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경영 사례집" 개발을 위한 원고 모집 안내
학도협은 "학교도서관을 사서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필연성"을 담은 내용으로, 학교도서관 경영
사례집을 기획, 제작하려 합니다. 사서교사의 일방적인 입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교사가
배치된 일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싣고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
리고자 합니다.

1. 개발 배경
학교도서관 경영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다변화로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위상이 도전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현장은 '학교도서관=사서교사'의 공식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서교사가 경영하는 학교도서관이 다른 비전문가의 운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경영 사례집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 개발 목적
-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정립한다.
- 사서교사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 사례를 정리, 제작하여 홍보한다.
- 사서교사의 업무 정리와 마케팅 능력 신장 그리고 출판을 통한 지식 생산 능력에 기여한다.
- 일선학교, 유관 기관 배부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을 알린다.
- 사서교사로 하여금 도서관 경영 철학과 경영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질적 평가 기회
를 갖도록 한다.

3. 원고 모집 및 개발 방침
- 원고는 A4 1매에 정해진 양식에 관련 사진 자료와 함께 기록한다.
- 제시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포함한 경우 제출자의 창의적인 편집 양식도 제출 가능하다.
- 제출된 사례는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회원에게 보급한다.

4. 원고모집 기간 및 제출처
- 원고 모집 : 2010년 10월 - 2010년 11월 20일
- 원고 제출 : 학도협 홍보출판국 메일(paul7493@hanmail.net)
- 기타 문의 : 학도협 홍보출판국 010-3575-7493

5. 첨부 : 원고모집 원고 양식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
[학교도서관 경영 사례 제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사례
학교명 :

교사명 :

1. 학교도서관 소개 (내부 사진 포함)
- 소개학교 규모, 도서관 현황, 학교장의 관심 사항,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운영상의 장단점 등

2. 학교도서관 경영 방침
- 도서관의 관훈(관훈과 관훈의 의미나 선정 배경), 본인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 원칙 등을 소개하는 글

3. 본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만의 도서관 운영 활동
- 자랑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 협력 수업 등 사서교사만이 할 수 있는 운영 활동 등)

4. 사서교사 배치 후 도서관 변화, 발전 사항
- 사서교사 부임 이후 달라진 학교도서관 소개

5.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의 소리
- 사서교사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변화된 학교장, 동료교사, 학생 또는 학무모 등의 반응이나 칭찬글 소개

기타 :
- 위의 항목에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첨부해주시면 좋습니다.
- 위의 항목을 수정하셔서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기타 문의는 학도협 홍보출판국 paul7493@hanmail.net, 010-3575-74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