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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사서교육 공 학생들의 석사과정  학습경험이 어떤 의미와 본질을 지녔는지 탐색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 목  달성을 해 K 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한지 2년 이내인 공생 12명을 상으로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의 4가지 종류로 정한 개방형 질문 방식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뒤 답변 

내용을 분석하여, 석사과정에서의 학습경험에 해 9개의 주제, 35개의 범주, 104개의 개념을 도출하 다. 각 

역별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석사과정 진학 동기는 임용고시 응시를 한 조건인 사서교사 자격 취득을 

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학습경험에 한 만족도는 10  만   평균 7.66 이었다. 한 석사과정 동안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학교도서  운 과 사서교사 임용고시에 도움 되지 않는 교과목과 수업 내용이었기 때문에, 

향후 발 을 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learning experiences of 

K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educational school librarianship.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 open-ended question-based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or 12 major 

students who had graduated from K University’s master’s degree course within two year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answers, 9 themes, 35 categories, and 104 concepts were derived from the learning 

experience in the master’s course. Looking at the main analysis results for each area, the motive 

for entering the master’s course was to acquire a librarian teacher qualification, which is a condition 

in applying for the employment examination. The Satisfaction with the learning experience was an 

average of 7.66 out of 10 points. In addition, the most dissatisfied parts during the master’s course 

was the contents of the subjects and classes that were not helpful in the operation of the school 

library and the employment examination for librarian teachers, therefore the response was that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librarian master’s degre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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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유태인들은  세계 인구의 0.1%밖에 안 되

지만 15%가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백인이 아니라 유태인

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막강

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태인들이 이와 

같은 힘을 갖추고 각계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은 평생 배우

도록 만들어졌다는 기본 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속 배움을 실천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에서도 열기가 가장 높은 편이라는 우

리나라의 교육은 태교(胎敎)로부터 시작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 정규교육과정인 

등학교와 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고등교육과

정인 학교  학원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

나 이 가운데 헌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 기

간은 6년의 등교육과 3년의 등교육까지여

서, 실제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  교육단계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등학교에

서 학교는 100% 진학을 하지만, 학교에서 

고등학교는 99.7%, 고등학교에서 학은 72.5%

다. 이를 다시 고등교육기 인 학교와 

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 학은 312,655명 정원에 309,060명이 입

학을 해서 98.9% 고, 문 학은 162,335명 

정원에 152,072명이 입학을 해서 93.7%, 학

원은 129,111명 정원에 105,513명이 입학을 해

서 81.7% 다. 따라서 상 의 교육과정일수록 

진학률이나 충원율이 낮아지지만, 계속 교육을 

실천하며 문성을 배양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원은 오늘날 학문의 기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일반 학원과, 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  이론의 

용과 연구 개발을 목 으로 하는 문 학원, 

그리고 직업인 는 일반 성인을 한 계속 교

육을 주된 목 으로 하는 특수 학원으로 나

어져 있다(김기석, 2008). 학원은 보통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그  석사

(碩士)는 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

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하

는 학 의 한 종류로, 학원마다 수여 차의 

차이가 있지만 개 학사학 를 가진 사람이 

학원에서 4회(2년)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

는 소정의 학 을 취득한 후, 외국어시험과 석

사학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석사학  청구논

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학부 내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학

들 에는 일반 학원과 특수 학원으로 분류

되는 교육 학원에서 석사학 를 취득할 수 있

는 과정을 운  인데, 학교도서 진흥법의 개

정  시행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사서교사로 임

용될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

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학원의 입

학 경쟁률도 높아졌고,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한 양  성장에

도 불구하고 학원 교육의 질  수   여건

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경험 차원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년 동안 교육 학원 사

서교육 공 석사과정에서 수학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어떤 의미와 본질을 지녔는지 탐색을 하

는데 목 이 있다. 이 과정은 사서교육 공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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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학생들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교육 학원 교과목 편성  운 을 한 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문제  방법

본 연구는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학생들

이 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와 실제 입학 후

의 경험은 어땠는가에 한 학습경험을 

으로 탐색하여, 사서교사 양성 실태를 검하

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한 개선 을 도출하

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연구 목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이론  배경에서 교육 학원의 기능, 사

서교육 공 석사과정의 교육 목표, 국내 학교

의 개설 황을 살펴보고, 더불어 국내외 선행연

구를 고찰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을 

도출하 다. 

둘째, 연구 상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2

월 사이 K 학교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을 

졸업한 학생들 101명 가운데 참여에 동의한 12

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자로 사

서교육 공 석사과정 졸업생을 선택한 이유는, 

근래 치러진 임용고시에서 사서교사 정원이 늘

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 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도 증가했으므로, 양성 실태에 

한 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 상자 12명을 상으로 Krueger

와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수정해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

의 네 단계에 따라 만든 9개의 개방형 질문 문

항을 바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답변 내용들은 Morgan

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개방

형 코딩을 용하여 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

는 형식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를 질  연구 

방법으로 수행한 이유는 사서교육 공 졸업생

들의 학습경험에 한 주  의식을 심층 으

로 살펴보기 해서이다. 

넷째, 분석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서 석사과정 발 을 한 방안을 제언

하 다.

2. 이론  배경
 

2.1 사서교육 공

특수 학원  교육 학원은 본래 ‘직업인 

는 일반 성인을 한 계속 교육을 주된 교육 목

으로 하는 학원(고등교육법 제29조의 2)’

으로,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가는 양성교육

(직 교육, pre-service teacher education)과 

직 교사의 지속 인 문성 계발을 한 재

교육( 직교육, in-service teacher education)

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강경리, 

2017, 171). 

사서교육 공은 지식정보 시 의 교육 장

에서 교사, 사서, 리자로서의 다면 인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식정보 시 의 교육 장에서는 다양

한 매체를 통한 정보 활용 능력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는 만큼 사서교사의 능동 인 역할에 

한 기 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 에 부응

하기 해서 사서교육 공에서는 다매체 자료

의 개발 능력  학교도서  매체 센터 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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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배양함은 물론, 변화하는 학교 교육 환경

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정보 리자, 교

육자에게 필요한 이론과 함께 응용 기술을 익

힐 수 있는 효과 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

을 통해 사서와 교사 양쪽의 자격을 보완하여 

완 한 사서교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재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교육

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응할 능력을 키울 수

가 있다. 사서교육 공의 교육 목표는 확고한 

윤리의식과 직업  자질을 갖춘 사서교사 양성, 

사서교육 문가로서의 연구와 학생 지도에 헌

신하는 교육 실천인 양성, 문헌정보학 연구 결

과를 교육 장에 과학 으로 용할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있다(경기 학교 교육

학원, 2021). 

한 사서교육에서는 지식 구조화와 련된 

기본 인 이론을 탐구하고, 이를 각  서지기

의 서지업무와 정보검색에 실제 용함으로

써 지식과 정보의 효용성을 제고시키며, 나아

가 지식정보 사회를 선도할 창조  리더로서의 

사서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세 학교 교육 학원, 2021). 

다음의 <표 1>은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 학원 황을 소

재지, 과정 명칭, 학기, 수업 형태의 측면에서 

학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은 총 10곳으로, 다만 이 가운데 공주 학교

와 앙 학교는 문헌정보교육 공, 신라 학

교는 도서 교육 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학별 수업 연한은 4학기 과정인 경기

학교와 5학기 혹은 6학기 과정인 북 학교를 

제외한 8곳은 모두 5학기제로 운  이었고, 

수업 형태는 여름  겨울방학  3주일 동안 

계 제로 운 되는 공주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평일 야간제로 운 되고 있었다.

2.2 석사과정 학습경험

일반 으로 학원 진학은 직업 세계에 필요

한 추가 인 자격을 제공하고, 지식이나 기술 

수 을 높이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한 

도구로서 경제 , 사회  가치를 획득하기 

학명 소재지 석사과정 명칭 학기 수업 형태

경기 학교 경기도 수원시 사서교육 공 4 야간제

공주 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문헌정보교육 공 5 계 제

진 학교 경기도 포천시 사서교육 공 5 야간제

명지 학교 서울특별시 서 문구 사서교육 공 5 야간제

부산 학교 부산 역시 정구 사서교육 공 5 야간제

상명 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서교육 공 5 야간제

신라 학교 부산 역시 사상구 도서 교육 공 5 야간제

연세 학교 서울특별시 서 문구 사서교육 공 5 야간제

북 학교 라북도 주시 사서교육 공 5 혹은 6 야간제

앙 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헌정보교육 공 5 야간제

<표 1>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개설 황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졸업생의 학습경험에 한 질  연구  205

한 수단으로서 설명되어 왔다(Barone & Ortiz, 

2011). 한 경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사회

 기술  문제해결능력, 독립성 등을 향상시

키는 개인 발달의 목 으로 석사학 를 추구하

기도 한다(Wu, 2014).

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칙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석사과정의 교육과정(course 

work)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으로 논문 제출 

자격시험( 는 종합시험)을 통과한 뒤 학 논

문 계획서를 발표하며, 일정 수 의 학 논문

을 작성․심사받는 일련의 차를 거친다(신

석, 안선회, 엄 용, 2013, 110-111). 

학원 과정 에서도 특히 석사과정에서의 

경험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 석사과정은 본

격 인 학문․연구 공동체에 진입하는 단계로, 

학문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해당한다

(Conrad et al., 1998). 따라서 학생들이 학부과

정에서 학원 석사과정으로의 이동을 통해 경

험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환  요소, 즉 

‘학생’에서 ‘연구자’로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  

응 과정은 학원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의 환에 비해 상 으로 더 많은 변화와 뚜렷

한 특징을 수반한다(임희진 외, 2016, 381). 

따라서 최 인(2012)은 학습자 심의 교육 

환경을 꾸미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했다. 왜냐

하면 결국 교육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학

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Dewey(1938)도 

학습자는 삶의 여정에서 자기 내면으로 체험

한 것을 통해 실을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학습의 행 가 경험학습에 

요한 이론  바탕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즉, 학습을 통해 생성된 지식은 인지활동 

과정에서 경험 자체를 배우는 것이며,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경험학습을 재구성 한다고 할 수 

있다. Knowles(1980)에 의하면 경험은 개인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며, 개인의 정체성은 학습을 

통해 획득된다. 따라서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에서의 학습경험은 사서이자 교사

로서의 정체성을 획득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학원에서의 학습과 연구에 응하고 만족

하는데 있어 학원 진학의 동기와 목표는 매우 

요하다(Shin et al., 2018). 한 학원 교육

에 한 학원생들의 만족도는 공과 문성 

 비 이 높을수록, 개방 일수록, 교육과정이 

충실할수록, 그리고 교육 활동에 한 행정  지

원이 높을수록 높아진다(신 석 외, 2008, 55).

2.3 선행연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서는 학원 교과

과정(교육과정) 반을 분석하거나 특정 교과

목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

만, 학부  석․박사 과정 에 있거나 이미 

마친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한 주제의 연구는 

아직 실행된 이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문

헌정보학과 학원의 교과과정이나 교과목 내

용을 분석한 것을 우선 고찰하고, 더불어 교육

학원 반과 타 공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

습경험에 한 것, 나아가 사서교사 양성과정

의 개선 방안  교과과정 개발에 한 것도 정

리하 다. 

노 희와 곽우정(2020)은 2005년부터 2020

년까지 약 15년간의 문헌정보학과 석․박사 교

과과정의 변화를 3년~4년 단 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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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과 학원 교과과정을 체계 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 교

과과정의 흐름을 읽어 이를 기반으로 세계 인 

경쟁력을 갖춘 정보 문가를 양성하는데 활용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2017년과 2020년의 교과목 수의 변동비

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총 3.70%가 감소하

고, 유일하게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기록 리

학(3.33%)이었다. 서지학(-11.65%), 정보학

(-4.89%), 도서 ․정보센터 경 학(-3.62%), 문

헌정보학 일반(-3.13%), 정보조사제공학(-4.10%)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조직학은 

교과목 수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2020년에는 정보학이 25.15%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개설되어 있고, 도서 ․정보센터경

학(21.30%), 정보조사제공학(15.05%), 문헌정

보학일반(12.35%), 정보조직학(11.27%), 서지

학(7.95%), 기록 리학(6.94%) 순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희 외(2020)는 국내 메이커스페이스 사

서 교육 로그램 개발  활성화를 한 기  

조사로 미국 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교과목들을 조

사한 뒤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메이커스

페이스 교육에서 실습과 체험, 견학, 운  역량 

강화 등의 수업 개발에 유용하게 참고 될 결과

를 도출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미국 문

헌정보학 분야 학원의 메이커스페이스 강의

의 주요 내용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의 이론, 

이용자 요구 분석, 기술과 실습, 로그램 개발 

등이 있었으며, 학습 활동과 조별 과제로는 메

이커스페이스 로그램 개발, 창의, 업 메이

킹 로그램 체험, 메이커스페이스 운 을 

한 제안서 작성 등이 있었다. 

김진숙(2006)은 사서교사가 학교교육 환경

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학원에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사서교사 양성과정의 교

과 내용을 모색하기 해, 국내  미국의 사서

교사 양성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 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첫째, 교과과정은 

공 교과목 형태를 구체화하여 실제 운 에 

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 과목 형태는 

공 선택의 형태로 개설하되 교과교육론의 경

우 개설 형태를 명확히 하고 반드시 이수하도

록 하여 사서교사가 장에서 일할 때 교사로

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은 교과목

명과 교과 내용을 정비하여 사서교사 양성에 

합한 내용으로 범 를 조정하여 교육함으로

써, 사서교사가 학교 장에서 문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 학원 사서

교육 공은 공 역별 교과목을 균형 있게 

다루되, 학교 환경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고려

하여 정보조사제공학 역의 교과목을 보다 강

화해야 하는 한편, 사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과목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과 

학원의 교과과정  교과목들은 도서  문가

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요소임에 분명

하다. 그러나 학습 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경험

에 한 분석 결과가 반 되지 않는다면 시류

에 따른 측면으로 남을 뿐이다. 따라서 문헌정

보학과  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한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어서 교육 학원에서의 경험에 해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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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졸업생을 상으로 실시한 유경훈과 김병

찬(2011)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학원

생들은 임교수의 부재로 학원 과정  임

용 비를 스스로 해나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 직에 있는 교사들을 한 계속교육과 

비 교사들을 한 양성교육이 동시에 이루어

지면서, 서로 다른 목 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부분에 해 지 했다. 

그럼에도 결국 학생들은 교사 자격증 취득을 

교육 학원 진학 동기와 경험에 있어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 

김 미(2021)는 음악교육 공 교육 학원생

의 진학 동기  학습경험에 한 연구를 통해, 

음악교육 공 교육 학원생들이 교육 학원에 

진학한 동기는 ‘가르치는 것에 한 흥미와 

심’,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해’, ‘음악교사가 

되기 해: 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 인 

안’이라는 을 밝 냈다. 한 교육 학원에서

의 학습경험에 해서는 ‘교육과정에 한 불

만족’, ‘진로 비에 한 막연함’, ‘ 실 인 삶

과 학업의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추구하는 목

이 다른 학생들과의 만남’으로 정리했다.

김민지(2015)는 평생교육 공 학원생의 

학원 입학동기와 그 학습과정에서의 변화 과

정을 알아보기 한 연구를 통해, 진학 동기는 

배움의 욕구와 새로운 분야에 한 호기심, 직

무능력향상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직업연계, 

자기계발과 같은 것들임을 밝 냈다. 한 학

습 기에는 다양한 장벽과 마주했지만, 학습 

기에는 자기주도 학습의 경험을 통해 배움에 

한 욕구와 학문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며, 

학습 후기에는 상에 한 비  의 변

화로 자신들의 삶과 상호 연 이 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 학

원 석사과정 학생들은 진학 동기가 다양한 만

큼 학습 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배움에 한 욕구, 교사 자격

증 취득 등의 목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

의 학생들이 극복을 해내고 졸업을 하지만, 보

다 만족스러운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성 (2010)은 우리나라의 사

서교사 양성제도가 충분한 문성을 습득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서교사 양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의 기본 이수 과

목의 개선안 마련을 한 연구를 통해 11개의 

교과목 구성을 제안했고, 안인자(2003)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학교도서  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문 능력 육성을 

해 교육과정의 보완을 한 16개의 교과목을 

제안하 다. 

 

3. 사서교육 공 학습경험 분석

3.1 인터뷰 실시를 한 사  비

인터뷰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

에게 메일을 통해 사  발송할 질문을 미리 구

성하 다. 모든 질문의 형태는 참여자들이 교

육 학원에 재학하는 동안의 학습경험에 해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개방형이며, 체 인

터뷰 진행 시간이 2시간인 을 고려해 구성하

다. 다음의 <표 2>와 <표 3>은 선행연구를 통

해 살펴본 질문 문항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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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문 내용

기본 정보 ∙연령, 석사 학기, 공 분야

석사과정 진학 동기
∙석사과정에 진학한 이유

∙ 공 선택 이유

석사과정에서 

경험하는 학습경험

∙석사과정에 한 기 와 실제

∙교육과정  수업 특성

∙수업 이외의 학습경험: 세미나, 연구 로젝트 참여 등

∙진학  취업 지원 로그램 참여, 인턴십 경험

졸업 후 진로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이유

∙지도교수와의 진로 상담

∙지도교수의 진로에 한 기

석사과정의 유용성 ∙ 재 설정한 진로에 있어 석사학   석사교육의 유용성

기타
∙취업 연계와 련하여 석사교육의 문제

∙석사과정의 개선  제안

<표 2> 면담 질문 구성  내용(이수정, 김승정, 2020, 888)

범주 질문 내용

학원 

입학시험 

응시 

1. 귀하가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2. 지 까지 참여한 평생 교육 로그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육 과정이 자신에게 어떤 향을 

미쳤습니까?

3.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환 이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4. 자신이 배우는 궁극  목 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며 어떤 목 을 

달성하고 싶습니까?

5. 귀하가 본 학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본 학원 과정  평생교육을 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학원 

학기 

1. 본 학원 학습과정에 기 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2. 귀하는 이 의 경험에 빗 어 학원 학습과정  학습 성과에 하여 만족하는 편입니까? 

불만족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본 학원 학습과정 에 학습을 진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4. 본 학원 수업  참여 소감은 어땠나요? 본 학원 과정에서 보람을 느 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다면 학원 수업  향을 미쳤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교수자  동료들과의 계)

5. 본 학원 학습과정  자신에게 새롭게 느껴진 경험이나 학습 지속성에 가장 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원 

졸업 후

1. 학원 졸업 후 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졸업 후 사회 참여  인식에 해 기 하는 바가 

있습니까?

2. 학원에 다니는 과정에서(입학 시, 과정 , 과목 이수 후)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없다면 왜 그 습니까?

3. 앞으로의 비 과 향후 계획을 말 해 주십시오. ( 학원 졸업 후의 계획 포함)

<표 3> 심층면담 주요 질문 내용(김민지, 2015, 70-73)

<표 2>에 정리한 면담 질문 구성  내용에

는 6개의 범주에 총 13개의 질문이 담겨 있다. 

질문 내용은 범주에 따라 구성이 되었으며, 가

장 요한 학습경험에 한 문항이 총 4개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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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표 3>에 정리한 심층면담 주요 질문들은 

학원 입학  계기부터 졸업 후 계획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 동기  학습경험 

반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심

층면담에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특별한 계

기를 떠올리지 못하거나 졸업 후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응답에 한 부담감을 느낄 것

이다.

다음의 <표 4>는 <표 2>와 <표 3>의 내용을 

참고해 본 연구를 해 구성한 포커스 그룹 인

터뷰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질문 과정은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수정해 도입 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 

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주요 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의 

네 단계로 구성했으며, 항목은 동기, 인식, 경험, 

활성화로 나 어 용을 한 질문 문항 9개를 

만들었다. 

3.2 인터뷰 실시

본격 인 인터뷰 실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온라인 실시간 

교육 랫폼인 ZOOM을 활용해 실시했다. 따

라서 사 에 속을 한 링크를 참여자들에게 

보내주었고, 한 사람이 속할 때마다 비디오 

 오디오 시스템을 검해 소통에 무리가 없도

록 조치하 으며, 인터뷰 과정은 동의하에 녹화

를 하여 분석 시 활용하 다. 다음의 <표 5>는 

연구 참여자 12명의 주요 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에 진학하게 

질문 과정 항목 용 질문 문항

도입 질문

(opening questions)
동기

연구자  참여자들 간에 간단한 자기

소개와 인사를 나 고, 인터뷰 주제와 

련된 비교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

하 다.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

니까?

소개 질문

(introductory questions)
인식

인터뷰 주제를 소개하고, 이와 련된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동안의 모든 경험을 한 마디

로 표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요 질문

(key questions)
경험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경험에 한 

생각들을 충분히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석사과정 반에 한 만족도를 수로 표 한다면 

10  만   몇 을 주시겠습니까?

∙석사과정 동안 가장 만족했던(좋았던) 부분과 불만족

스러웠던(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불만족스러웠던(힘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습

니까?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까요?

∙졸업에 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마무리 질문

(ending questions)
활성화

각자의 경험에 해 말한 내용을 정리

하고, 혹시 더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사서교육 공 석사

과정의 발 을 한 제언을 나 다.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의 발 을 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더 말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표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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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연령 학부 공 졸업년월  소속 근무 경력

1 여 44 문헌정보학 2020. 2 N시 H 등학교 14년

2 여 49 문헌정보학 2020. 2 S시 P 학교 15년

3 여 35 문헌정보학 2020. 2 O시 H 등학교 6년

4 여 29 문헌정보학 2020. 2 S시 K 학교 2년

5 여 40 문헌정보학 2020. 2 N시 C 등학교 8년

6 여 49 문헌정보학 2020. 2 G시 S고등학교 13년

7 여 42 문헌정보학 2021. 2 A시 A 등학교 8년

8 여 41
문헌정보학,

국어국문학
2021. 2 G시 A 등학교 11년

9 여 45 문헌정보학 2021. 2 Y시 K도서 10년

10 여 30 문헌정보학 2021. 2 A시 B 등학교 6년

11 여 50 문헌정보학 2021. 2 재는 없음 4년

12 여 37
문헌정보학,

문화교양학
2021. 2 B시 S 학교 8년

<표 5>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주요 인  사항

된 동기와 학습경험에 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이들로 한정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

의 주요 인  사항을 정리  분석한 결과 성별

은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령은 최

소 29세부터 최  50세까지이며 평균 40.9세로 

나타났고, 학부 공은 모두 문헌정보학으로 

나타났다. 다만 2명은 국어국문학과 문화교육

학을 복수 공했다. 이어서 졸업연월은 2020

년과 2021년 2월이 각각 6명씩이었다. 한  

소속은 등학교 도서 (실)이 6명, 학교 도

서 (실)이 3명, 고등학교 도서 (실)이 1명, 

공공도서 이 1명, 재는 없음이 1명이었다. 

마지막으로 근무 경력은 최소 2년부터 최  15

년까지 갖고 있어 평균은 8.75년으로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Krueger와 Casey(2000)은 포커스 그룹 인

터뷰 자료 분석에서 요한 요소를 ‘체계

(systematic), 입증 가능한(verifiable), 순차

인(sequential), 계속 이어지는(continuous)’으

로 설명하고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개방형 코딩을 용하여 

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분석하

다. 즉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의 개념

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 다. 

3.4 분석 결과

∙문항 1) 도입 질문: 사서교육 공 석사과

정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표 6>에 정리한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에 진학한 동기는 ‘재교

육을 통한 사서로서의 역량 강화’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해 임용고시에 응시하기 한 목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졸업생의 학습경험에 한 질  연구  211

참여자 답변 내용

1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과 사서로서의 역량 강화

2
학부 졸업한지 오래되어 공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연수나 기타 교육으로는 한계를 느 습니다.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에 한 이해와 재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3 사서교사 자격 취득

4 더 발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5
같은 지역에 계시는 사서선생님이 경기 학교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1년을 넘게 
추천을 하셨어요. 마침 그때 10년 만에 사서교사 티오가 많이 나서 입학을 결정하 고, 같은 지역의 다른 
사서선생님들께 추천을 하 음.

6 사서교사 자격 취득을 해

7
학교도서 에서 근무하면서 재교육에 한 갈망이 컸다. 시 는 빨리 변하고, 나는 한 박자 늦어지는 것 
같아 조바심도 났다. 사서교사 임용 티오도  생겨서 도 해보고 싶은 맘도 생겼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서 
지원했다.

8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9 역량개발  교원 자격증 취득

10 독서교육에 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사서교사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11 사서로서의 역량을 쌓고 임용 시험에도 도 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12 사서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표 6> 문항 1 답변 내용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답변들은 교육

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 부분이 갖고 있는 

동기와 같기 때문에 사서교육 공 학생들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문항 2) 소개 질문: 사서교육 공 석사과

정 동안의 모든 경험을 한 마디로 표 한

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표 7>에 정리한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동안의 경험을 ‘힘들었

지만 보람되었던 시간’, ‘자신에 한 업그 이

드’, ‘도 ’, ‘새로움’, ‘만남의 기쁨’, ‘기  반 아

쉬움 반’, ‘벌써 졸업?’, ‘사서교사가 되기 한 

법한 과정’, ‘도 과 성취로 날개를 달다’, ‘  

다른 배움의 길’, ‘나의 확장’, ‘  하나의 도 ’

으로 표 하고 있다. 따라서 ‘힘들었지만 보람

된 시간’, ‘도 ’, ‘새로움’, ‘만남의 기쁨’, ‘기  

반 아쉬움 반’, ‘벌써 졸업?’, ‘도 과 성취로 날

개를 달다’, ‘  다른 배움의 길’, ‘  하나의 도

’과 같은 표 에서는 정과 부정이 모두 담

긴 양가  경험의 측면을, ‘자기 자신에 한 업

그 이드’, ‘사서교사가 되기 한 법한 과정’, 

‘새로운 세계로 나를 확장’에서는 정  경험

의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항 3) 주요 질문 1: 석사과정 반에 

한 만족도를 수로 표 한다면 10  만

  몇 을 주시겠습니까?

<표 8>에 정리한 연구 참여자들의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동안의 만족도는 10  만   

최고가 9 , 최 가 6 , 평균은 7.66 으로 나

타났다. 비교 상이 없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

로 만족도의 높고 낮음에 한 단을 하는 것

은 어렵지만, ‘주요 질문’의 응답 내용이 집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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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답변 내용

1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되었던 시간

2
자기 자신에 한 업그 이드, 교육에 한 이해: 석사과정 동안 여러 공과목과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경험치가 업그 이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도 :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등 모든 것이 도 이었기 때문

4 새로움: 석사과정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로웠기 때문에

5 만남의 기쁨: 공부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학원 동기 선생님들을 만나서 좋았어요.

6 기  반 아쉬움 반: 이유는 기 에 충족된 부분도 있고 그 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7
벌써 졸업?: 2년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나,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 조  허무하기도 

하다.

8 학교도서  사서교사가 되기 한 법한 과정

9

도 과 성취로 날개를 달다: 도서 에서 사서로 근무하면서 역량에 한 부분의 부족함을 느 다. 한 

사서로서의 지평을 넓히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학원 진학이라는 도 을 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면서 

공에 한 문지식의 습득,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나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었다. 움츠리고 

있던 나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으니 이제 높이 보고 날아올라가 일만 남았다. 

10  다른 배움의 길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쉬운 이 많다보니 배움에 한 열정이 더 생기는 거 같습니다.

11
새로운 세계로 나를 확장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며 재 교육의 흐름에 해서도 알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12  하나의 도

<표 7> 문항 2 답변 내용

참여자 답변 내용

1 8

2 9

3 7

4 8

5 7

6 6

7 6

8 8

9 8

10 8

11 8

12 9

<표 8> 문항 3 답변 내용

수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불만족

했던 부분에 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만족도 

수 평균이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문항 4) 주요 질문 2: 석사과정 동안 가장 

만족했던(좋았던) 부분과 불만족스러웠

던(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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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답변 내용

1
만족: 다시 학생이 되었다는 측면, 동기들과의 계, 교수님들의 열정

불만족: 과목에 따라 과제가 많았던 

2
만족: 공과목과 교육학 교수님이 열정 으로 가르쳐 주셔서

불만족: 야간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 한 교 원측의 지원과 배려가 부족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3
만족: 수업 내용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내용이 다루어진 

불만족: 일부 강사들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

4
만족: 모두

불만족: 수업이 끝나고 돌아올 때 피곤했던 

5

만족: 연령 는 다양하지만 학원 동기선생님들을 만나서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았음

불만족: 체력 인 힘듦과 정작 임용 비와는 방향이 조  다른 수업(수업 과목과 수업 내용이 동떨어진 

것 등)

6
만족: 장 경험을 살린 강의 내용이 실질 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불만족: 임용 과목도 아니고 학교 장에서 용할 내용도 아닌 과목이 있었다는  

7

만족: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의지할 만한 몇몇의 동기가 생겼다는 

불만족: 석사과정(수업 내용, 진도, 교수진 등등)은 학기 내내 만족하지 못했었다. 동기들 부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음을 공유했었다. 가장 큰 것은 교수님들의 열의 부족이었고, 수업 내용(과목)이 학교도서  장에 

도움이 되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8
만족: 사서교사로 장에서 다양한 수업  운  사례를 할 수 있었던 

불만족: 수업의 질이 기 했던 것보다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다.

9

만족: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서로 힘이 되어서 좋았다. 열정 인 분들을 보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 고, 은 동기 분들을 보면서 새로운 도 이 되기도 했다.

불만족: 동기들이 많아서 좋았기도 했지만, 학원 과정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많은 수강생은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체되었을 때 온라인 동 상 수업을 재탕하여 

업로드 하는 것이 많이 실망스러웠다. 

10

만족: 독서교육에 해 다양한 방면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는 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용한 것들도 있습니다.

불만족: 온라인 수업 때  학기의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독서교육 과목인데 토론만 배우는 이 아쉬웠습니다.

11

만족: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만족했습니다. 학생이 발표를 하더라도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실 때 역시 희하고 보는 이 다르구나하며 문성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만족: 지나치게 학생들 발표 주로 수업하시는 것을 보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에서도 배우는 

게 많지만 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은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12

만족: 사서교사를 꿈꾸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불만족: 교수님들의 수업이 들쑥날쑥 했던 것이 힘들었습니다. 맨 처음 OT에 들었던 내용과 차 달라지는 

수업 내용에 안타까움을 느 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작년에 이루어져서 같은 반 선생님들과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부분도 아쉽습니다.

<표 9> 문항 4 답변 내용

<표 9>에 정리한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동안 만족했던 은 

‘동기들과의 만남’, ‘수업 내용’, ‘교수님들의 열

정’에 한 측면이 주가 되었고, 불만족했던 

은 ‘수업 내용’, ‘교수님들의 태도’, ‘체력  측

면’, ‘교육 학원의 지원과 배려’에 한 부분이

었다. 이 가운데 ‘수업 내용’과 ‘교수님들의 열

정’은 만족과 불만족 측면에서 두루 언 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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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학생들의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가장 요한 측면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항 5) 주요 질문 3: 불만족스러웠던(힘

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표 10>에 정리한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동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주로 ‘동기들과의 공유와 도움’을 통해

서 극복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교수

님과 의논  요청’을 하거나 ‘강의 평가’에 의

견을 남기는 방법, ‘추가 으로 열심히 공부’와 

같이 극복을 해 극 성을 발휘한 경우도 

있었지만, ‘코스 기에 그냥 들었음’과 같이 수

동 이며 무기력하게 응했던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발생했

을 때 교수자나 조교, 교육 학원 사무실에 

극 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이 필요하겠다.

∙문항 6) 주요 질문 4: 이 과정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표 11>에 정리한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원 동기를 모두 이루었다’, ‘공부한 만큼의 

성과’, ‘도 에 한 성과’, ‘발 하게 해  과

정’, ‘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해  과정’, ‘무사

히 마친 과정’, ‘교육학 석사학  취득’, ‘시야의 

확장과 직업 환의 기회 제공’, ‘도 과 성취’, 

‘배움의 길’, ‘선택의 폭 확장’, ‘새로운 시작’ 등

이기 때문에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동안의 경

험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답변 내용

1 동기들의 도움

2 함께 학원 다니는 동기들과 힘든 부분 공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우려고 하 습니다.

3 강의 평가에 련 내용을 었으나 크게 반 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음

4 수업이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말에 더 쉬려고 노력했음

5 스터디 등 추가 으로 공부

6 코스 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음

7 교수님께 수업 내용에 해 요청도 드렸지만 크게 반 되지는 않았다.

8 친한 동료 사서선생님들과의 업  노하우 공유 그 외 자기 계발을 한 학원 외 연수로 극복하 다.

9

인원이 많아서 수업 환경이 좋지는 않았으나, 같은 공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폭 넓게 나  수 있다는 

정 인 측면이 있었음. 온라인 수업에서 동 상 수업 재탕, 업로드 시간 미 수 등에 하여 당장 수강생이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해서는 스스로 교재를 보며 공부하 음. 불만족 부분에 

해서는 종강 후 만족도 조사에 작성하 음

10 교수님과 의논하며 노력하 습니다.

11
동료들 사이의 배움이 크다는 말 에 수업을 충실히 들으려 했고, 주어진 과제에 집 하는 것이 나의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12 2학기에는 으로 수업을 들었고 수업이 들쑥날쑥했던 부분은 강의 평가에 제 의견을 남겨놓았습니다.

<표 10> 문항 5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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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답변 내용

1 지원 동기를 모두 이루었다는 측면에서의 의미

2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한 만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3 도 에 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의미

4 발 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  과정

5

당히 실에 안주하고 맞춰 살려던 내게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해  시간이었습니다.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을 

추천해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학원에서 만난 동기선생님들과 함께 한 공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지 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서교사로서 새로운 꿈을 이루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 하고 

성장하는 사서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6 계속되는 고민 속에 무사히 마친 과정이라는 의미

7 교육학 석사학  취득

8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교사로서의 시야가 확실히 넓어지는 것을 느 다. 기존에는 사서공무직원으로서 도서  

업무를 포 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용자를 상으로 수용하 다면, 지 은 교사로서 수업과 연계하여 

어떻게 교육 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구체 으로 한 번 더 검하고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사서 공무직 외에 교사로서 직업을 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데서 가장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 

같은 학교 근무일지라도 직원과 교사의 근무 환경은 무도 다르다. 단순히 근무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교 도서  역할을 규정하고 사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달라졌음을 느낀다.

9 도 과 성취로 날개를 달다.

10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도록 만들었습니다.

11 임용을 보든 기간제 교사로 환을 하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표 11> 문항 6 답변 내용

∙문항 7) 주요 질문 5: 졸업에 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표 12>에 정리한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을 졸업한 소감은 ‘아

쉬움’, ‘그리움’, ‘시원섭섭함’, ‘뿌듯함’이라는 

네 개의 감정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감정들도 어떤 과정을 마친 부분의 사람

들이 보편 으로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

서교육 공 학생들만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문항 8) 마무리 질문 1: 사서교육 공 석사

과정의 발 을 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은 무엇입니까?

<표 13>에 정리한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이 발 하

기 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

도서  장과 연결되면서 임용고시 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내용)으로의 개

선’과 ‘선후배  교수들과 교류 기회의 증진’이

었다. 이 답변은 졸업 후 임용고시를 통해 사서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석사과정 학생들의 실질

인 욕구가 반 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 응책을 마련해 실천한다면 학생들의 학

습경험에 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

게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도 더욱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9) 마무리 질문 2: 혹시 더 말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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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답변 내용

1 일하며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재학 에는 빨리 졸업하고 싶었는데,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에 한 아쉬움이 있음

2 다닐 때는 힘들었지만, 졸업하고 나니 그 시 이 그립기도 합니다.

3 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뿌듯함, 하지만 임용이라는 고개가  남아 있다는 부담감 

4 석사를 했지만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5 후련하고 시원섭섭해요.

6 시원섭섭했음

7 졸업이 믿기지 않는다.

8

처음 시작할 때는 2년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무도 허 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온다. 교사 

자격증 취득에 연연하여 목 성을 무 부여한 것 같다. 긴 호흡으로 사서로서 스스로 발 하고 도약하는데 연구를 

하 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길게 남는다.

9

3, 4학기를 온라인으로 수업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동기들과 교수님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던 한해 다. 

그래도 졸업으로 나의 지평이 넓어졌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조  더 욕심을 내어 논문을 완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감이 부족하여 졸업시험으로 체한 것도 아쉬웠다. 

10 온라인으로 1년을 수업하게 되어 굉장히 시원섭섭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더 배우고 싶습니다.

11 입학 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이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선택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아쉽기도 하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표 12> 문항 7 답변 내용

참여자 답변 내용

1 교육과정과 학교도서 의 연계, 사서교사 임용에 한 비 지원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됨

2 학원생과 졸업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좀 더 발 하는 사서교육 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교과목  내용에 해 학생들의 요구 조사를 한 뒤 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4 교과목  내용의 문성 강화 

5

지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목 은 모두 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 때문에 임용과 련된 

세미나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재학 시 합격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한명 

뿐이라서 부족한 감이 있었고, 평일에 수업하는 것이 부담이었어요. 재학생마다 지원하는 지역이 다르고, 지역마다 

2차 시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합격자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 임용에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학교도서  운 에도 용할 수 있는 교과목 내용이었으면 좋겠음

7

주로 학교도서  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많이 입학하는데,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수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만약, 사서교육 공에서 임용에 주력한다면 차라리 수업도 임용 으로 나갔으면 불만들이 더 었겠지만, 

이러면 학원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임용 반을 따로 만들어 맞춤형 수업 는 스터디 그룹을 진행해도 좋겠다.

8
사서 교사의 수업 문성이 요하다. 사서로서는 모두 비가 되어 있지만, 교사로서 교육집단에서 그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수업 문성에 한 공백이 여 히 큰 것 같다.

9

선후배, 교수님과의 교류의 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았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이 더욱 발 하기 해서 교수 역량이 좋은 교수진과 학원생들의 연구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논문 작성에 한 좀 더 극 인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면 좋았겠다. 

10

수업의 방식이 조  바 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과목은 한 학기 동안 주제별 도서 목록 만들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다른 과목은 PPT 잘 만들기 수업으로 이 졌는가 하면, 토론 수업이 아닌데 토론만 한 학기 동안 

배운 과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배운 도 있었지만 토론 수업을 수강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다양하고 

깊은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
학교 장에서 역량을 키우기 해 실질 인 교육과정이 많이 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을 발표해 다른 이들과 

나 는 것도 요하지만 교수님께 잘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확 되었으면 합니다.

12 교수진 확보, 수업계획-내용-평가의 일체화

<표 13> 문항 8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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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답변 내용

1 석사과정 경험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실질 으로 발 이 될 것 같아 기 가 됨

2
교육 학원에 가는 이유는 다들 조 씩 다르겠지만, 졸업 후 임용시험 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임용시험에 한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 없음

4 없음

5 없음 

6 없음

7 담당 지도교수 제도가 있어서 학생들과의 상호교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8
교육 학원은 특수한 목 을 가진 지원자들로, 일차 으로는 교사 자격증 획득을 한 학  이수가 요하지만, 

그럼에도 학교 장에서 바로 투입되고 수업에 용 가능한 구체  실무를 배우고 싶다.

9
수강 신청 시 공과목 수강생이 많아 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분반을 할 때 제비뽑기 식으로 반을 

지정해 주는 것보다, 수강생 스스로 선택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10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환되고 교수님께서도 힘드셨을 텐데 최 한 학생들과 소통하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했습

니다.

11
훌륭하시고 좋은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좀 더 바라자면 강의 평가 시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반 되었으면 합니다.

12
교육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함께 많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학원의 문 인 교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표 14> 문항 9 답변 내용

<표 14>에 정리한 문항 9에 한 연구 참여

자들의 추가 답변  새로 도출된 것은 ‘수강 

신청 방법’과 ‘교육 학원에서의 학습경험에 

한 감사 인사’이다. 그 외 답변은 <표 11>에 정

리한 문항 8에 한 답변과 같거나 추가할 내용

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의 <표 15>는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해 통합  분석을 실시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5>는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

한 질문 방식을 수정하여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의 4가지 종류로 정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때 질문하고 정리한 답변 

내용들을,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

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해 9개의 주제, 35개의 범주, 10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개념 범주 주제

문항 1) 도입 질문: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과 사서로서의 역량 강화

사서교사(교원) 

자격 취득과 

임용 도

사서교사로서의 

역량 강화

사서교사 자격 취득

10년 만에 사서교사 티오가 많이 나서 입학을 결정

사서교사 자격 취득을 해

사서교사 임용 티오도  생겨서

<표 15>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한 통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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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범주 주제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역량개발  교원 자격증 취득

사서교사가 되고 싶기도 했음

사서로서의 역량을 쌓고 임용 시험에도 도 해 보고 싶어서

사서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원

학생 교육에 한 이해와 재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교육을 통한 

사서로서의 역량 강화더 발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문항 2) 소개 질문: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동안의 모든 경험을 한 마디로 표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되었던 시간

양가  경험의 측면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인식

도 :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등 모든 것이 도 이었기 때문

새로움: 석사과정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로웠기 때문에

만남의 기쁨: 공부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학원 동기 선생님들을 만나서 

좋았음

기  반 아쉬움 반: 이유는 기 에 충족된 부분도 있고 그 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벌써 졸업?: 2년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나,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 조  허무하기도 함

도 과 성취로 날개를 달다: 도서 에서 사서로 근무하면서 역량에 한 

부분의 부족함을 느 다. 그래서 학원 진학이라는 도 을 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면서 공에 한 문지식의 습득,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나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었음

 다른 배움의 길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다보니 배움에 한 

열정이 더 생기는 거 같음

 하나의 도

자기 자신에 한 업그 이드

정  경험의 측면학교도서  사서교사가 되기 한 법한 과정

새로운 세계로 나를 확장하는 느낌

문항 3) 주요 질문 2: 석사과정 동안 가장 만족했던(좋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연령 는 다양하지만 학원 동기선생님들을 만나서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

가는 것이 가장 좋았음

동기들과의 만남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만족 요인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의지할 만한 몇몇의 동기가 생겼다는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서로 힘이 되어서 좋았음

사서교사를 꿈꾸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즐거웠음

수업 내용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내용이 다루어진 

수업 내용

장 경험을 살린 강의 내용이 실질 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사서교사로 장에서 다양한 수업  운  사례를 할 수 있었던 

독서교육에 해 다양한 방면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는 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음

공과목과 교육학 교수님이 열정 으로 가르쳐 주셔서
교수님들의 열정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만족

다시 학생이 되었다는 측면, 동기들과의 계, 교수님들의 열정
복합  요소

모두

문항 4) 주요 질문 2: 석사과정 동안 가장 불만족스러웠던(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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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범주 주제

과목에 따라 과제가 많았던 

수업 내용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불만족 요인

체력 인 힘듦과 정작 임용 비와는 방향이 조  다른 수업(수업 과목과 

수업 내용이 동떨어진 것 등)

임용 과목도 아니고 학교 장에서 용할 내용도 아닌 과목이 있었다

는  

석사과정(수업 내용, 진도, 교수진 등등)은 학기 내내 만족하지 못했음

수업의 질이 기 했던 것보다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체되었을 때 온라인 동 상 수업을 

재탕하여 업로드 하는 것이 많이 실망스러웠음

온라인 수업 때  학기의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독서교육 과목인데 

토론만 배우는 이 아쉬웠음

지나치게 학생들 발표 주로 수업하시는 것을 보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에서도 배우는 게 많지만 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은데 

의문이 들기도 했음

일부 강사들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
교수님들의 수업

교수님들의 수업이 들쑥날쑥 했던 것

야간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 한 교 원측의 지원과 배려가 부족하다 

생각

교육 학원의 

지원과 배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올 때 피곤했던 체력  측면

문항 5) 주요 질문 3: 불만족스러웠던(힘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동기들의 도움

동기들과의 

공유와 도움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불만족 요인

극복 방법

함께 학원 다니는 동기들과 힘든 부분 공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우려고 하 음

친한 동료 사서선생님들과의 업  노하우 공유

같은 공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폭 넓게 나  수 있다는 정 인 측면이 

있었음

강의 평가에 련 내용을 었으나 크게 반 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음
강의 평가에 반

수업이 들쑥날쑥했던 부분은 강의 평가에 제 의견을 남겨놓았음

교수님께 수업 내용에 해 요청도 드렸지만 크게 반 되지는 않았음 교수님과 

의논  요청교수님과 의논하며 노력하 음

스터디 등 추가 으로 공부

공부에 열수업을 충실히 들으려 했고, 주어진 과제에 집 하는 것이 나의 공부라고 

생각했음

수업이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말에 더 쉬려고 

노력했음
주말에 쉼으로써 회복

코스 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음
코스 기에 

그냥 들었음

문항 6) 주요 질문 4: 이 과정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원 동기를 모두 이루었음

노력에 따른 성취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의 

의미

공부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음

도 에 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음

발 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었음

계속되는 고민 속에 무사히 마친 과정

교육학 석사학  취득

도 과 성취로 날개를 달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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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안주하고 맞춰 살려던 내게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해  시간이었음

확장과 환의 기회

교사로서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 음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도록 만들었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음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해주었음

문항 7) 주요 질문 5: 졸업에 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에 한 아쉬움

아쉬움

졸업 소감

석사를 했지만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사서로서 스스로 발 하고 도약하는데 연구를 하 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길게 남음

조  더 욕심을 내어 논문을 완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감이 부족하여 

졸업시험으로 체한 것도 아쉬움

졸업하고 나니 그 시 이 그립기도 함 그리움

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뿌듯함

뿌듯함
입학 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이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무 좋은 시간이었음

후련하고 시원섭섭함

시원섭섭함시원섭섭했음

온라인으로 1년을 수업하게 되어 굉장히 시원섭섭함

졸업이 믿기지 않음 믿기지 않음

문항 8) 마무리 질문 1: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의 발 을 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과 학교도서 의 연계, 사서교사 임용에 한 비 지원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됨

교육과정(내용) 개선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 

발  방안

교과목  내용에 해 학생들의 요구 조사를 한 뒤 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교과목  내용의 문성 강화 

임용과 련된 세미나, 지역별 합격자 연수 등 필요함 

임용에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학교도서  운 에도 용할 수 있는 교과목 

내용이었으면 좋겠음

학교도서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수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음

사서교사의 문성을 한 수업 공백이 여 히 큰 것 같음

더 다양하고 깊은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학교 장에서 역량을 키우기 해 실질 인 교육과정이 많이 실 되었으면 

좋겠음

교수진 확보, 수업계획-내용-평가의 일체화

학원생과 졸업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좀 더 발 하는 사서교육

공이 되었으면 좋겠음
학생들의 의견 수렴

선후배, 교수님과의 교류의 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음 교류의 장 확

문항 9) 마무리 질문 2: 혹시 더 말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석사과정 경험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실질 으로 발 이 될 것 

같아 기 가 됨
연구 성과 기

학생들에게 임용시험에 한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음 임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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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사서교육 공 학생들의 석사과정 

 학습경험이 어떤 의미와 본질을 지녔는지 

탐색하여, 사서교육 공의 발 을 한 개선 

방안을 찾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이에 연

구 목  달성을 해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을 

졸업한지 2년 이내인 공생 12명을 상으로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

의 4가지 종류로 정한 개방형 질문 방식의 포커

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답변 내용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사서교육 공 졸업생들이 석사과정에 

진학한 동기는 ‘재교육을 통한 사서로서의 역

량 강화’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해 임용고시

에 응시하기 한 목  때문’이었으며, 석사과

정 동안의 경험에 해 ‘자기 자신에 한 업그

이드’, ‘사서교사가 되기 한 법한 과정’, 

‘새로운 세계로 나를 확장’이라는 정  인식

과, ‘힘들었지만 보람된 시간’, ‘도 ’, ‘새로움’, 

‘만남의 기쁨’, ‘기  반 아쉬움 반’, ‘벌써 졸

업?’, ‘도 과 성취로 날개를 달다’, ‘  다른 배

움의 길’, ‘  하나의 도 ’과 같은 양가  인식

도 갖고 있었다.

둘째, 사서교육 공 졸업생들은 석사과정 동

안의 만족도를 10  만   평균 7.66 이었다

고 평가했고, 가장 만족했던 으로는 ‘동기들

과의 만남’, ‘수업 내용’, ‘교수님들의 열정’, 가

장 불만족스러웠던 으로는 ‘수업 내용’, ‘교수

님들의 태도’, ‘체력  측면’, ‘교육 학원의 지

원과 배려’를 꼽았다. 더불어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에 해서는 ‘동기들과의 공유와 도움’, ‘교

수님과 의논  요청’, ‘강의 평가에 기재’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했다고 응답했다.

셋째, 사서교육 공 졸업생들은 석사과정이 

발 하기 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도서  

장과 연결되면서 임용고시 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내용)으로의 개선’과 ‘선

후배  교수들과 교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서교육 공 졸

업생들은 석사과정 동안의 학습경험에 해 비

교  만족하는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참여자가 K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12

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 련 선행연구의 

부재로 만족도 수를 비교해 볼 수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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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지도교수 제도가 있어서 학생들과의 상호교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음
담당 지도교수제 필요

기타 의견

학교 장에 용 가능한 구체  실무를 배우고 싶음 실무 심 교육 필요

수강 신청 시 직  선택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음 수강 신청 방법 개선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환되고 교수님께서도 힘드셨을 텐데 최 한 

학생들과 소통하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했음 교수님들께 감사

훌륭하시고 좋은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좋았음

교육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함께 많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기에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학원의 문 인 교육을 추천하

고 싶음

과정 추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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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석사

과정  발생했다는 상황  변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의 요성과 역할이 계

속 강조되고 있는 시 이기 때문에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내 학생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의 

발 을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학교

도서 에서 정식 사서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임용고시 합격에도 

기여하면서 학교도서  운 에 실질 인 도움

이 될 수 있는 교과목들이 편성  운 될 필요

가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있어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 석사과정에서의 학습경험은 사서이자 교

사로서의 정체성을 획득  유지할 수 있는 매

우 요한 기회이다. 한 교육 학원 사서교

육 공의 입장에서는 학교도서  경 에 최

화된 문가들을 계속 으로 양성  배출하기 

때문에, 지속 인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면 졸

업생들이 박사과정 등 계속 교육 과정에 진학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와 선․후

배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꾸 히 

마련해 사서교육 공만의 정체성을 확립  유

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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