도한다.

4. 결 론

학생의 탐구 활동은 자주 인 문제해결능력

을 통해서 학교 지식을 스스로 배우는 활동이

다. 따라서 탐구 활동에 필요한 물리  환경을 

구축하고 탐구 차와 방법에 한 략을 지

도하는 것이 교사의 요한 역할이다. 본 연구

는 12종의 학교 사회  교과서  2개 이상

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통 탐구 과제를 

정보활용과정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서교사가 

정보활용교육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정

보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개 이상의 교과서에 다루고 있

는 공통 과제는 69개로 총 228회 출 하여 

체 탐구 주제의 63.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탐구 과제는 ‘국가 간 분쟁’(18회), 

‘독도’(12회), ‘인권’(10회), ‘기본권’(8회), ‘사회

문제’(8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

교 사회  교과서의 탐구 과제를 수행하는 학

생은 개별 으로 련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

과를 쓰기나 발표 형식으로 표 하도록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사회 

2  교과서의 탐구 과제는 인터넷 자료에 많이 

의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학

교 도서 과 정보생활 에서 지도하는 정보활

용과정과 비교하면, 1단계(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 요구 악하기)와 3단계(정보표 하기)를 

부분 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탐구 활동은 ‘정보 요구 악하기-정

보 탐색하기-정보 해석․분석․종합하기-과

제 해결하고 표 하기-정보 해결과정과 결과 

평가하기’와 같은 구체 인 차를 밟아 이루

어진다. 따라서 학교 사회 교과서에 담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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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은 과제 해결에 필

요한 한 자료의 탐색능력과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종합하는 능력 그리고 

탐구 과정과 결과의 평가 능력 등을 학습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과 교사가 수업 부담

을 이면서 학생들의 탐구 과제 해결능력을 지

도할 수 있는 실 인 방안  하나가 정보활

용과정을 체계 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서교사

와의 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

사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교과와 연계된 다

양한 학습 자료와 이를 정보활용능력과 연계하

여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략을 개발함으로써 교

과교사와의 동수업(융합수업)을 비해야 한

다. 제도 으로는 국가 수 의 교육과정 편성 

운  지침에 교과교사가 사서교사와 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 교실이외에 학교도

서 을 탐구 활동의 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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