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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 등 교육의 정보활용교육에 포함될 내용을 구성하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 정보와 

시사 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하여 기존에 개발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3종과 2019-2020년에 개발한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안의 내용 체계  교과서 체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정보문제 해결과정 모형이 용되었고 인쇄  디지털 미디어의 내용과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도서 과 미디어의 종류를 계열성 있게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도서 ․미디어․정보․독서 리터러시

는 정보활용능력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한 학습 요소 다. 셋째,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체계에 맞게 교과역량, 일반화된 지식, 내용 체계  성취 기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한 정보활용능력 교과의 

명칭 도출을 한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활용역량 교육, 도서 , 민주시민, 국가 수  교육과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conten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which will be included in th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n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and implications 

necessary for developing new textbooks. For this study, three types of previously developed textbooks 

for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were analyzed, and curriculum content structure, and textbook structure 

of the draft version of the textbook ‘Media and Information Life’ developed in 2019-2020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textbook applied the information 

problem solving process model and contained the contents of print, and digital media and the media literacy 

necessary for democratic citizens, but it was necessary to add the types of libraries and media in sequence. 

Second, library, media, information, and reading literacy were major learning elements that made up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Third, the “media and information life” textbook needed 

to present subject competencies, generalized knowledg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addition, social discussion was needed 

to derive the name of the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KEYWORDS : Information Literacy, Medi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Library, Democratic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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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읽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정보활용

능력(information literacy)은 오늘날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 역량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OECD, 2019; UNESCO, 2013), 정보활용능력교육(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이하 정보

활용교육)은 시민들 간의 정보격차를 이는 효과 인 방법이었다(강 숙, 2018a; 이정연, 최은주, 

2006; 정 미, 2009, 266).

도서 은 통 으로 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 자료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인 정보 공유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나아가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 교육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이에 문헌정보학계는 사회 , 기술  변화에 따른 다양한 

미디어에서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심을 가져 왔다. 

정보활용능력은 1974년 미국 문헌정보학국가 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보활용능력이 있는 사람(information literate)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하는 개념에서 생되었다(배경재, 박희진, 2013, 244; Zurkowski, 

1974). 이후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1989년에 정보활용능력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많은 국제  국가 수 의 도서  단체에서 정보활용능력 기 을 제시하 다(AASL, 2007; 2018; 

AASL & AECT, 1998; ACRL, 2000; 2015; ANZIIL, 2004; Catts & Lau, 2008; SCONUL, 

1999; 2011; 日本図書館協会図書館利用教育委員会, 2001). 이 같은 배경으로 정보활용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서비스는 도서  리터러시나 서지교육(bibliographic instruction)에서 확장된 개념으

로 인정받고 있으며(Mittermeyer et al., 2003; UNESCO, 2013, 29), 정보활용교육은 사서가 시민들

에게 제공해야 할 요한 서비스로 제시되고 있다(AASL & AECT, 1998; IFLA, 2015).

사서(교사)는 일차 으로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한 책무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연구에서 사서교사와 정보활용교육을 연계시킨 연구가 수행되었으며(강 숙, 

2018b; 김성 , 2011; 송기호, 2011; 2016; 이병기, 2011; 2019), 사서교사가 등학교에서 

정보활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김성 , 2011; 이경화, 송기호, 2016; 이병기, 2011; 2019). 

그러나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정보활용교육을 한 교과서인 도서 과 정보 생활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어서 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 체계와는 차이가 있으며(이

병기, 2019), 정보를 담고 있는 미디어 지식과 활용에 한 내용은 부족하 다(박주 , 2020). 

이에 본 연구는 국가수  교육과정의 개정과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등 정보활용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 정보와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를 해 지 까지 

개발된 정보활용능력 교과서인 정보와 매체, 정보와 도서 , 도서 과 정보 생활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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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도서 회에서 주 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을 진행한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내용 체계  개발된 교과서 안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기존에 개발된 정보활용교육 교과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도서  리터러시와 정보활용교육 교과는 어떠한 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의 내용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연구 문제 4.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분석이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 은 무엇인가?

사서(교사)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책무성이 있다고 할 때, ․ 등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교과서 개발에 한 본 연구는 사서교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활용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활용교육의 당 성을 

제공하고 장에서의 정보활용 교육과정의 용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라 단된다. 

Ⅱ. 이론  배경

1.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 이 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등학

교 교육과정으로 2021년 재 ․ 등학교에 용되고 있는 국가수  교육과정이다(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은 네 가지이며 제시된 인간상을 구 하기 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심 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6개가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은 <표 1>과 같다. 

핵심역량 정의

자기 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창의  사고 역량 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심미  감성 역량 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 으로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 하는 역량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 에 극 으로 참여하는 역량

⇧

자주 인 사람 창의 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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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량들은 정보활용능력과도 상당히 높은 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진숙 외, 2019; 박주 , 2020; 박주 , 강 숙, 2020; 이병기, 2019; 정 성 외,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정보활용교육이 국가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역량 향상이라는 목 에 

부합되며 하나의 교과목으로 체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 된다. 선택 심 교육과정에서는 4개의 

교과 역으로 구분되며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 가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  체험활동으로 편성된다. 학교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술(음악/미술), 어,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는 <표 2>와 같다. 

구분
교과

역
교과(군) 공동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보통교과

기

국어 국어
화법과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  읽기

수학 수학 4개 과목 4개 과목

어 어
어회화, 어Ⅰ, 어독해와 작문, 

어Ⅱ

미문학읽기 외

3개 과목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외 

6개 과목

사회문제 탐구 외 

2개 과목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4개 과목 7개 과목

체육

미술

체육 ․ 2개 과목 2개 과목

술

(음악/미술)
․ 음악, 미술, 연극

음악 감상과 비평 외

3개 과목

생활

교양

기술․가정 ․ 기술․가정, 정보
지식 재산 일반 외 

5개 과목

제2외국어 ․ 8개 과목 8개 과목

한문 ․ 한문Ⅰ 한문 Ⅱ

교양 ․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논술

문교과Ⅰ 5개의 계열로 구분되어 있고 각 계열별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음

문교과Ⅱ
국가직무능력표 (NCS)과 연계된 17개 교과(군) 47개 기 학과에 따라 문 공통과목, 기 과목, 실무과목으로 

구분(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상 교과)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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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교과용도서에 한 규정’( 통령령 제30319호)에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육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해서도 교육부장 에게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는 학교장이 국제 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UNESCO(2013)가 제안한 미디어와 정보활용능력 과목과 같은 정보활용능력 교과목 개설이 가

능함을 의미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창의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반에 걸쳐 통합 으로 교육할 

수 있는 10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별 범교과 학습주제는 <표 3>과 같다.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주제

제7차 

교육과정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 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정보 윤리 교육 등

2007 

개정 교육과정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 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 ․재해 비 교육, 출산․고령 사회 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 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술 교육, 농업․농  이해 교육, 지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심 교육, 

논술 교육 등

2009 

개정 교육과정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 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 ․재해 비 교육, 출산․고령 사회 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 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술 교육, 농업․농  이해 교육, 지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2015 

개정 교육과정

안 ․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 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  교육

* 진한색: 주요 정보활용능력 련 주제

<표 3> 교육과정별 범교과 학습주제 

교육부장  고시 교과목에 ‘도서 활용’이나 ‘정보활용’, ‘문헌정보’ 교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에서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된 범교과 학습주제는 사서교사가 등학교에서 창의 체험활

동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 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다. 사서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과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화  정보 윤리 교육’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에 정보활용능력을 연계시켜 정보활용교육과정을 운 하여 단독이나 동수업을 수행

하 다. 

범교과 학습과 연계한 사서교사의 정보활용능력 단독 수업이 창의 체험활동시간에만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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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운 된다고 할 때 정보활용교육에 한 선택과목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강 숙, 2018b; 송기

호, 2011). 따라서 장기 으로는 교육부장 이 고시하는 교과목에 정보활용교육 과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으로는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에서 교양 일반선택과목에 정보활용교육 과목을 

포함시켜 정보활용능력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과목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교과용도서

교과용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 교과용도서 개발 방법에 따라 ‘국정도

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교육부가 작권을 가진 ‘국정도서’, 교육부장 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교육부장 의 인정 권한을 임받

은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교과용도서에 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 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도서 교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와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동일하다. 

사서교사들이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보활용’이나 ‘미디어와 정보활용’, ‘문헌

정보’와 같은 교과는 고등학교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보활용교육 교과가 교과

용도서 발행 체계에서 ‘인정도서’와 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에 발행된 정보활용 교과인 

정보와 매체, 정보와 도서 , 도서 과 정보 생활 모두 인정도서로 발행되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 한 학습자 심의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 하기 

해 ‘교과용도서에 한 규정’( 통령령 제30319호)을 개정하 다. 교육부는 교과목 개설 활성화

를 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 으며 단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과

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자유발행제 

도입 용 교과(목)에 한 인정도서 발행 지침은 <표 4>와 같다. 

고시 내 과목 고시 외 과목

자유발행제 미 용 자유발행제 도입․ 용

보통교과(60책)

문교과 Ⅱ (6책:수능출제)

NCS(368책)

문교과 Ⅰ(111책)

문교과 Ⅱ(174책)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

<표 4> 인정도서  자유발행제 도입․ 용 교과(목) (교육부, 2019)

<표 4>를 보면 고등학교장이 교육부장  고시 외 과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에 한 규정 제14조에는 교육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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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도서를 교육부장 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공립․사립의 등학교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

을 거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고등학교장뿐만 아니라 등학교장과 학

교장도 교육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한 인정도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도서  리터러시와 정보활용교육 

가. 도서  리터러시와 정보활용교육의 계 

AASL과 AECT(1998)의 정보활용능력 기 이 제시되면서 도서 과 정보자료 이용에 한 

도서  스킬(library skills) 교육은 정보활용교육으로 발 하 다(김성 , 2011, 3). 정보활용능력

이 문헌정보학에서 태동된 개념인 만큼 정보활용능력과 정보활용교육은 사서(교사)와 도서  서

비스의 기능과 하게 연 되어 서술되고 있다. 

국내 학교도서 진흥법에는 사서교사의 역할로 정보활용교육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본의 학교

도서 법 제5조에 따른 문부성령(日本 学校図書館司書教諭講習規程. 昭和二十九年文部省

令第二十一号)에는 사서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정보활용능력이 제시되어 있다. 한 미국 

등교육법에는 학교사서의 역할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학교도서  속’ 등 정보활용능력

의 요소들이 제시되어 있어(U.S. ESSA, 2015) 법률로써 사서(교사)의 역할과 학교도서  서비스

가 정보활용교육과 련되어 있음을 보여 다. 

고등교육에서의 정보활용능력 기 (ACRL, 2000, 2015)과 등 정보활용능력 기 인 미디

어와 정보활용능력 기 (UNESCO, 2013)에서도 도서  리터러시는 정보활용능력의 기본 인 

토 로 제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도서

(library)’ 혹은 ‘정보 스킬(information skill)’이란 명칭으로 주의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을 반

하고 있다(이병기, 2007). 

일본은 2020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등 교육과정에 학교 이나 개별 교과를 넘어서 학생들

이 길러야 할 학습 기  역량으로 정보활용능력(情報活用能力)을 반 하고 있으며, 도서 의 주

요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한, 일본 국학교도서 의회는 

학년군별 정보활용 교육 내용(과제 설정, 미디어 활용, 정보 활용, 정리  공유)을 개정하 으며

(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 2019), 2021년도에는 학교도서 을 활용한 ‘정보활용 수업 회’를 진

행하고 있다(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 2020). 한 일본 도서 진흥재단(図書館振 財団, 2020)

은 매년 ‘도서 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학습’ 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도서  리터러시를 통해서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불어 지역 도서 에 한 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보활용능력이 도서 을 활용하는 역량에서 확장된 것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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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리터러시와 정보활용능력 향상이 사서(교사)의 주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 다. 

나. 정보활용능력 기 과 2015 개정교육과정

미국 AASL과 AECT(1998)는 학생의 학습을 한 9개의 정보활용능력 기 을 발표하 다. 

이 기 은 3개의 역, 9개의 기 , 13개의 지표 그리고 지표별 3개의 숙련도 수 이 제시되어 

있다. 한 학년군별 활용 방법과 교과의 내용과 기 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정보활용교육의 구체 인 목 과 교육 내용, 방법이 구체화되었다. 

정보활용능력의 3개의 역은 3개의 핵심역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며, 

9개의 기 은 정보활용능력이 있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기 으로 9개의 기 , 13개의 지표와 

지표별 숙련도 수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해당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

량과 정보활용능력 기 은 <표 5>와 같이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정보활용능력 기 (AASL & AECT, 1998)

역 기

지식정보처리

정보활용능력

기 1: 정보에 효율 이고 효과 으로 근

기 2: 정보를 비 이고 유능하게 평가

기 3: 정보를 정확하고 창조 으로 사용
창의  사고

자기 리

독자  학습

기 4: 개인  이익과 련된 정보를 추구

기 5: 문학과 그의 정보의 창조  표 을 감상

기 6: 정보 추구와 지식 생성에 탁월하도록 노력 
심미  감성

의사소통 

사회  책임

기 7: 민주사회에서 정보의 요성을 인식

기 8: 정보와 정보기술에 해서 도덕  행동을 실천

기 9: 정보를 추구하고 생성하기 해 단체에서 효과 으로 참여
공동체

<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정보활용능력 기  비교

AASL은 정보활용능력 기 (AASL & AECT, 1998)을 발표한 이후에도 21세기 학습자를 

한 기 (AASL, 2007)과 국가수  학습자, 사서교사, 학교도서 을 한 기 (AASL, 2018)

을 발표하 다. 이들 기 은 모두 인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보활용능력 

기 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성취기 과 련된다(박주 , 2020).

제시된 기 들은 학교도서 을 활용하는 역량이 정보활용 역량으로 발 하는 과정임을 보여주

고 있으며 이는 사서(교사)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한 책무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활용능력이 인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찾고 읽고 

평가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역량이라고 하 을 때 사서교사는 정보활용교육과정을 운 해야 한

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체계에서 사서교사가 정보활용교육과정을 운 하기 해서는 개정된 

국가수  교육과정과 연계된 정보활용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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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병기(2011)는 도서 과 정보 생활 고등학교 교과서의 3단원(정보분석과 해석)을 

상으로 백워드 설계의 세 가지 단계를 용한 교수설계안을 제안하 으며, 김성 (2011)은 학

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을 한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서의 개발과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 

용방법을 제시하 다. 한 이병기(2019)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도서 과 정보 

생활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제안하 고, 송기호(2011)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정보처

리능력’과 교육  인간상  ‘창의인’이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를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보

활용능력과 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강 숙(2018a)은 사서교사가 운 하는 정보활용 교

육과정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이는 데 유용하다고 하 다.

4. 정보활용교육 교과 내용과 교과서

우리나라 최 의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1996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도서로 발행된 정보와 

매체이다. 이 교과서는 고등학생용으로 정보요구에서 정보평가에 이르는 정보활용과정이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정보와 도서 이 교육인 자원부 인정 교과서로 2001년에 발행되었

다. 이 교과서는 등학교 4-6학년, 학교, 고등학교, 총 3개의 학년군으로 발행되었다. 이 교과서는 

1장 ‘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를 제외하고 2장부터 26장까지 특정한 주제를 Big6 skills의 정보문제 

해결과정 모형에 용해 보는 학습 활동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과정도 

정보과제 정하기, 정보요구 악하기, 정보탐색하기, 정보분석하기, 정보종합하고 표 하기, 정보이

용과정 돌아보기로 구성되어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과정이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서는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로 발행되었다. 도서

과 정보 생활은 5개의 역으로, Ⅰ과 Ⅴ 역은 도서  이용과 정보활용에 한 지식  태도

의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Ⅱ, Ⅲ, Ⅳ 역은 정보문제 해결과정 모형인 Big6 Skills의 단계가 반

되었다. 이는 정보와 매체에서와 같이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단원명으로 설정된 것이다. 

정보와 매체와 도서 과 정보 생활의 내용 체계는 <표 6>과 같다. 

정보와 매체-고등학교용 도서 과 정보 생활-고등학교용

단원 내용 역 내용

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

1. 왜 정보와 매체를 공부하는가

2. 정보 매체의 발달과 유통

3. 정보화 사회와 인간 생활

도서 과 

정보활용

1. 정보사회와 정보 생활

2. 도서 과 정보활용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평생학습

4. 정보활용과정

5. 도서  이용과 윤리

6. 정보자료의 이용과 생

<표 6> 정보와 매체와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서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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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매체,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서의 내용은 Big6 Skills의 단계가 단원명이자 교육 

내용으로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과 미디어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참여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 이 있다. 그러나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의 교육내용은 UNESCO의 MIL 교육내용에 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와 련

된 교육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주 , 2020, 140). 

사회 , 기술  변화에 따라 정보활용교육의 내용은 변화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자책 리

더와 같은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라디오의 디지털 버 인 팟캐스트나 새로운 디지털 랫폼인 

유튜 와 같은 디지털 도구에 한 올바른 활용 방법은 ․ 등학생에게 있어 요한 정보활용

능력이다. 따라서 사회 , 기술 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춘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선정되고 반 되

어야 한다. 한 국가가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한국에서(이림, 2018, 50-51) 정보활용교육과정을 

운 하기 해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이병기(2019)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 체계에 맞춰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 교육

과정의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체계로 처음 용하

고 있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을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에 용한 내용 체계와 

성취기  개정 방안을 제안하 다. 이병기가 제안한 내용 체계 개정 방안은 <표 7>과 같다. 

정보와 매체-고등학교용 도서 과 정보 생활-고등학교용

단원 내용 역 내용

정보 매체와 

정보 근

1. 정보 요구와 근

2. 문헌 정보

3. 상 정보

4. 자 통신 정보

5. 체험 정보 

정보 탐색과

근

1. 정보요구 확인

2. 정보탐색 략 수립

3. 참고자료 이용

4. 온라인 목록과 인터넷 정보검색

5. 탐색결과의 합성 단

정보 매체와 

정보 분석

1. 정보의 유용성과 분석

2. 과학  정보 분석

3. 역별 정보분석

정보분석과

해석

1. 정보분석과 해석의 과정

2. 정보자료의 구성요소

3. 독서활동과 략

4. 상자료와 시청

5. 자자료와 라우징

정보 매체와 

정보 용

1. 정보의 창조와 표

2. 정보 표 과 논술

3. 학교 학습과 매체

4.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리
정보 종합과

표

1. 정보종합과 표 의 의의

2. 정보종합  조직 방법

3. 정보자료의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

4. 정보표 과 달 략

5. 정보매체와 표 의 실제
정보 매체와 

정보 평가

1. 정보 평가의 의미와 방법

2. 정보 평가의 기

3. 단계별 정보 평가
6. 정보활동 평가와 반성

정보 매체와 

 생활

1. 정보 사회와 정보문화

2. 정보 생활과 평생 교육

3. 정보화와 우리의 자세

정보윤리와

사회  책임

1. 민주사회와 지 자유

2. 작권 존 과 공정한 이용

3. 인터넷과 정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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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1-3학년 4-6학년

(1)
도서 과 
정보 생활

도서 , 정보, 
독서, 

평생학습사회

정보사회와 
평생학습에 있어서 

도서  이용, 
정보활용, 
독서생활은 
필수 이다

도서 은
내 친구

(도서  기능  
종류, 자료의 
종류와 특징, 
도서 )

평생학습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
(평생학습사회와 

도서 , 
인류발 과 도서 , 

독서생활과 
도서 )

도서 과 
정보 생활
(학교생활과 

도서 , 
학교도서 과 

정보원, 
이용 )

도서 과 
정보 생활
(정보사회와 
정보활용, 

학교도서  이용, 
지역사회와 
정보환경)

조사하기
이해하기
실행하기
토론하기

(2)
정보탐색과 

근

정보탐색, 
탐색 략,
2차자료, 

인터넷 정보탐색, 
자료 분류와 목록

필요한 정보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한 
탐색 략과 

기법을 용해야 
한다.

책은 내 친구
(책의 변천, 책의 
구성, 책의 분류)
정보야 놀자
(정보 탐색, 
정보활용과 
문제해결)

도서 자료의 
활용

(인쇄자료 
상자료, 

자자료의 활용)
정보과제 해결 

따라하기
정보과제 해결 
능력 용하기
생활과제 해결에 

용하기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정보과제 악, 
정보탐색과정의 

이해)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정보과제 악과 
탐색 략 수립, 
매체별 정보탐색, 

탐색자료이 
평가와 리)

조사하기
략세우기
탐색하기
구분하기
비교하기
평가하기

(3)
정보분석과 

해석

독서, 시청, 
라우징, 

독서 략, 
시청 략, 
라우징 략

인쇄, 상, 
자자료 등 

매체의 유형에 
따라서 한 
정보분석과 이해 
략을 용해야 

한다.

즐겁고 신나는 
독서 생활
(독서자세, 
독서습 , 
독서방법, 

상․ 자자료와 
독서)

정보분석과 이해
(정보분석과 
이해의 개념, 
인쇄자료의 
분석과 이해, 

상자료의 
분석과 이해, 

자자료의 
분석과 이해)

정보분석과 이해
(정보분석과 
이해의 배경, 

인쇄자료와 독서, 
상자료와 시청, 

자자료와 
라우징)

조사하기
분석하기

내용이해하기
해석하기
략세우기
략조정하기

(4)
정보종합과 

표

정보종합, 
정보표 , 

말하기, 쓰기, 
시각  표 , 

멀티미디어 표 , 
정보활동평가

새로운 지식정보는 
상황과 목 에 따라 
정보를 조직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구성하여 
창의 으로 

표 해야 한다.

다양한 독서표
(말과 , 그림, 
몸짓 표 )

정보종합과 표
(정보종합, 
정보표 , 

정보활동 평가)

정보종합과 표
(정보종합과 

표 의 이해, 에 
의한 정보종합과 
표 , 말에 의한 
정보종합과 표 , 

시각  
정보종합과 표 , 
정보활동 평가)

정리하기
종합하기
표 하기
창작하기
소통하기
평가하기

(5)
정보윤리와 
사회  책임

정보윤리, 
사회  책임, 

작권, 
공정이용, 표 , 
네티켓, 인용

성숙한 
민주시민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의 
정보를 공정하게 

이용한다.

올바른 정보 생활
(정보공유, 
작권 보호,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

스스로 
책임지는 
정보 생활
( 작권, 
정보윤리)

미래의 
정보 생활
(평생학습과 

도서 , 
정보와 작권,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정보윤리와 
사회  책임

(정보윤리와 사회, 
작권 존 과 

공정한 이용, 
인터넷과 
정보윤리)

존 하기
공유하기
인용하기

<표 7> 이병기(2019, 63)의 도서 과 정보 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개정 방안 

<표 7>에 제시한 역은 도서 과 정보 생활 교육과정의 역과 동일하며,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는 도서 과 정보 생활 교육과정의 해당 학년군의 내용요소에서 선택되었다. 그리고 <표 

7>에는 교과의 기  개념이나 원리, 학생들이 해당 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 인 지식을 의미하는 

‘일반화된 지식’, 수업(학습)의 결과로서 기 되는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이병기(2019)가 제안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 지침으로 활용하고 개발 

방향을 고찰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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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차  연구방법

1. 연구 차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이론  토 를 마련하고 교과서 개발 원리를 도출하고자 

련 문헌을 분석하 다. 델 이 조사를 통해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명칭을 도출하 으며 내용 

체계 안을 작성하 다. 이후 문가 의회를 통해 교과서 내용 검토를 하 고 내용 체계 최종

안을 도출하 다. 개발된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진  집필진은 5개 학년군별 교과서 안을 

개발하 다. 그리고 연구방법  연구 차에 따라 개발된 내용 체계와 교과서 안을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 다. 연구방법  연구 차는 <표 8>과 같다. 

연구방법 연구 차  연구내용

문헌 분석 →

1-3차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사회과 교과서 분석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 교육과정 분석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서 분석
정보와 도서  교과서 분석
정보와 매체 교과서 분석
민주시민  창의 련 인정도서 분석
국내외 정보활용 역량 기  분석

4-6차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 원회의 미디어 교재 분석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알아보기 등
한국언론재단 발행 미디어 교재 분석
 -어린이를 한 미디어 실천․지도 매뉴얼 등
국내외 미디어 자료 분석
 - UNESCO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캐나다 미디어 리터러시 학년별 교육자료 등

교과서 개발 원리 도출

⇓ ⇓

델 이 조사 →

교과서 개발 원을 상으로 5차례에 걸친 조사 실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명칭 도출

내용 체계 안 작성
교과서 내용 안 작성 

⇓ ⇓

문가 의 →
교과서 내용 검토  수정
내용 체계 최종안 도출

⇓ ⇓

교과서 개발 → 내용 체계를 반 하여 5개 학년군별 교과서 안 개발

⇓ ⇓

분석 → 내용 체계와 교과서 안 분석

⇓ ⇓

시사  도출 → 교과서 개발 과정  결과에 한 시사  도출

<표 8> 연구방법  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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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분석

정보활용교육 교과 내용 체계를 개발하기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국어과, 사회과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하 다. 국내외 정보활용능력 기 을 분석하 으며 정보활용교육 교과

서인 정보와 매체, 정보와 도서 ,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서와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문서를 분석하 다. 델 이 4차 조사에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에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을 반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 하여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 원회가 자로 참여

한 교재,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한 도서, 민주시민  창의 련 인정도서와 외국의 정보활용능력 

교재를 추가로 분석하 다.

3. 델 이 조사

정보활용교육을 한 교과서 명칭, 교육 내용과 방법에 한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

여 반구조화된 델 이 조사를 진행하 다. 델 이 조사 상자는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수와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 등교사, 등학교 사

서교사, 등학교 사서교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델 이 조사는 체 집필진이 의하 거나 

학년군별 집필진이 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델 이 조사 상과 조사 내용은 <표 9>와 같다. 

델 이 1차 델 이 2차 델 이 3차 델 이 4차 델 이 5차 델 이 6차

일시 2019.4.19. 2019.5.11. 2019.5.31 2019.6.29. 2019.8.6. 2019.9.3.

상

체 30명 체 34명 

4개 학년군별 5개 학년군별

교수 3명,

교사 27명

(박사 2명, 박사과정 4명)

교수 3명,

교사 31명

(박사 3명, 박사과정 4명)

조사

내용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 교육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서 체계나 내용 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

정보활용교육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학습 요소별 학습 목표

정보활용능력 수업을 구안하기 해 참고하는 자료

정보활용능력 수업에 합한 학습 내용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활동 참여를 높이기 한 방법 

교과서에 반 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 평가 방법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서의 장   단 , 개선 방안

정보활용능력 교과서 개발에 한 의견

<표 9> 델 이 조사 상과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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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이 조사 결과를 토 로 내용 체계와 학습 요소를 도출하 으며 학습 목표를 수립하 다. 

2차와 4차 델 이 조사에서는 체 회의 이후 학년군별 회의를 진행하 다. 2차 조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다섯 개의 학년군에 맞춰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기존 네 개의 학년군별 집필진에 추가 집필진이 합류하여 총 다섯 개의 학년군으로 구성하 다. 

교과 내용 체계는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 교육과정의 틀과 같이 정보문제 해결과정 모형의 

단계(정보과제와 정보 탬색, 정보 분석과 이해, 정보 종합과 표 )를 역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정보와 도서  교과서와 같이 특정 주제를 정보활용과정에 따라 실습하는 방식은 부록에 첨부

하기로 하 다. 4차 조사에서는 개발할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명칭을 ‘미디어와 정보 생활’로 

정하기로 하 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내용을 반 하기로 하 다. 학년군의 특징을 반 하여 

학년군별로 교과 내용 체계를 정하고 교과서 체계를 구성하기로 하 다.

4. 문가 의

문가 의회는 집필진 에서 교수 2명과 학년군별 집필 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6명(박사 2명, 박사과정 1명 포함)으로 구성하 다. 문가 의회에서는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이

라는 교과의 목표가 내용 체계와 실제 교과서에 잘 반 이 되었는지를 검토하 으며 교과서로서 장에서

의 활용 가능성과 합성, 학년군에 따른 교육 내용의 계열성과 범 를 검하 다. 문가 의회 

결과, 학년군별 교육 내용의 계열성과 연 성이 부족하다고 단하 고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기 으로 

교육 내용을 먼  체계화 한 후 상 학생에 따라 단원 명칭과 교육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하 다.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한 학습 양을 강조한다는 과 실제 학교에서의 운  

시수를 고려하여 학년군별 교과서를 34차시의 학습 내용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그리고 

학년군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학습 내용에 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Ⅳ. 정보활용교육 내용 체계 개발

도서 과 정보 생활을 개정한 정보활용교육 내용 체계 개발에 앞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명칭을 

미디어와 정보 생활로 정하 다. 이는 정보활용능력 기 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며(AASL & AECT, 1998), 정보와 매체 교과서의 제목처럼 정보활용교육에 있어 

정보와 미디어를 독립 으로 분리하여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실을 반 하 다. 한 디지털 미디

어의 올바른 활용 교육과 가짜뉴스 교육과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한 역량으로 두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융합한 교육의 필요성을 반 하 다(UNESC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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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와 정보 생활 내용 체계 도출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5개의 학년군별로 체계화하 다. 등학년군(1-2학년, 

3-4학년, 5-6학년)과 학교 학년군은 5개의 역, 15개의 학습 주제로, 고등학교 학년군은 6개의 

역, 18개의 학습 주제로 구성하 다. 이  등 5-6학년군과 고등학년군 교과서 내용 체계는 

각각 <표 10>, <표 11>과 같다.

역( 단원) 학습주제( 단원) 학습 요소

Ⅰ. 미디어와 정보의 이해

미디어와 도서
1 미디어를 다루는 기 으로의 도서

2 도서 의 종류

미디어와 지식정보사회
3 지식정보사회의 발

4 미디어의 이해

탐구활동과 미디어의 활용

5 미디어의 유형별 특징

6 미디어 속 정보활용단계

7 미디어 속 정보활용능력의 개념과 필요성

Ⅱ.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탐구과제 악과 탐색 략 수립

8 정보과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의 이해

9 나만의 탐색과제 만들기

10 탐색 략 세우기

미디어의 유형과 정보탐색

11 미디어의 유형별 정보탐색 방법 - 인쇄자료

12 미디어의 유형별 정보탐색 방법 - 상자료

13 미디어의 유형별 정보탐색 방법 - 자자료

미디어 속 

정보 가려내기

14 좋은 정보 찾아내기

15 합한 정보 단 기

16 가짜 정보 가려내기

Ⅲ. 정보 분석과 이해

인쇄자료와 상호작용하기
17 내용 유형별 독서 방법 -1

18 내용 유형별 독서 방법 -2

상자료와 상호작용하기 19 시청과 듣기

자자료와 상호작용하기 20 라우징

Ⅳ. 정보 종합과 표

정보 종합하기
21 내용 유형별 정리 방법

22 참고문헌 작성

정보 표 하기

23 말, 로 표 하기 -1

24 말, 로 표 하기 -2

25 그림, 음악, 신체로 표 하기

26 미디어로 표 하기

정보활용 평가하기 27 정보활동과정과 결과 평가하기

Ⅴ. 미디어와 정보윤리

지 자유와 정보윤리
28 지 자유의 개념

29 정보윤리

작권 존 과 공정한 이용

30 개인정보보호

31 작권의 이해

32 CCL의 활용

정보 생산과 정보공유
33 정보 생산

34 정보 공유

<표 10> 미디어와 정보 생활 등5-6학년군 교과서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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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원) 학습주제( 단원) 학습 요소

1. 미디어와 정보의 이해

1.1 미디어와 우리의 삶

1. 미디어와 커뮤니 이션 - 미디어와 민주시민

2. 정보사회의 이해 - 청소년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정보활동을 통한 참여, 

공유, 개방)

3 미디어의 이해

 - 청소년의 정보이용행태

 - 미디어․정보 활용능력(정의, 필요성 등)

1.2 도서 과 정보활용

4. 도서 과 정보활용 - 학교도서 의 기능 - 도서  문가 사서교사  

 - 자료의 분류(청구기호 KDC)

5. 도서  정보서비스

 - 공간  기능(문화복합공간,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등)

1.3 정보와 탐구생활

6. 문제해결과 정보활용과정

 - 정보와 미디어를 활용한 탐구활동

 - 정보와 미디어를 활용한 진로탐색

2. 정보과제와 정보 탐색

2.1 정보과제 정하기 7. 정보과제 악 - 나만의 해결과제 정하기

2.2 미디어 유형과 정보탐색
8. 미디어 정보탐색 략

9. 미디어 평가

2.3 미디어 속 정보 가려내기
10. 교과별 해결 주제 탐색

11. 미디어 탐색의 실제

3. 정보 분석과 이해

3.1 정보 합성 선별 12. 과제에 합한 미디어 선별

3.2 다양한 읽기 략
13. 미디어별 읽기 략( 상자료와 시청 략)

14. 읽기 략의 실제

3.3 필요 정보 추출 방법 15. 정보 추출 - 요약, 캡쳐, 다운로드, 분류, 비교, 분석 등

4. 정보종합과 표

4.1 미디어와 정보표
16. 지식 생산의 목 (공유, 참여, 개방), 필요성

17. 자기 생각 만들기(연결 짓기) - 범주화(분류), 순서화(개요)

4.2 로 표 하기

18. 표 방법(보고서, PPT, UCC)

19. 에 의한 정보표 의 의의

 - 정보 달을 한 쓰기

 - 설득을 한 쓰기와 논술

 - 감정과 정서 표 을 한 쓰기

4.3 다양한 미디어로 표 하기

20. 말하기, 발표, 토론

21. 시각  정보표 의 의의와 효과

 - 이모티콘, 인포그래픽 등으로 표 하기

4.4 디지털자료 제작

22. 젠테이션 자료로 표 하기

23. 그래픽 조직자(KWL 등) 활용

24. 유투 (UCC)를 이용하여 정보표 하기

5. 정보활동 평가
5.1 결과 평가

25. 정보 활용 평가의 의의

26. 과제 해결 결과 평가

5.2 과정 평가 27. 과제 해결 과정 평가

6. 미디어와 정보윤리

6.1 정보의 공정한 이용

28. 작권의 이해

29. 표 과 공정한 정보이용(읽기자료에 매체별 최신 작권 정보 추가)

30. 참고자료 출처 작성법

6.2 지 자유
31. 지 자유와 독서의 자유

32. 개인정보 보호

6.3 정보공유
33. 정보 이용  - 스마트 미디어 사용

34.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정보공유와 사회 발 )

<표 11> 미디어와 정보 생활 고등학교군 교과서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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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교과서는 기본 으로 34차 수업으로 설계하 으나 사서교사들이 학교의 상황과 학생들

의 학년  수 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설계를 통해 수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 다. 내용 체계에

서 제시하고 있는 역별 명칭을 모든 학년군에 동일하게 용하 다. 를 들어, ‘정보 분석과 

해석’을 ‘정보 분석과 이해’로 통일하 다. 해석은 문자나 이 담고 있는 의미를 문자 그 로 

이해하는 것이나 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소한 해석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을 문자 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의미하는 함축  의미와 개인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깊이 있는 독서에 한 개인의 인지  결과를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하여 

‘이해’로 통일하 다. 한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복합 으로 사용한다는 과 디지털 기기와 

도구를 보다 명확히 표 하기 하여 매체(medium)라는 용어를 신하여 medium의 복수형인 

media를 가리키는 외래어인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표 11>에 제시된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역은 미디어와 정보에 한 지식이 상 으로 많이 

반 되어 있으나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역은 정보문제 해결과정이라는 정보활용능력에 한 

스킬이 상 으로 많이 반 되었다. 그러나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에는 미디어와 정보를 활

용하기 에 필요한 련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에서 정보문제 해결과정이 반 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역의 학습 주제와 학습 요소에도 지식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 다.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지만 기본 으로 ‘리터러시’

라는 것이 포함된 교과서이다. 리터러시는 일차 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나 OECD(2019) 

PIAAC에서 리터러시는 독서 리터러시를 의미하고 있으며 UNESCO(2013)에서 리터러시는 독서 

리터러시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 Big6 Skills이나 정보활용능력 기 들도 독서 리터러시

를 정보활용능력의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AASL, 2018; Eisenberg & Berkowitz, 1990). 

이에 정보활용교육 교과 내용에도 미디어의 사회  기능을 이해하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속 정보원과 정보를 찾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정보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찾은 정보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독서 리터러시도 요한 내용으로 포함하 다. 

미디어와 정보윤리 역에서는 문헌정보학과 도서 이 추구하는 지 자유, 독서의 자유에 한 

설명과 미디어 리터러시와 련된 미디어의 기능  공정한 정보 이용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하여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에 한 학습 주제를 담았다. 

2. 교과서 내용 체계 용의 실제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육 내용이 실제로 교과서에 어떻게 반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하여 5개 학년군별 34개의 학습 요소를 반 한 교과서 안을 개발하 다. 교과서 체계는 도서

과 정보 생활 체계와 학습 과정을 따르되 학년군별로 ․ ․소 단원명의 제목을 달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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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교과서에는 34개의 학습 요소별 단원명과 학습요소  학습목표를 제시하 으며, 4단계의 

학습 과정(생각 열기, 생각 다지기, 생각 펼쳐보기, 더 생각해보기)을 제시하 다. ‘생각 열기’는 

학습 내용에 한 동기를 유발하는 단계이며, 생각 다지기는 핵심 내용에 한 지식을 쌓는 단계

이며, 생각 펼쳐보기는 배운 지식에 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 생각해보기는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 기능, 태도를 용하는 단계이다. 등학교 5-6학년군의 교과서 체계에 

한 시는 <표 12>와 같다. 

교과서 체계 등학교 5-6학년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내용 시

단원명 미디어와 도서

학습 요소 미디어를 다루는 여러 기

학습 목표

∙미디어를 다루는 기 을 세 개 이상 말할 수 있다. 

∙방송국, 신문사, 1인 미디어 랫폼의 특징에 하여 설명할 수 있다. 

∙도서 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학습 요소와 련된 그림과 을 제시

생각 다지기 방송국, 신문사, 박물 , 도서 , 1인 미디어 랫폼에 한 사진 제시, 이론 설명

생각 펼쳐보기 미디어 기 이 수행하는 사회  기능에 한 탐구 활동

더 생각 해보기
∙주변의 미디어 기 의 구체 인 이름과 기능을 조사해 보기

∙미디어 기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업에 해 생각해 보기

<표 12> 미디어와 정보 생활 등학교 5-6학년군 교과서 체계 시

3. 시사

정보활용교육을 한 교과서인 미디어와 정보 생활 안을 개발한 과정, 내용 체계  교과서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 내용 체계 개발에 필요한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정보활용교육을 한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교과용도서에 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부장  고시 외 교과목을 개설하고 그에 따라 련된 인정도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때, 등학생

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목의 명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교과 교육과정을 운 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교과서의 제목은 교과목의 제목의 하  범주에 해당된다. 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활용능력 

교과 교육과정의 명칭은 ‘도서 과 정보 생활’로 되어 있어 정보활용능력 교과의 내용을 온 히 담아

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이 추구하는 정보활용능력을 온 히 담아낼 수 있는 교과목의 

명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 교육과정의 체계에 맞춰 정보활용능력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는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 교육과정의 체계를 따르고 있어 2015 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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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체계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정보활용능력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단원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성취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요소를 구체 으로 명시하고 학년군별 계열성

을 갖도록 내용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발된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내용 체계를 

보면 도서 과 미디어의 무엇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서 의 

자료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며 미디어 속 정보, 기기, 도구  어떤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도서 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계열성과 범 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도서 의 무엇을 활용하는지 어떤 미디어를 학습하는지에 한 

구체 인 내용을 계열성이 드러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제 학교도서 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요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재 독서교육종

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도서  자료를 검색하고 자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할 때,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에 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 국립 앙도서 과의 업무 약을 통해 지정

된 학교도서  컴퓨터(ip 기 )에서 국립 앙도서 이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할 때, 국립 앙도서  자료 검색 방법을 학습 요소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어린이청소년이

나 시도교육청내 도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학습 요소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 문헌정보학의 핵심 개념  하나인 분류와 목록을 학년군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여 학생들에

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책과 미디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한 내용을 계열성있게 

조직하여 교과서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보원과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내용을 학습 요소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의 핵심  내용은 정보원과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정보원과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스킬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학년군에서 

‘가짜 정보 가려내기’나 ‘미디어 평가’와 같은 학습 요소를 선정하여 정보원과 정보의 질에 한 

평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한 차시만 제시되어 있다. 오늘날 잘못된 정보가 넘쳐

나고 있는 실을 반 하여 정보원과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학습의 양을 늘려 학생들이 정보원과 

정보의 내용을 평가하는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국가수  ․ 등교육과정은 ․ 등 학교의 교육 목 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해 ․

등 학교에서 편성․운 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 이고 일반 인 기 이다. 따라서 학

생들이 실생활에서 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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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도 국가수  교육과정의 틀에서 운 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활용능력에 한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수  교육과정의 

틀에서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인정 교과서로 정보와 매체, 정보와 도서 , 
도서 과 정보 생활이 발행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 한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안도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인정도서로 발행된 3종의 교과서와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안의 내용 체계와 

교과서 체계를 분석하여 ․ 등 정보활용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 정보와 시사 을 도출하 다. 연구 문제를 심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활용교육을 해 개발한 교과서는 총 3종으로 모두 인정도서로 발행되었으며 도서  

리터러시와 정보문제 해결과정 모형인 Big6 Skills의 과정이 반 되었다. 한 인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모두 학습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책임에 

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독서 리터러시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러

나 도서 과 미디어의 종류를 계열성 있게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회  기술  변화에 

따른 미디어의 종류에 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정보활용능력은 도서  리터러시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도서  리터러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었다. 도서  단체들은 정보활용능력 기 을 제시하 으며 한국, 미국, 일본과 국제기구에서 

도서 의 주요한 기능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정보활용능력 

교과 교육과정인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이나 정보활용능력 교과서 3종 모두 

도서  리터러시부터 미디어와 정보, 독서 리터러시를 담아내고 있어 도서  리터러시의 내용은 

정보활용능력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한 학습 요소 다. 

셋째,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는 역과 학습주제  학습 요소가 체계화되어 있으며 학년

군별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반 하여 34차시의 학습 요소로 체계화되었다. 교과서의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 역을 제외하고는 정보문제 해결과정 모형인 Big6 Skills의 단계를 반 하 으며 

미디어의 기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미디어를 이용한 사회 참여와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었다. 

넷째, 교과서 개발 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체계를 반 한 정보활용능력 교과의 ‘핵심 역량’,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내용 체계  성취 기 ’,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평가방법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구조화할 필요가 있었다. 한 정보문제 해결과정 모형을 용

할 도서 과 미디어의 구체 인 지식과 기능을 학년군에 따라 계열성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으

며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서 과 미디어 정보, 도구,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 요소를 반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정보활용능력 교과의 명칭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기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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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있으며 역량 향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과거에는 수학, 과학, 

사회와 같은 암기가 필요한 교육 내용에 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을 둔 역량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6개의 핵심 역량을 

처음으로 도입하 으며 핵심역량에 바탕을 둔 교과 역량도 명시화하 다. 

․ 등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  계획에 학교도서 에 근거를 둔 정보활용교육과정을 

포함해야 할 의무가 있다(학교도서 진흥법). 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민들이 평생에 걸쳐 자

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 이  세계 으로도 도서 밖

에 없다고 할 때 사서(교사)는 학생과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한 책무가 있다. 

도서  리터러시에서 태동된 정보활용능력은 21세기와 미래를 살아갈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도서 의 핵심  서비스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도서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

에 한 진단정보를 악하고 개별 이용자의 지식, 기능, 태도에 맞는 정보활용능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서(교사)가 정보활용능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 제, 자유학년제, 교과서 자유발행제와 같은 교육 정책

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의 틀에서 정보활용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발하고 수업에 활용될 교과서 

개발의 시발 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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