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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교사들의 생활교육에 한 정보요구와 교육청으로부터 배부되는 교육지침에 한 교사 인식 

간 계를 밝  이를 기반으로 한 학교도서  정보서비스 제안에 목 을 두었다.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제작하고 설계를 진행하 으며, 비연구를 통한 심층면담을 분석하여 연구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추출하고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 경기도는 4개 권역으로 나 어지며, 각 권역별 3개 학교에 설문을 실시한 

후 최종 으로 217부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연구 결과, 학교도서 의 생활교육 정보요구에 

한 심이 궁극 으로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실태 개선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 으며, 특히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를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학교도서  서비스를 제안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information needs regarding 

guidance and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guidelines issu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The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viewing theoretical background studies, and 

questionnaires were found in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in a pilot study. Gyeonggi 

Province is divided into four regions, which is the target of the survey. Teachers of three schools 

in each region were surveyed, and eventually 217 copies of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role of school libraries in caring for teachers’ information 

needs ultimately influences the improvement of teachers’ guidance. Based on this result, the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by school libraries. In particular,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esented a potential service plan that can be performed 

by school libraries to help address teachers’ information needs about guidance in schools.

키워드: 학교도서 , 교사인식, 생활교육, 정보요구, 교육지침, 회복 생활교육, 정보서비스

school library, teachers’ perceptions, student guidance, information need, educational 

guidelines, restorative life education, reference services

*

**
***

본 연구는 석사학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이 논문은 2019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3499).

연세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육 학원 사서교육 공(myung0314@naver.com) (제1 자)

연세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lee01@yonsei.ac.kr) (교신 자)

￭

￭

논문 수일자:2022년 5월 9일  ￭최 심사일자:2022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자:2022년 5월 31일

정보 리학회지, 39(2), 131-157, 2022. http://dx.doi.org/10.3743/KOSIM.2022.39.2.131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32  정보 리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2

1. 서 론

학교도서 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수

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내의 정보센터로서 

학교도서 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

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도서 법 제

17706호).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2015, p.10)는 

학교도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통합된 교육 로그램을 제

공하는 교수․학습센터”로 학교도서 을 규정

하고 있다. 이때 “학교교육”은 교과교육뿐만 아

니라 생활교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활교

육은 잠재  교육과정의 동의어로 학생들이 학

교생활을 하는 동안 은연 에 학습하게 되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박채형, 2019). 즉 학생

생활지도에 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해당 정책

을 기반으로 운 되는 학교도서 에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생

활교육지침은 2010년 공표한 학생인권조례로 

표되며 과거와 달리 학생 심 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 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2년 

구 학생 집단괴롭힘 사건을 기 으로 엄벌주

의를 내세웠으며 교육 당국의 서로 다른 책

으로 인해 교사들의 혼란은 가 되었다. 

재와 같이 교육공동체 체가 서로에 한 

불신으로 인해 갈등을 지속하며 방치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근본 으로 해결하고 서로에 한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학교도서 에 있다. 2016

년 국의 ․ ․고등학교에 학교도서  설

치가 의무화되었고, 2018년 학교도서 의 담

인력 배치 의무화 개정안도 통과되었다(학교도

서 진흥법 제15368호). 물론 1인 사서교사 체

제로 운 되는 학교도서 에서 정보활용교육 마

 인력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는 부분 사서교사가 출․반납

과 같은 단순 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

기 때문이다. 사서교사와 같은 문 인력이 단

순 노동에 투입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

를 해 자가 출반납기  퇴직교직원 지원 서

비스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법률  뒷

받침과 학교도서 의 정보서비스 지향 은 학

교도서 의 환경이 교사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한 정보를 서비스하기 해 충분히 구축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생활교육 실태가 활발하게 

연구되어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개발되어있는 

해외(Gonazalez, 2012; Lustick, 2016; Payne 

& Welch, 2015)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교사들

의 생활교육 실태나 생활교육 시 발생하는 정보

요구 분석에 한 근이 소극 인 편이다. 학생

인권조례나 회복  생활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사례(강인구, 김 수, 2015; 김은아, 2017)가 있

으나 교육학계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교

도서 에 연구를 용하기는 역부족이다. 최근 

교과교사의 교육과정에 한 인식이 교육정보

요구에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으나(계민정, 김기 , 2019) 이마 도 교과

교육에 한 정보요구로 범 가 한정되어 학생

생활지도를 한 정보요구를 심층 으로 악

하지 못했다. 즉, 재까지는 교육청의 생활지

도 정책에 한 교과교사의 인식과 교사들의 

정보요구와의 계를 악하기에는 어려운 실

정이다.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극 으로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하기 해서는 생활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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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보문제를 학교 내에서 직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학교도서  사서교사

가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해 어

떤 역할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악하고 이를 

학교도서  정보서비스 제안을 한 근거 자료

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교

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정보요구와 교육청의 학

생생활과 련된 교육지침 인식 간 계를 악

하기 해 설계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학교도서 에서 교사들의 학생생활

지도에 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무

엇일지 고찰하는 것에 궁극 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학교도서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학

생인권조례, 회복  생활교육, 기타 교육

지침)에 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2.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

(정보요구빈도, 정보이용동기)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과 계( 향

계  평균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3.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

(학생 간 갈등 해결 실태, 학생 상담 실태)

는 어떠한가?

∙연구질문 4. 교사들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은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향을 미

치는가?

이러한 이용자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

탕으로 학교도서  정보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사서교사는 존재 목 을 다하여 교육목표 달성

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도서 이 이

용자 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생생활지도의 개념과 영역

학생생활지도는 역 으로 교육과정, 교육

방법, 장학, 훈육, 과외활동, 출․결석, 가정과 

지역사회에 한 심 등 학교 내․외에서 이

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포 한다. 그러

나 일반 으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

동  교과지도 외의 교육활동”으로 제한된다

(김 래, 2014, 18). 오늘날의 교육은 인교육

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은 여 히 입시 

주, 지식 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

다. 한 학교부 응이나 학교폭력사건과 같이 

학생들의 심리 인 문제가 첨 해짐에 따라서 

생활지도는 교과지도와 마찬가지로 차 그 

요성이 확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직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는 행 , 그리고 학

생을 상으로 하는 상담 행 를 주된 학생생활

지도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가 ‘학생인권조

례’와 ‘회복  생활교육’ 개념이라고 단하여 

이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첫 시작으

로 서울, 주 교육청에서도 제정  공포되었

다. 경남 등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꾸 히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도성훈 인천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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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2019년 3월 학생인권조례 선행연구을 

하여 조례 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해 제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창우, 2019).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에 큰 향을 미치는 교육청의 정책이면서 재

까지도 교육계의 요한 이슈로 구성원들 간의 

논쟁을 낳고 있다.

회복  생활교육은 원래 사법 분야에서 사안

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비난, 강제, 처벌, 배제”

의 응보  정의가 아닌 “치유, 조정, 자비, 화

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  정의

를 학교에서 용하는 근방식이다. 즉, 처벌

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학

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행동

에 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진하는 것이 회

복  생활교육의 목 이다(서정기, 2011).

그 외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매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책은 당해연도 단

학교의 교과교육이나 생활교육에 막 한 향

을 미친다. 경기도 교육청의 2019년 생활교육

과 련한 주요 시책으로는 경기자유학년제, 

사계 방학, 고교학 제, 문 학습공동체 등

이 있다.

2.2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

도서 은 자료나 시설을 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해 존재한다. 즉 

학교도서 은 시설과 자료와 같은 기본 인 라

를 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교육  성과라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이병기, 2018). 넓은 의

미에서 도서  서비스는 정보서비스 이외에도 

자료의 선정, 수집 등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

키기 한 도서 의 간 활동까지 포함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 으로 이용자에게 제

공하는 직 서비스, 그 에서도 정보서비스에 

한정하여 도서  서비스를 바라본다. 

Deng(2014)은 1876년부터 1920년까지 도서

 참고서비스의 진화에 해 분석했다. 이는 

사서교사가 되기 해 치르는 임용고사에서 여

히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등 사서교육에서 

요한 이론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사서교사

를 학교도서 의 서비스 주체로 설정하 기에 

Deng이 다룬 참고서비스 이론  James Wyer

의 참고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Deng(2014)에 따르면 James Wyer

가 참고서비스의 3가지 철학에 해 보수이론

(conservative theory), 도이론(moderate 

theory), 진보이론(liberal theory)으로 최 로 

명명했다. 의 세 이론은 도서 에서 서비스의 

범 를 얼마만큼 넓힐 것인가 하는 정보서비스 

수 과 련된다.

보수이론은 정보서비스의 심 개념을 지도․

안내로 보는 견해이다. 즉, 이용자에게 직 으

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정보를 찾는 

법을 교육하여 스스로 찾게 만드는 소극 인 서

비스로, “최소이론 혹은 교육이론”이라고도 부

른다. 반면 진보이론은 정확하고 직 인 정보

의 제공이 정보서비스의 본질이라고 믿는 

의 이론이다. 즉, 이용자의 정보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극 이며 능동

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최

이론, 자유이론”이라고도 한다. 도이론은 “보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 개선을 한 생활지도 정보요구와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 간 계 연구  135

수이론이 진보이론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간단계  성격의 사이론”이다.

교사와 학생은 학교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

보서비스의 핵심 이용자이다. 이때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는 보수

이론에 가깝다. 사서교사의 정보활용교육이나 

도서 활용교육, 독서교육 등의 서비스가 결국 

학생들 스스로 정보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도록 유도하는데 목 이 있기 때문이다(이병

기, 2018).

그러나 교사들을 상으로 하는 정보서비

스는 학생 서비스와는 달라야 한다. 이미 정보

‘서비스’라는 용어에서 진보이론의 당 성을 

내포하고 있거니와 도서  마  등 장기

인 에서 도서 의 목 을 달성하는데 진

보이론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재 주류를 이

루기 때문이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1인 사서교사 체제로 운 되는 학교도서 이 

진보이론을 바탕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학교공동체 내 

교사의 숫자는 학생들보다 으며, 학교도서

에 한 교과교사의 인식이 력수업 시행의지

를 높이고 학교도서  발 에 기여한다는 사실

도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신윤정, 2018). 따

라서 본 연구는 교사들에게는 진보이론을 바

탕으로 학교도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는  하에 교사들의 생활교육 련 정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해 제안하 다.

2.3 교사들의 교육정보요구

국내의 정보이용자연구는 1990년  반 이

후 오늘날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연구방법론이다(이지연, 김 섭, 2016).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자로서의 교사를 연구

상으로 선정한 연구는 드물다. 2000년  들

어서야 교사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사의 교육정보요구와 련한 국내 최  연

구는 김 한(2001)이 교사들의 직업능력개발을 

해 실시한 정보요구 조사 분석이다. 김 한은 

․ ․고등학교를 망라하여 600명의 교사들

을 표본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정보의 

필요도 차원에서 교수활동 역에서 보다 학생지

도 역에서 더욱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고경력 교사들보다 경력 교사들

이 학생지도 역에 한 정보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출처에 한 선호도

는 경력 교사들은 동료교사, 연수기 , 인터넷, 

문단체 순으로, 고경력 교사는 동료교사, 인터

넷, 연수기 , 문단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직

경력에 계없이 동료교사에 한 선호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미화(2001)는 김 한의 연구와 달리 상

을 등학교 교사로 한정하여 정보요구를 악

했다. 부산 역시 내 등학교에 근무하는 교

사 351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하여 양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김 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등학교 교사들은 교수학습 역

과 학생지도 역의 정보를 경 활동 역  개

인계발 역 정보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지도 역에서만 평교사가 

부장교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 경력 교사가 고경

력 교사보다 학생생활지도 정보를 더욱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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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는 김 한 연구의 결론과 같다.

김정미, 이제환(2010)은 교사들이 업무 수행

을 한 정보원으로 도서 을 선택하는 일이 

거의 없음을 인지하고 그 이유를 악하기 

해 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해 등학교 교사

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직무를 4가지로 나 었을 때 교수활동, 학

생지도, 자기계발, 학 운  순으로 정보요구빈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

이 짧을수록 정보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은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 소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에서도 부장교사에 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정보행태  특성으로는 정

보요구에 해 소극 으로 처한다는 , 비

공식  정보를 선호한다는 , 장 심의 정

보를 선호한다는  등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도서 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교

사들에게 있어서는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선미(2012) 한 교수지도, 학생지도, 경

활동, 자아실 으로 직무를 나 고, 직무에 

따른 정보요구를 조사하 다. 해당 연구 한 

동료교사를 심으로 학 경 과 학생지도에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등교사의 정보이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유 (2017)은 교사가 부분의 비율을 차

지하고 있는 교육 문 학원생을 상으로 정

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했다. 장의 교

사들이 아닌 학 취득을 상으로 하는 학원

생이 연구 상인 만큼 앞선 연구들과는 뚜렷한 

차이 이 있었다. 교육 문 학원생은 교수-학

습 방법에 한 학업에서 가장 정보요구가 높

게 나타났으며 직무분야에서는 학생생활지도

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다. 선호하는 정보원

은 온라인 교사커뮤니티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동료  문가, 세미나․연수자료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인 계민정, 김

기 (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에 한 인식이 교육정보요구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등

학교 교사를 심으로 진행된 데 비해, 고등학

교 교과교사를 상으로 한정하여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 다른 선행연구들이 교사

들의 반 인 정보요구, 직무에 한 정보요

구에 을 두었다면 해당 연구는 교육과정 

변화에 한 교사의 인식이 정보요구에 미치

는 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교사들의 교육

과정에 한 인식 수 이 높을수록 정보요구

의 수 도 높았다. 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

로운 형태의 학습자료 정보원 요구 등이 있었

고, 각 학교의 특성이 반 된 자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연구와는 달리 국외 연구에서는 임교

사, 비교사, 생물교사 등 교사들의 범주를 다

양화해서 연구 상을 좁  진행한 연구들이 많

았다. 한 양 연구를 주로 하여 빈도분석에 

그쳤던 국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주로 질 인 

연구를 선택하여 이용자들의 심층 인 정보행

태를 악한 연구들이 있었다. Perrault(2007)

는 교사들의 온라인 정보추구행태가 교사들의 

교수-학습 계획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이

러한 향과 학교도서  매체 문가(사서교

사)와의 계성을 알아보기 해 연구를 진행

했다. Perrault(2007)는 72명의 뉴욕주 생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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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을 표본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심층 인 연구를 해 10명의 연

구참여자를 선발하여 심층인터뷰를 수행하

다. 결과 으로 교사들의 온라인 정보추구행태

가 다음의 네 단계로 이루어짐을 밝 냈다. 첫

째, 교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악하기 해 정

보추구에 착수한다. 둘째, 수집한 정보를 교수-

학습 계획과 통합한다. 셋째, 그들의 교수 략

을 수정한다. 넷째, 피드백을 해 다시 처음 단

계로 돌아가 정보원을 검색한다.

Kim과 Roth(2011)는 부임 1년 차 임교사

들의 업무 련 정보 추구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18명의 경력 교사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1년 차 교사 시  업무와 련된 정보의 

수집  이용의 장벽 요인 등을 악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는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 다. 한 업무 련 정보를 

성공 으로 추구하기 해서는 학교 환경이나 

문화 등 맥락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을 시사했다.

Tanni(2012)는 비교사들을 상으로 교사

들이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채

과 정보원의 유형을 연구했다. 총 23명의 

비교사를 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참여 찰을 

실시하 고, 그 결과 이들의 정보채 로는 본인

의 소장자료 웹, 도서  등 7개 범주가 조사되었

다. 정보원으로는 교재, 도서, 개인 일 등이 활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hipman, Susan, Kimberly(2015)는 직 

교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이를 

출처 연구방법, 상 연구 내용

김 한(2001)
양 연구

․ ․고교 교사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역, 정보출처, 정보탐색 만족도, 정보탐색 련 

요인을 연구

문미화(2001)
양 연구

등교사
등교사의 교사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 주제와 정보출처 분석 연구

김정미, 이제환(2010)
양 연구

등교사
등교사들의 정보행태 분석을 통한 도서  비이용요인 악 연구

박선미(2012)
양 연구

등교사
등교사의 개인별 차이에 의한 정보필요도와 정보이용행태 연구

김유 (2017)
양 연구

교육 문 학원생
교사와 학원생으로서 역할에 따른 정보이용행태 연구

계민정, 김기 (2019)
양 연구

교육 문 학원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 인식이 교사들의 교육정보요구에 미치는 향 

연구

Perrault(2007)
질 , 양 연구

생물교사
교사들의 온라인 정보추구행태와 교수-학습 계획과의 연 성 연구

Kim와 Roth(2011)
질 연구

임교사
경력 1년 차 교사들의 업무 련 정보 수집 시 이용 장벽 요인 연구

Tanni(2012)
질 연구

비교사
비교사들이 수업지도안 작성 시 사용되는 정보채 과 정보원 조사 연구

Shipman, Susan, 

Kimberly(2015)

양 연구

직교사
교사들의 선호 정보원과 도서 이용자교육 수료와의 상 계 연구

<표 1> 교사의 교육정보요구 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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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보검색행   정보원을 조사하 는데, 

이러한 정보원 등과 도서 이용자교육 수강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직교사들의 문정

보 검색을 한 목 으로는 웹사이트, 동일교

과목의 교사, 워크 과 직자료, 학교 리자와 

행정 문가 등의 순서로 응답되었다. 한 도

서  이용자교육 수강 여부와 교사의 문정보

추구를 한 정보원은 16개 항목  사서교사, 

ERIC, 디지털도서  DB, 교육청 간행물 사용

과의 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도서  이용자교육은 교사들이 정

보원 인식을 향상시키고, 정보활용능력을 진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와 같은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과교육에 

한 정보요구만큼이나 생활교육에 한 정보요

구가 높다. 하지만 생활교육에 한 정보행태

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는 무한 상황이다. 따

라서 교사들의 생활교육에 한 정보요구에 한

정하여 정보이용행태를 탐색하는 것이 학교도

서  서비스의 발 과 후속 연구에 더욱 필요

하다.

3. 연구 설계

3.1 예비연구

비연구의 목 은 학생생활지도 변화에 

한 개별 교사들의 인식과 그와 계가 있는 다

양한 요인들을 총체 으로 악하는 데 있다. 

한 이를 일반화하기 한 석으로 연구모형

을 구축하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문항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비연구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등학

교 교사를 총 4명 선정하여 립  질문을 이용

한 반구조화된 방식의 1:1 심층면담을 수행하

다. 비연구의 결과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요인들을 악했다. 립  질문이란 개방형 

질문, 폐쇄  질문과 비교되는 질문 방식이다. 

이는 이용자(심층면담 상자)가 자신의 정보

요구를 정보 문가의 용어가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정보 필요성을 표 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이용자의 에서 질의를 이해

할 수 있다(Dervin, 2008). 반구조화 인터뷰는 

기본 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인터뷰 상자

와 이야기를 나 며 더욱 심도 있는 질문으로 

발 하는 방식이다. 반구조화 방식을 활용한 

이유는 심층면담 기에 교사들에게 비교  익

숙한 학생인권조례와 회복  생활교육에 한 

인식을 물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인 심층 

질문을 통해 교사들의 정보요구를 악하기 

함이다.

피면담자의 선정 방식은 등학교 교과과목

을 가르치는 일반계 학교 교사 가운데서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식  임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을 선택했

다. 그러나 향 요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

생 가능성이 있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해 교

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 각각 다른 부서에 속한 

교사들을 선정하고자 하 다. 면담 시간은 최

소 40분에서 최  60분이 넘지 않도록 한정하

다. 심층면담 내용은 사  동의하에 녹음되

었으며 녹취록을 사한 문서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하 다. 심층면담 피면담자의 특징

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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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교직경력 학교 특성 연령 성별 업무  특성 심층면담 시간

교사A 4년 남녀공학 고등 20  후반 남

수학과

연구부

3학년 담임

40’23”

교사B 4년 남자 고등 30  반 남

사회과

학생부

2학년 담임

52’22”

교사C 14년 여자 등 40  반 남

수학과

연구부

1학년 담임

49’13”

교사D 10년 여자 등 30  후반 남

체능

교무부

비담임

40’36”

<표 2> 심층면담 연구 상자의 일반 인 사항

심층면담 수행은 사  약속을 잡은 뒤 피면담

자의 편의를 하여 면  상자의 근무 학교에

서 1:1로 진행하 다. 주로 교내 도서  등 연구 

상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진행되었

으며 심층면담 후 연구 상자에게 추가 질문사

항이 생길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심도 있

게 질의를 진행하 다. 추가 질의는 평균 2-3회

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표 3>의 심층면담 기

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시작하여 이후 추가 

질문들을 통해 심층 질의를 이어갔다.

기본 질문의 내용은 교사들의 정보요구에 

한 질문을 제외하고 피면담자의 일반사항과 학

생생활지도 지침에 한 인식만으로 구성하

다. 그 이유는 비연구 단계에서 악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정보요구가 ‘내면  요구’이기 

때문이다. 정보요구에 한 사항은 인터뷰를 하

는 도  교사들이 은연 에 하는 답변들 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을 시 추가 질문을 하여 상

세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악했다.

비연구 수행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각각 교육청의 생활교육 지침

에 해 인식 차이가 있었다. 교사A와 교사D

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해 반 으로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A는 학생

인권조례 공표 이후 생활지도가 ‘많이 힘들어

졌다’고 직 으로 표 했다. 회복  생활교육

질문 내용

일반사항
학교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학교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교육청의 생활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도

생활교육 변화 지침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생활교육 련 교내․외 연수를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교육청 지침이 변하면 어떤 방식으로 용하고 계신가요?

기타 학생 이해나 생활교육을 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표 3> 면담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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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그 효과의 정성을 인지하면서도 

타 기 과의 력이 ‘행정  업무량을 늘리’기

도 해서 인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식했다. 

한 기타 교육 지침  신교육지구 사업을 ‘스

트 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D는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에 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시

행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정신노동’과 ‘스트

스’라고 표 하며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회복  생활교육을 포함한 기타 교육지침

에 해서는 ‘당황스럽다’고 표 하며 부정 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지침이 

‘다양한 부분에서 자주 바 ’며 과도기 인 모

습을 보여 그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 때

문이었다.

이에 비해 교사C는 반 인 교육청의 교육

지침 변화에 해 ‘좋은 취지다’, ‘학교 내에 생

기면 좋다’고 말하며 정 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해 극 공

감하고, 교내연수를 주선하여 회복  생활교육

의 개념을 동료 교사들에게 달하는 등 교육

청의 교육지침을 정을 넘어 지침 안정화에 

극 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한 회복  생

활교육에 해서 ‘시작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아마 국 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상하면서 

낙  태도를 보 다.

교사B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에는 크게 

심을 두지 않았다. 학생안 인권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등에 개인 이고 주

인 인식을 가지지 않고 그  객 인 업무로

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청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들

의 인식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생활지도 실태는 크게 학생들 간

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과 학생들을 직  상담

한 경험으로 나뉘었다.

교사A는 학생들 간 갈등 해결이나 학생 상

담 등에 있어서 매우 극 인 교사 다. 그러

나 은 경력과 미숙함으로 인해 심을 가져

주고 갈등 해결을 해 투자하는 노력에 비해 

실제로 갈등이 해결된 경우는 잘 없었다. 그런 

경우에 ‘경력이 많거나 학생과 같은 성별을 가

진 교사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

고 있었다.

교사B 한 ‘학생들에게 심이 많아 상담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와 같은 

학생 상담 지도를 ‘수다’라고 표 하며 특유의 

생활지도방식으로 학생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 다.

“애들한테도 수시로 물어보고. 애들이 (자신들

끼리의) 비 을 은근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야  여자친구 있다매?” 하면 “어 뭐야 가 

얘기했어요?” 이러고. ( 략) 혼내면 튕겨 나갈 

것 같은 학생은 그 친구들한테 “걔 학교 좀 나오라

고 얘기해 라” ( 략) 다행히 그 학생은 일수가 

다 맞아서 졸업은 했어요.” (교사B)

교사C 한 수년간의 경력으로 학생들과의 

상담 빈도가 높고 갈등 해결 정도가 높았다. 특

히 자퇴를 원하는 등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그 이유

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상담지도를 바탕으로 

이러한 학생들을 차 학교 생활에 응시켰다. 

교사C는 ‘가정에서 문제행동을 유발’ 한다는 

단 하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도 생활

지도의 큰 비 을 두었다. 와 같은 노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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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졸업조차 태로웠던 학생들의 변화를 직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D는 스스로 ‘교육의 방향이 엄한 편’이

라고 표 하 고 ‘권 이고 강압 인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만큼 다른 교사들에 비

해서는 학생들과의 갈등이 많은 편이었고, 학

생 간 갈등을 해결하는 빈도나 상담 경험이 

은 편이었다. 상담 빈도가 있기는 했으나 학생 

상담에 자신감이 없었고, ‘상담은 문 상담 교

사에게 하는 것이 효과 이다’고 말하며 상담

교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어필하 다.

셋째,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정보요구에 따

라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

다. 정보요구는 크게 정보요구빈도와 정보이용

동기로 구분된다.

교사A는 반 으로 정보요구빈도가 높고, 

생활지도 반에 정보이용동기가 있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생활지도는 련된 문 지식이 없

기 때문에 ‘훨씬 어렵게’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임 시 에는 생활지도와 련된 정보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매달렸다’고, 그 게 얻

은 정보를 메모하는 방식의 정보추구행태를 선

호했다. 학교폭력과 련된 정보요구빈도는 ‘년

도 별로 1~2번’, 부임 이후 총 4~5번 정도가 

있었다.

교사B도 생활지도를 수업보다 어려운 업무

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인권업무, 즉 학생인권조례에 한 정보이

용동기가 높았다. 교사B는 주로 교육청에서 내

려오는 매뉴얼이나 참고정보원을 통해서 정보

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정보

문제가 해결되는 빈도는 낮았다. 그 이유는 교

육청에서 일 으로 배포하는 정보원이 ‘ 무 

방 해서’ 단 학교에 개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학교에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고자’ 

했지만 ‘자료의 양이 많아서 실패’한 경우가 많

았다. 교사B는 교육청의 매뉴얼이 학교 개별화

에 실패한 사례로 ‘여학생들에게 합한 생리와 

련된 인권 정보를 남자고등학교에 보내 ’ 일

화를 제시했다.

교사C는 학생인권조례나 회복  생활교육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 기 때문에 정보요구

빈도가 낮았다. 주로 그 외 기타 교육지침에 

한 정보요구가 있었다.

“학년부 체제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학년부랑

은 좀 다른. ( 략) 교무, 학생, 연구, 이런 데가 

일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건지 이게 되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희가 토론회, 

토론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그게 

과반이나 이런 게 안 넘어요.” (교사C)

교사D는 학생생활지도 반에 한 정보이

용빈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웹자원을 

이용하는데 해서는 거부감이 있었다. 그 이유

로는 생활지도가 정성 인 부분인데 비해서 ‘컴

퓨터에 있는 내용은 정량 인 것이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한 교사B와 마찬가지로 학교 맞춤

형, 지역과 연계된 정보에 한 동기가 있었으

나 정보탐색결과가 개인별 맞춤화가 되지 않아 

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D는 정

보이용동기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여 정보문

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다.

피면담자들과의 심층면담을 내용분석한 결

과,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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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상 계에 있는 요인을 크게 2가지 범

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내용의 범주는 ‘생활지

도 정보요구’, ‘학생생활지도 실태’이다. 이에 따

른 하  요인은 <표 4>와 같다.

선행연구들과 비연구를 통해 나타난 내용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를 개

발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의 인식과 정보요구

의 계를 밝히고자 하 다.

3.2 연구모형 및 가설

교사의 생활지도 정보요구와 교육지침 변화

에 한 인식 간의 계를 악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연구질문을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요구

(정보요구빈도, 정보이용동기)는 교육청

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들의 인식과 

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1.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요

구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이

용동기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범주 하  요소

생활지도 정보요구
정보요구빈도

정보이용동기

학생생활지도 실태
갈등 해결 경험

학생 상담 경험

<표 4>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한 내용분석 결과

 *표시된 번호는 가설번호임

**실선은 인과 계, 선은 평균차이분석을 나타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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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교사들의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학생생활지도 실태(학생 간 

갈등 해결, 학생 상담)에 향을 미칠 것

이다. 

- 가설 2-1.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 간 갈등 해결 

경험에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 간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빈도에 향을 미

칠 것이다. 

- 가설 2-4.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도구 개발

설문 문항의 구성은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들의 인식 18문항, 생활지도 정보요구 8문

항, 학생생활지도 실태 11문항, 정보추구결과 8

문항, 피면담자의 개인  특성 6문항을 포함하

여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 문항은 

김 래(2014), 강호 (2010), 이언 (2010), 안

다인(2018), 계민정, 김기 (2019)의 연구  

비연구 결과를 토 로 구성하 다. 체 인 

설문 문항 구성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구분 변인 문항 내용 문항수 출처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들의 인식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에 한 인지도, 교육  필요

성 인식, 역기능 인식
6

김 래(2014)

비연구

회복  생활교육
회복  생활교육에 한 인식도, 교육  

필요성 인식, 역기능 인식
6

김 래(2014)

강호 (2010)

비연구

기타 교육지침 변화

기타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지도, 교육

 필요성 인식, 역기능 인식, 교육청의 

련 자료 제공

6
이언 (2010)

비연구

생활지도 정보요구

정보요구빈도 정보요구빈도 1
안다인(2018)

계민정, 김기 (2019)

정보이용동기
이용 동기, 정보원, 정보원 선택 시 고려사

항, 연구회 참여 여부  필요성 인식
7

안다인(2018)

계민정, 김기 (2019)

비연구

학생생활지도 실태

갈등 해결 경험 경험의 유무, 해결 방안, 필요성 인식 6
이언 (2010)

비연구

학생 상담 경험
상담 빈도, 상담 시간, 상담 빈도가 낮은 

이유, 필요성 인식
5 비연구

정보추구결과 정보원 만족도

동료교사, 문가, 교내․외 연수, 논문․

보고서․ , 최신동향정보․기사․뉴

스에 한 각각의 만족도

8 비연구

개인  특성 개인  특성
연령, 성별, 담당 과목, 경력, 소속 부서, 

담임 경험 유무
6 -

<표 5> 설문 문항 구성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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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문 대상 및 표본

본 연구의 모집단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학교와 고등학교에 재직 인 교사로 설정하

다. 표본은 경기도를 김포-고양권역, 의정부-

남양주권역, 성남-안산-안양권역, 수원-용인권

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3개 학교씩 비율

을 맞추어 총 12개교에 설문을 실시하 다.

데이터 수집은 2020년 2월 14일부터 3월 10

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 다. 주로 경기도 교육

청 소속 등학교의 학교장을 통하여 각 학교 

교사들에게 구 서베이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249부의 응답지를 회수하 다. 데이터 검토 과

정에서 불성실 응답, 복 응답  결측값 32부

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217부의 데이터가 최

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5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변인(평가항목)들을 기

으로 요인을 구분하는 R-type 요인분석으로 

변인들을 요인별 추출하여 변수로 설정하 다. 

측정변수의 구성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주

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

용하 다. 의미 분석을 한 회  방법으로는 

카이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 방

법을 사용하 다. 요인 재치(factor loading)

의 경우 요인과 문항 간 상  정도로 베리맥스

와 같은 직각회  방식에서는 상 계수를 0으

로 가정했다. 보통 0~1 사이 값을 갖는데 0.5 

이상이면 해당 요인과 한 상 계가 있다

고 가정했다.

KMO(Kaiser-Meter-Olkin) 측도는 변수들 

간의 편상 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수 숫자와 

이스 숫자의 성을 나타내는 표본 합도

이다. KMO가 0.5보다 크면 요인분석을 실시하

는 것이 하다고 단했다. 이때 상 계수

의 행렬이 각행렬이면 요인분석이 부 하

다. Bartlett의 검정 유의확률이 0.5 이하이면 

각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을 하

는 것이 하다고 단했다.

한편, 조사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하여 설

문문항의 내 일 성에 의한 신뢰도 평가 방법

인 크론바흐 알  계수를 활용하 다. 크론바

흐 알  계수는 0.6 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

로 단했다.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들의 인

식 요인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요인분

석의 합성과 설명력을 높이기 해 정제화 

기 에 따른 부하량 0.5 이하의 낮은 문항은 제

거하 다. 표본 성의 KMO 측도는 0.76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0%의 유의수 에서 

유의하여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

들의 인식 요인 척도에서 요인분석이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통성(communality)은 모

두 0.5 이상이므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합함

을 확인하 다.

탐색  요인분석 결과 총 7문항에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설명된 총 분산은 요인 3개

가 입력변수의 67.79%를 설명하고 있다. 추출

된 3개의 요인  첫 번째 요인을 학생인권조례

에 한 교사의 인식으로 ‘학생인권조례’, 두 번

째 요인을 회복  생활교육에 한 교사의 인

식으로 ‘회복  생활교육’, 세 번째 요인을 기타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의 인식으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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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번호)

설문문항

요인1

(학생인권

조례)

요인2

(회복  

생활교육)

요인3

(기타 교육지침 

변화)

Cronbach’s 

Alpha

Eigen 

Value

(3) 학생인권조례의 인성 교육 도움 정도 .821 .207 .134
.874 1.37

(4)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소통 도움 정도 .835 .125 .129

(9) 회복  생활교육의 생활지도 연 성 .406 .775 .217
.922 1.14

(10) 회복  생활교육의 인성 교육 도움 정도 .459 .734 .262

(14) 교육지침 변화의 필요성 인식 .113 .266 .709

.668 1.35(15) 교육지침 변화의 교육학  도움 정도 .141 .218 .755

(18) 교육지침 변화와 교육청의 정보 제공 정도 .220 .104 .528

KMO(Kaiser-Meter-Olkin) .771

Bartlett 구형성 검증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020.105

df 45

p .000*

<표 6>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의 인식

교육지침 변화’라고 명명하 다.

신뢰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

사의 인식에 한 요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874, 

회복  생활교육이 .922, 기타 교육지침 변화는 

.668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상 교사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행하 다. 본 연구

에 이용된 217명의 응답자에 한 일반  특성

은 <표 7>과 같다.

먼  성별은 여자가 123명(56.7%), 남자가 94

명(43.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  이상이 

116명(53.5%), 40 가 60명(27.6%), 30 가 

33명(15.2%), 20 가 8명(3.7%)으로 나타났

다. 담당 과목 계열은 인문계열이 84명(38.7%)

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 48명(22.1%), 사회

계열 40명(18.9%), 체능계열 32명(14.3%), 

특수교육  기타 교과 13명(6.0%)으로 뒤를 

이었다.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182명(83.9%), 맡은 경험이 없었던 교사는 35명

(16.1%)이었다.

4.2 가설 검증

4.2.1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정보요구

빈도, 정보이용동기)는 교육청 교육지

침 변화에 한 인식과 계가 있을 것

이다.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는 정보요구빈

도와 정보이용동기 요인으로 나뉜다. 정보요구

빈도가 교사들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했다. 이를 해 정

보요구 빈도를 매일 3회 이상, 매일 1~2회, 격

일, 주 1~2회, 월 1~2회, 연 1~2회로 나 어 

이를 연속형 변수로 역코딩하여 단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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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여 123 56.7

남 94 43.3

연령

20 8 3.7

30 33 15.2

40 60 27.6

50  이상 116 53.5

담당 교과

인문계열 84 38.7

자연계열 48 22.1

사회계열 41 18.9

체능계열 31 14.3

특수  기타 13 6.0

담임 경험
담임 경험 있음 182 83.9

담임 경험 없음 35 16.1

<표 7>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N=217)

을 진행하 다. 교사들의 생활지도와 련된 정

보이용동기는 학생인권조례, 회복  생활교육, 

기타 교육지침에 한 동기로 나 었고, 각각

의 동기 요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교육지침 인

식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1.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요

구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요구빈도가 교사

들의 교육지침 인식에 미치는 향의 단순회귀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 설명력은 3.3% 

(R²=.033)이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

은 1.92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

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

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요구빈도는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β=.181, 

p=.008).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가설 1-2.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이

용동기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이용동기  학

생인권조례를 이해하기 해서 정보를 찾아본

변수
교육지침 인식

P
B SE B  β

Intercept 2.784 .189 .000

정보요구빈도  .184 .168 .181  .008*

 Durbin-Watson=1.924 R²=.033

*p<.05

<표 8>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정보요구빈도, 교육지침 인식 향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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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변한 교사는 71명, 회복  생활교육을 

이해하기 해서 정보를 찾아본다고 답변한 교

사는 86명, 기타 교육지침을 이해하기 해서

라고 답변한 교사는 60명이었다. 학생생활지도

와 련한 정보 이용 동기에 따른 교사들의 교

육지침 인식 비교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통계에 따르면 ‘학생인권, 교권 등 학생인권

조례를 이해하기 해서’가 3.4 (±.5)으로 가

장 높고, ‘학교폭력 원회, 학교폭력 해결 차 

등 회복  생활교육을 이해하기 해’ 3.3 (±.5), 

‘기타 교육청이 변경한 지침들을 이해하기 

해서’ 3.1 (±.6) 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18, scheffe: a>c). 따라

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4.2.2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교사

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학생 간 갈등 

해결, 학생 상담)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 실태는 학생 간 갈등 해결 경

험과 학생 상담 경험으로 나뉜다. 한 학생 간 

갈등 해결 경험은 경험과 필요성 인식, 학생 상

담 경험은 빈도와 필요성 인식으로 나뉜다.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2-1.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 실태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갈등 해결 실태는 갈등 해결 경험의 유․무와 

필요성 인식으로 나뉜다.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17명  173명, 해결한 경

험이 없는 교사는 44명이었다. 교육지침 인식이 

갈등 해결 경험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이 교사가 학

생들 간 갈등에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모형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Hosmer 

& Lemeshow x²=2.445, p=.484), 회귀모형

의 설명력은 9%이다(Nagelkerke R²=.090).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교사들의 교육

지침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 경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719, p=.001). 

교육지침 인식이 한 단계 증가하면 학생 간 갈

등 해결이 1.71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배수의 하한선은 1.266배이며 상한선은 

2.333배이다(95%CI: 1.266~2.333). 따라서 가

설 2-1은 채택되었다.

구분 평균 표 편차 F
P

(Scheffe)

학생인권, 교권 등 학생인권조례를 이용하기 해서(a) 

(n=71)
3.4 .5

4.067
.018*

(a>c)

학교폭력 원회, 학교폭력 해결 차 등 회복  생활교

육을 이해하기 해서(b) (n=86)
3.3 .5

기타 교육청이 변경한 지침들을 이해하기 해서(c) 

(n=60)
3.1 .6

<표 9> 정보이용동기에 따른 교육지침 인식 비교
(N=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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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갈등 해결 경험

P
B S.E. OR 95%CI

교육지침 인식 .542 .156 1.719 1.266~2.333 .001*

-2LL=206.057, Hosmer & Lemeshow test: x²=2.455(p=.484) 

Nagelkerke R²=.090

*p<.05

<표 10> 교육지침에 한 인식, 학생 간 갈등 해결 향 계 분석

∙가설 2-2.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 필요성 인

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이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하에 단순회귀

분석을 진행하 다.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을 

리커트 5  척도의 연속 변수로 계산하여 연구

를 진행하 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한 인

식이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모형 설명력은 4.7%이며(R²=.047), Durbin- 

Watson 통계량은 1.932로 2에 근사한 값을 가

지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 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교

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은 갈등 해결 필요성 인

식에 향을 미친다(β=.217, p=.001).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가설 2-3.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빈도에 향을 미

칠 것이다.

학생 상담 경험은 학생 상담 빈도와 학생 상

담에 한 필요성 인식 요인으로 구분하 다. 

학생 상담 빈도는 주 3~4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로 구분하여 이를 연속형 변수로 역

코딩한 뒤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 다. 교사의 

학생 상담 빈도가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에 

미치는 향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모형 설명력은 0.0%이며, 학생 상담 빈도

는 교사들의 교육지침 인식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β=-.014, p=.840).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가설 2-4.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학생 상담

변 수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

P
B SE B  β

Intercept 2.715 .382 .000

교육지침 인식  .374 .115 .217  .001*

 Durbin-Watson = 1.932 R²=.047

*p<.05

<표 11> 교사의 교육지침 인식,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 향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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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학생 상담 빈도

P
B SE B  β

Intercept 1.852 .296 .000

교육지침 인식 -.018 .089 -.014 .840

 Durbin-Watson=1.911 R²=.000

*p<.05

<표 12> 교사의 교육지침 인식, 학생 상담 빈도 향 계 분석

변 수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

P
B SE B  β

Intercept 3.828 .264 .000

교육지침 인식  .229 .079 .193 .004

 Durbin-Watson=1.750 R²=.037

*p<.05

<표 13>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 교사의 교육지침 인식 향 계 분석

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하에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 다. 

상담 필요성 인식을 리커트 5  척도의 연속 변

수로 계산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이 학생 상담 필요성 인

식에 미치는 향에 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모형 설명력은 3.7%(R²=.037) 이며, Durbin- 

Watson 통계량은 1.750으로 2에 근사한 값을 

가지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 다.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은 교사들

의 교육지침 인식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β= 

.193, p=.004). 따라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4.3 결과 토의

본 연구는 교사들의 교육청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자 하 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실태  정보요구와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과

의 계를 밝히고,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 인식 개선을 한 학교도서  서비

스를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유의성 

검정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가설  채택 여

부는 <표 14>와 같다.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교사들의 정보요구

는 교육청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과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즉 교사들의 생활

지도에 한 높은 정보요구빈도가 교육청의 교

육지침 변화에 한 정 인 인식의 원인이 된

다. 이는 정보문제 발생 그 자체가 인식 향상에 

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정보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도

식과 새로운 정보 간 격차를 여나가는 과정에

서 인식이 정 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이용동기

에 따라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차이가 있었

다. 학생인권조례나 회복  생활교육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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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가설 채택 여부

가설1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요구(정보요구빈도, 정보이용동기)는 교육

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과 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1-1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요구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이용동기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학생 간 갈등 해결, 

학생 상담)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2-1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 간 갈등 해결 경험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 간 갈등 해결 필요성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빈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14> 가설 채택 여부

주로 정보를 이용하는 교사들보다 기타 교육청 

변경 지침들을 이해하기 해 정보를 이용하는 

교사들의 평균 인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밝

졌다. 즉, 생활지도 정보문제와 련하여 ‘공식

화된 요구’가 있는 교사들이 ‘의식화된 요구’가 

있는 교사들보다 평균 인 인식도가 높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지침에 한 

정 인 인식을 이끌어내기 해서는 생활지

도에 한 교사들의 의식화된 요구들을 공식화

된 요구로 발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을 시

사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

이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분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 교육

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한 경험과 해결 필요성 인식에 해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명되었다. 즉, 교육청의 교

육지침에 해 정 인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

과의   생활지도 경험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학생 상담 필요성 인식도 교육지침에 한 

인식에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와 

반 로 학생 상담 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가설 기각의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

과 같다. 학생 상담 빈도는 ‘주 3~4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의 범주로 나 어 설문 

응답을 받았으나 가장 낮은 빈도인 월 1~2회

의 상담도 교사들이 상담을 많이 하지 않는 상

태로 볼 수는 없다. 즉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 인식이 학생 상담 빈도와 계가 없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학교도서관 교직원 서비스 
제안

결과 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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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교육지침 인식과 상 계가 있으며 

향을 미친다. 한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

사들의 인식은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 향상에 도움을 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학교도서  사서교사는 교육청의 교육 목

 달성을 해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을 극

으로 지원하기 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

구를 해결하기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비연구와 본연구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학생생활

교육 지원을 한 학교도서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 제공 자료의 단 학교 맞춤형 

편집 서비스이다. 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육지침

을 단 학교에 하달할 때 정확한 인지를 돕기 

해 매뉴얼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해당 매뉴얼은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원이었다. 

그럼에도 비 연구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일  배포되는 매뉴얼 자료의 양이 방 하고 

단  학교에 맞지 않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교사들은 생활교육 정보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도서 에

서 교육청 제공 자료들을 각 학교의 특성에 맞

는 것들만을 장에서 바로 용할 수 있게 편

집․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업무용 기록물 아카이빙 서비스이다. 많

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정보요구가 발생했을 때 

동료교사나 부장․상담 교사 등 타 교사 정보원

을 선호하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 다. 비연

구 시 시행했던 심층연구에서 한 교사는 ‘특히 

임 때는 경력 교사에게 정보를 얻기 해 매달

려야 한다’고 표 했다. 그러나 인  정보원에 

한 면 면 정보추구행 는 성격 으로 외향

인 교사들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으나 내향 인 

교사들에게는 심리 으로 고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  차원에서 경력교사들의 업무

용 기록물들, 그 에서도 노하우 자료들을 아카

이빙하여 신임교사 오리엔테이션 자료나 연수용 

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도서  사서교사의 정보 문성에 

의존한 극  면 사다. 학생생활교육은 교

과교육과는 달리 불분명한 목표와 불확실한 기

술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정보요

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면  요구’, 혹은 

‘의식화된 요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통계분

석 결과 교사들의 정보요구가 명확하고, 자신

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았을 때 교

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도 정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지침 인

식 개선을 해서는 교사들의 의식화된 요구를 

공식화된 요구로 끌어올리기 한 노력이 필요

하다. 즉, 생활지도실태를 개선하기 해 교사

들의 내면  정보요구를 표 하게 만드는 단계

는 사서교사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재까

지는 학교도서  사서교사가 가진 정보 문성

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최선인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은 학교도서  서비스를 통해 교사들

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를 해결한다면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궁극 으로 교사들의 학생생활

교육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도서 의 존재 목

을 달성을 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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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학교도서 은 학교 교육 목 을 달성하기 

한 도서 이다(이병기, 2018). 즉 학교도서

의 존재 이유는 자료와 시설을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목 을 달

성하는데 있다. 이때 학교교육은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으로 나뉜다. 선행연구(김유 , 2017; 

김정미, 이제환, 2010; 김 한, 2001; 문미화, 

2001; 박선미, 2012)에 따르면 생활교육에 

한 교사들의 정보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비연구를 통해 교사들

의 생활지도 정보요구가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

식과 계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심층면담 결과

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교육지침을 어떻게 인식

하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생활교

육 실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상했다. 본 연구

는 가설을 검증하고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

구를 해결하고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 개

선에 기여하기 해 학교도서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정보

요구의 빈도는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생활지도와 련한 교사들의 정보

이용동기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들

이 교육지침에 해 심을 가지고 정보를 요

구할수록 인식은 정 이며, 해당 정보요구가 

구체 일수록 정 인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육지침에 한 인식이 학생 간 갈등 

해결 실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 필요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지침에 한 교사의 정 인 인식은 

학생 간 갈등 해결에 더욱 극 인 태도를 만

든다. 

다섯째, 교육지침에 한 인식은 학생 상담 

필요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지침에 한 교사의 정 인 인식이 학생 

상담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교사의 교육지침 인식 개선을 해 사서교사

는 학생생활교육을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구

별되게 교사 상의 서비스는 ‘진보이론’  

근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청의 교육지침 변화에 

한 인식을 개선에 기여하여 학교도서 의 교

육 목  달성의 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

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정보

서비스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 제공 자료의 학교 개별화 편집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가장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교육청 제공 정보들을 짧은 시

간에 더욱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업무용 기록물 아카이빙 서비스이다. 

경력교사들의 업무용 기록물을 학교도서  차

원에서 아카이빙 한다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정보원인 교사(인 ) 정보원을 더욱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사서교사의 정보 문성을 활용한 

극  참고 사이다. 개별 교사들을 향한 면

면 참고 사를 통해서 교사들의 내면  요구나 

의식화된 요구를 공식화된 요구로 발 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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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인식을 개선시

킬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의 생활교육 실태의 개

선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경기도 등학교 교사들의 생활지

도 정보요구가 교육청의 교육지침 인식에 향

을 미친다는 , 그리고 교육지침의 인식이 교

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실태에 향을 미친다는 

을 증명했다. 즉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해서는 교사들이 

가진 생활지도 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를 근거로 교사들의 생활지도 정보요구를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기 한 방안을 학교도서  서

비스로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단,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의 정보 문가

인 사서교사를 연구 상에서 배제했다는 에

서 제한 이 있다. 사서교사 1인 체제로 운 되

는 학교도서 에서 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 상 서비스조차 만족스럽게 시행되지 않

고 있는 학교도서 이 존재하는 만큼 교사 

상 서비스에 시간을 쏟을 여력이 사서교사에게 

남아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후속 

연구로 교과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를 한 학

교도서  서비스를 직  용하고 해당 정보서

비스의 순기능과 한계 을 사서교사의 에

서 분석하고 한계 에 비한 략  책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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