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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공공도서  사서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하여 문헌연구, 사서 상 설문조사, 미디어 리터러시 련 교수와 공공도서  사서, 
강사를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문가 자문 원회를 개최하여 개발한 모형에 해 의견을 얻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공공도서 과 사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한 책무성이 있으며 공공도서 이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 의 교육기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헌분석 결과와 미디어 리터러시 문가들의 의견을 반 하여 교육 목 , 핵심역량, 교육 
상, 미디어의 종류, 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개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dia literacy education model that helps public librarians plan and operate 

media literacy educ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To develop the model, a mixed methods study consisting of a literature 
review, a survey of librarians, and interviews with professors, public librarians, and media literacy instructors was 
conducted, Additionally, an expert advisory committee was formed and consulted to obtain opinions on the developed 
model. As a result of survey and interviews, public libraries and librarians are perceived t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rove citizens’ media literacy, and public libraries are recognized as the best educational institution to achieve that 
goal. By reflecting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the research findings, the research team developed, and 
presents herein, a media literacy education model that includes educational objectives, core competencies, educational 
targets, media types, and roles and functions for each educational subject. 

키워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세계 시민 교육, 공공도서  사서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Digital Literac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ublic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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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록 미디어 속에 담긴 다양한 미디어 형식

들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능력은 시민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특히 정보통

신기술 발달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향으로 디지털 미디어 도구 이용 능력과 리

터러시라는 역량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민들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인 역량이 되

었다. 

그러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미디어 

이용률이 높아진 것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미디

어 리터러시는 부족한 실정이며 생애주기별 집

단별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에는 차이가 있

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 

ation and Development)가 만 16세 이상의 

리터러시를 평가하는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디지

털 도구에 한 근 기회는 평균보다 부족하

고 연령 가 높아질수록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리터러시 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3;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13).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근과 통

제, 비  이해, 사회  소통, 책임과 권리라는 

4가지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별로 세  간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역에

서 세  간 격차가 발견되었고 특히 50 는 

근 능력과 사회  소통 능력, 비  이해 능력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김 재, 이숙

정, 2019). 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

러시 역량 수 은 반 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도시화 정도, 성별, 나이, 학력 등의 

배경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수 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양길석, 서수 , 옥 진, 2021). 

이러한 결과는 연령 에 맞는 생애주기별 교육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장애인, 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을 상으

로 한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미디어 정보화 

활용 수 은 일반 시민들의 77.6%에 불과하

으며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 은 63.8%로 나타

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

흥원, 2021). 그리고 만 15세 학생들을 상으

로 한 디지털활용 리터러시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피싱 메일을 평가하는 정보 신뢰성 평

가 능력과 디지털 서평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

하는 능력은 OECD 회원국에서 최하 권의 성

취도를 보 다(OECD, 2021). 이는 정보 취약

계층이나 특정한 내용에 따라 시민의 특성에 맞

는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공공도서 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가장 많

이 설치된 공공기 으로 물리 인 근성이 뛰

어나고 높은 신뢰성이 있는 인쇄  디지털 미

디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신뢰성을 가

지고 이용하는 기 이다. 한, 정보 리터러시 

문가인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고 할 때, 시민

을 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

할 수 있는 최 의 공공기 이다. 특히 의무교

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자유롭게 미디어

를 이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 인 

근성을 가진 기 이 공공도서 밖에 없다고 할 

때, 공공도서 은 시민을 한 최 의 평생교

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 인 것이다. 이

는 사서가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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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로그

램을 운 하고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기구에서도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도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극 으로 참여해

야 한다고 하 다.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3)는 오늘날과 미래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인 역량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라고 

하 으며 도서 을 주요한 미디어 기 으로 제

시하고 있다.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는 

공공도서 의 목 이 다양한 미디어를 제공하

는 것이라고 하 으며(IFLA, 2010), 사서교사

의 핵심 인 역할  하나로 미디어정보 리터러

시를 제시하고 있다(IFLA, 2015). 한, IFLA 

(2011)는 개별 정부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

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으로 미디어정보 리터

러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도서  직원의 

문성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 다.

국제 인 수 에서 도서  교육과 리터러시

는 여 히 문헌정보학계의 요한 연구 주제 

 하나이지만(김선욱, 양기덕, 이혜경, 2022), 

시민권의 요구와 기술의 발달에 맞춰 문헌정보

학계와 도서 에서는 정보 리터러시를 넘어 시

민들의 복합 리터러시 향상 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송경진, 차미경, 2014). 이정미(2021)는 

통 으로 의 리터러시 증진에 앞장서고 있

는 표 인 집단인 문헌정보학계가 가짜뉴스

와 같은 사회 왜곡 상을 사  방하고 탐지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리터러시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하 다. 그러나 공공도서  사서가 활

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과 련된 기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에서 사서들

이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한 

로그램을 운 하고 개발하는 데 참고할 수 있

도록 교육목표, 핵심역량, 교육 상, 미디어의 

종류, 교육주체별 역할과 기능이 포함된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구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론  배경

2.1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최근 새로운 미디어의 출 과 정보 기술의 

발 으로 인해 더 많은 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즉각 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발 은 미디어를 통한 정보 달

과 의사소통에도 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디어

를 통해 달되는 정보와 의미들을 어떻게 읽

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한 심을 고조시키

고 있다. 

일반 으로 리터러시(literacy)라고 하면 문

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문해’

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문자 외에 

상, 이미지, 기호 등으로 읽고 이해하는 상이 

확 되어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이수상, 2007; 송경진, 차미경, 

2014). 한, 변화하는 사회정치 , 경제  그

리고 기술  발  때문에 복합  개념 정립과 

읽고 쓰는 능력에 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

고 있다(UNESCO, 2013). 문헌정보학의 분야

에서도 이러한 리터러시의 개념을 독립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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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기보다 이 분야에 심이 되는 정보 리

터러시를 심으로 특정 맥락에서 출 한 새로

운 분야에 개념 정의를 추가하고 있다. 

정보 리터러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치

게 되는 많은 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

수 인 역량이다. 미국도서 회 정보 리터

러시 원회(ALA President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1989)는 정보 리터러시

는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

를 찾을 수 있고, 평가하며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 다. Doyle(1994, 5)도 

정보 리터러시를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찾고, 평가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러한 정보 리

터러시의 핵심역량을 공유하는 리터러시의 다

양한 표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Bawden, 

2001).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으로 해석되지만, 어떤 미디어와 메시지에 

한 이해와 활용에 한 것인지에 따라 리터

러시의 이 달라지므로 개념을 명확히 정의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Potter, 2010). 특히 인

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2000

년  반과 스마트폰이 출시된 2010년  반

에는 미디어 환경이 변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의 개념 변화가 요구되었다(김경희, 김 재, 이

숙정, 2019). 이 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

어의 이해와 해석에 심을 두었다면, 최근에

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을 통한 소통과 생산 

능력이 주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Hobbs 

& Jensen, 2009). 이 듯 기술 발달로 인해 미

디어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정보의 확 에 따

라 미디어 리터러시에 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자와 기 들은 다음과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표 1> 

참조).

의 정의들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기

술 , 사회 , 그리고 문화  개념의 용에 따

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보 리

터러시와 미디어 환경을 심으로 다양한 리터

러시를 통합시키는 메타리터러시가 등장하 다

(Mackey & Jacobson, 2011). 그리고 UNESCO 

(2013)와 박주 과 강 숙(2020)은 미디어 리

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

시를 연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dia and 

연구자/기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

Adams & Hamm

(2001)

미디어의 시각과 언어 기호로부터 개인 인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이며 단순히 정보를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이해와 생산

Potter(2004)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우리가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는 들

Martens(2010)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 평가, 는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한 것

정 선 외(2016)

미디어가 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히 근하여 이를 비 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달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를 윤리 이고 

책임 있게 이용하는 태도

강진숙 외(2019)
미디어들을 비 으로 이해하고, 창의 으로 구성, 제작, 비평하며, 능동 이고 신 으로 

이용  참여하는 역량

NAMLE(2021) 모든 유형의 소통을 사용하여 근, 분석, 평가, 제작, 행동하는 능력

<표 1>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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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Literacy, 이하 MIL)라는 개념을 

사용하 다. 정 선 외(2016)의 연구에서도 미

디어 리터러시를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으

로 치환하고 디지털 기술의 요성을 더욱 부

각하 다. 이 듯 미디어라는 매체가 다양해지

고 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한마디로 정의하

기는 어려움이 있다. 학자마다 연구 연도와 맥

락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가 조 씩 정의가 

달라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 리터러시가 핵심 인 

역으로 반 된 UNESCO(2011, 2013, 2021)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미디어 리터러

시의 의 인 개념으로 사용하 다. 

2.2 도서 과 미디어 리터러시 

국내외 도서 법과 국가 정책은 도서 과 사

서가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사

회는 도서 과 사서의 보다 극 인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강득구 외, 

2021; 김나 , 2021). 

한민국헌법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

여야 하며, 국민이 기회를 균등히 가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 법은 

도서 이 인쇄  디지털 미디어에 한 시민들

의 자유롭고 평등한 근과 이용을 통해 평생학

습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 법에 규

정된 도서  자료와 도서  서비스는 시민들에

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와 이용 서비스, 정보해

득력 강화를 한 이용 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의 유․무형 서비스로 결국 도서  서비스는 미

디어 이용  독서 기회 제공과 더불어 미디어 

속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 서비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 련 조례는 정보(콘

텐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민들의 정보 

근을 보장하는 등의 목 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정보 리터러시가 사서들의 서지 교육에서 확

된 역량 교육이며 마을공동체에서 주민들의 정

보 근을 보장하는 핵심 인 기 이 공공도서

이라고 할 때, 미디어 련 조례는 공공도서

의 기능과 계된다.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2019)의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2019-2023)에 제시

된 ‘정보  매체 이용 교육 강화 략’(3-1-2)

에 따른 추진과제로 ‘맥락이해 문해력 교육 개

발  보 , 미디어 활용 교육 개발  교육 강

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교육부(2019)의 제3차 

학교도서 진흥기본계획(2019~2023)에는 추

진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 지원’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4차 산업 명

의 도래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

서 을 통해 시민들이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

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략으로 

제시한 것이다. 

UNESCO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표

의 자유와 정보 근의 자유를 리기 한 21

세기 핵심역량으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를 제시하

다. 그리고 UNESCO(2013)는 시민들의 MIL 

향상을 지원하는 핵심 기 으로 도서 을 명시

하 으며, 문헌정보학을 MIL의 주요한 교육 

역으로 제시하 다. 이는 시민들의 MIL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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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서 과 사서가 책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IFLA(2011; 2018; 2020)도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얻은 정보를 비

으로 평가하고 윤리 으로 사용하는 역량

인 미디어정보 리터리시를 기본 인 인권을 유

지하기 한 핵심역량으로 인정하 으며, 도서

이 평생학습과 정보 근, 정보 격차 해소를 

해 MIL 정책과 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구하 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국, 독일, 

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시민들

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해 사서를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로 활용하고 있다(ALA, 

2020; 김나 , 2021; CLEMI, 2017; Finland.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9; 

Finnish Library Association, 2014; Netzwerk 

Bibliotek Medienbildung, 2022; Martina Wagner, 

2019; Kerstin Olsson, 2019; Erik Fichtelius, 

2019). 

2.3 선행연구

본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사서들이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에 공공

도서 과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를 분석

하 다. 

황정의와 조미아(2021)는 공공도서 에서 

팟캐스트 제작 독서 활동 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등학교 고학년 학생 20명을 

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 어 각

각 10명씩 구성한 뒤 12차시 로그램을 운

하고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팟캐스트 

제작 독서 활동 로그램은 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독서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에 정 인 

향을 주었으며, 미디어 능력 신장에도 효과

가 있음을 밝혔다. 

김혜 , 김기 , 민윤경, 이지연(2021)은 

학도서  서비스 개발을 해 이용자가 정보요

구를 해결하기 해 어떠한 정보행 를 수행하

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정보문제가 무엇

인지를 악하고 학도서  서비스 방향 4가

지를 제시하 다. 분석결과, 이용자들마다 상이

한 미디어․정보활용역량이 정보행 에 향

을 미치고 있다는 을 확인하 으며 개인화된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서비스를 학도서 의 

서비스로 발 시킬 것을 제안하 다. 

이승민(2021)은 스마트기기 이용이라는 맥

락에서 다변화하는 정보 격차인 스마트 디바이

드의 형성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치는 향을 

스마트기기 이용자 151명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 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

량 차이가 스마트기기의 활용을 통한 정보 , 

사회  이익에 따른 사회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송경진, 차미경(2014)은 문헌정보학계와 공

공도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리터러시 용례

의 양상을 살펴보고 리터러시의 개념을 제안하

으며, 공공도서  장에서 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서비스와 정보 리터러시 서비

스를 포함한 리터러시 서비스 4가지를 제안하

다. 

오의경(2013)은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재

정의하는 데 있어 정보 리터러시의 도구  활

용의 측면으로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

용하 다. 정보 리터러시 재개념을 해 추출

된 네 가지 요소  ‘미디어융합과 다양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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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각종 리터러시 이해’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특징을 반 하고 있다. 특

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 리터러시 교육

을 수행할 것을 구하 다. 

이정미(2019)는 도서  정보서비스에서 데이

터 리터러시의 요성을 입증하기 해서 미디

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등의 다양한 리터

러시의 개념을 고찰하 다. 한 이정미(2021)

는 가짜뉴스의 사회  양성을 데이터화의 

에서 해석하 으며 UN의 지속가능발 목표를 

실 하기 한 도서 계의 역할과 보편  리터

러시 교육내용에 해 고찰하 다. 

박주 (2020)은 UNESCO의 미디어정보 리

터러시의 개념을 도용하여 사서의 역할이 시민

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이

라고 하 으며, 박주 과 강 숙(2020)은 미

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과 교육내용을 개발하

다. 

모형 개발 연구로는 유사라(2022)의 연구가 

있다. 유사라(2022)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

하여 5G와 련된 리터러시에서 윤리  쟁

을 도출하 고 수업단 와 학습단계를 축으로 

하는 학교 학부생 상 교육과정 모형을 개

발하 다. 

선행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독립된 용

어로 사용되기보다는 정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독서와 연계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가 

다른 복합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와도 첩된다

는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정보 리

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독서 리터러

시와의 공통된 요소가 있는 포 인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방법

3.1 내용분석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이론, 목표에 한 연

구와 국내외 도서 과 미디어 련 법, 조례, 정

책 문서를 분석하 다. UNESCO와 IFLA 등

의 국제기구와 미국, 핀란드 등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련된 도서  정책과 로그램 운

 사례 분석하 다. 그리고 국내 국립 앙도

서 과 국내외 공공도서 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 다. 

3.2 설문조사

공공도서 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목 은 사서가 도서  시

스템과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

러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 을 제공

하는 데 있다. 이에 공공도서  사서를 상으

로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을 조사하 다. 2020년 

기 , 사서 4인 이상의 공공도서  671개 에

서 근무하는 사서 과장이나 미디어․정보 리터

러시 담당 사서 1명을 상으로 2021년 10월 19

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 동안 웹 는 모바

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응답자는 총 

209개 에서 209명이 참여하 으며 표본 집단

에 한 응답률은 31.15% 다. 설문 상 황

은 <표 2>와 같다.

지역별 참여율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

에서 체의 48.32%가 참여하 으며 비수도권

에서 51.68%가 참여하 다. 기  소속별로는 교

육청에서 33%(69명), 지자체에서 6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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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소계(%)

근무 유형

교육청 69 33

209명(100%)지자체 134 64.1

사립 6 2.9

연령

20~30세 미만 23 11

209명(100%)
30~40세 미만 86 41.1

40~50세 미만 69 33

50세 이상 31 14.8

지역

서울 45명(21.5%), 부산 15명(7.2%), 구 11명(5.3%), 인천 7명(3.3%), 주 
11명(5.3%),  명(0.0%), 울산 0명(0.0%), 세종 0명(0.03%), 경기 0명(0.4%), 
강원 00명(0.73%), 충북 0명(0.42%), 충남 0명(5.94%), 북 0명(0.12%), 남 
0명(0.01%), 경북 0명(0.04%), 경남 0명(0.15%), 제주 0명(0.08%)

209명(100%)

<표 2> 설문 상

설문 내용  응답 내용

1.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한 공공도서  사서의 책무성(5  척도)
응답 척도)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질문1) 공공도서 이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질문2) 공공도서  사서가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필요한 미디어 종류별 요성(5  척도)
응답 척도) ①  요하지 않다 ② 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요하다 ⑤ 매우 요하다

   질문) ① 인쇄된 책(소설, 비소설) ② 인쇄된 신문, 잡지 ③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④ 라디오 ⑤ 텔 비  ⑥ 인터넷 

⑦ 랫폼(카카오톡, 유튜  등) ⑧ 소셜미디어 ⑨ 웹 라우 와 검색엔진 ⑩ 미디어 기기 ⑪ 콘텐츠 ⑫ 게임 
⑬ 디지털 기술 ⑭ 정보원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상(복수 응답)
   ① 등학생 ② 고등학생 ③ 20  ④ 30  ⑤ 40  ⑥ 50  ⑦ 60  ⑧ 70  이상 ⑨ 학부모 ⑩ 기타(     ) 

<표 3> 공공도서  사서 상 설문 내용

명), 그리고 사립에서 2.9%(6명)가 참여하 다. 

설문지의 내용은 공공도서 의 미디어 리터

러시 서비스 제공 책무성에 한 인식, 공공도

서 에서 다루어야 할 미디어 종류에 한 인식,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상에 한 인식

으로 구성되었다. 공공도서  사서 상 설문 

내용은 <표 3>과 같다. 

3.3 문가 인터뷰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련 8명의 교수, 국

내 공공도서  사서 10명, 국내 미디어 리터러

시 강사 8명을 상으로 1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에 해 <표 4>와 같은 반구조화된 질

문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는 

면, 온라인, 화,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

며 필요한 경우 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론  장 문가들에게 시민들의 미

디어 리터러시 향상 방안, 공공도서  활용의 

필요성, 공공도서 의 기능과 차별성, 역할과 

책무에 한 조언을 얻었다. 그리고 1차로 개발

한 핵심역량과 교육모형에 해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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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터뷰 내용
상

교수 사서 강사

향상 방안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방안 ∨ ∨ ∨

필요성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있어 공공도서  활용의 필요성 ∨ ∨ ∨

기능, 로그램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필요한 공공도서 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 서비스 

 로그램
∨ ∨ ․

차별  기능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필요한 공공도서 의 차별 인 기능 ∨ ∨ ∨

핵심역량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에 한 의견 ∨ ∨ ∨

교육 모형 제시한 공공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에 한 의견 ∨ ∨ ∨

기타 의견 추가 인 의견 ∨ ․

교육 의견
공공도서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는 수행해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의견
․ ․ ∨

<표 4> 문가 인터뷰 내용

3.3.1 교수 인터뷰

국내 교수 상 인터뷰는 리터러시를 기반으

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매체언어, 

언론학 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 8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지

를 기반으로 서면으로 실시되었으며 추가 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과 화로 진행하

다. 교수 상 인터뷰 참여자는 <표 5>와 같다. 

3.3.2 사서 인터뷰 

미디어 특화도서  사서와 사서 상 설문조

사에 응답한 공공도서   공공도서 이 미디

어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응

답한 공공도서 의 사서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

시 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도서  사

서 10명을 상으로 서면  화 인터뷰를 진

행했다. 공공도서  사서 상 인터뷰 참여자

는 <표 6>과 같다. 

3.3.3 강사 인터뷰 

국내 공공도서 에서 시민들을 상으로 미

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진행한 강사 8명을 상

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에 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 상은 공공도

서  사례 조사시 미디어 리터러시 로그램

을 운 했던 도서 에서 강의를 다수 진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소속된 강사들을 심으로 선정하 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상 인터뷰 참여자는 <표 7>과 

같다.

참여자 학과 분야 참여자 학과 분야

교수1 문헌정보교육과 정보 리터러시 교수5 문헌정보학과 정보학

교수2 국어교육과 매체언어 교수6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일반, 시민교육

교수3 문헌정보학과 데이터 리터러시 교수7 국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수4 문헌정보학과 정보자원과 뉴미디어 교수8 언론정보학과 언론 고, 미디어산업

<표 5> 교수 상 인터뷰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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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소속 직 경력

사서 1 서울시 공공도서 장 20년

사서 2 서울시 공공도서 장 20년

사서 3 서울시 공공도서 주무 1년 10개월

사서 4 서울시 공공도서 직원 5년

사서 5 구 역시 공공도서 직원 12년

사서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 직원 8년

사서 7 강원도 공공도서 장 20년

사서 8 경기도 공공도서 장 28년

사서 9 경기도 공공도서 선임 10년

사서 10 경상남도 공공도서 장 19년 6월

<표 6> 공공도서  사서 상 인터뷰 참여자

참여자 소속 직 경력

강사 1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9년

강사 2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5년

강사 3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6년

강사 4 한국미래교육 동조합 이사 24년

강사 5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사 5년

강사 6 한국미디어코칭 동조합 표 19년

강사 7 부산시청자미디어재단 강사 12년

강사 8 문화잇다 표 3년

<표 7> 도서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상 인터뷰 참여자

3.3.4 문가 자문 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련 국제기구 직원, 미디

어 리터러시 련 교수, 공공도서  사서, 장 

교사로 구성된 문가 자문 원회를 개최하

다. 7명의 자문 원에게는 2차로 개발된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이 합한지를 서면으로 

검토받았으며 필요시 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

행하 다. 미디어 리터러시 문가 자문 원회 

참여자는 <표 8>과 같다.

참여자 직 비고

문가1 교수 문헌정보학과

문가2 교수 신문방송학과

문가3 교수 문헌정보교육과

문가4 교사 사서교사, 련 단체 연수국장

문가5 장 국제기구, 미디어 리터러시 업무

문가6 장 서울 소재 공공도서

문가7 교수 문헌정보교육과

<표 8> 문가 자문 원회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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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 개발

문헌 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

시의 개념과 구성요인이 정보 리터러시  디지

털 리터러시와 첩된 역이 있음을 확인하

다. 한, 공공도서  사서 인식 조사, 이론  

장 문가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공공도서 에

서 수행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연 성이 깊게 나타났

다. 이에 공공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그리

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융합한 UNESCO(2011, 

2013, 2021)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 모형

을 차용하여 개발하 다. 

4.1 사서 인식 분석 결과

4.1.1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한 

책무성 인식

사서들은 공공도서 이 시민들의 미디어 리

터러시 향상 기 (4.22 )이며 사서가 시민들

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4.10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

서 이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

해야 한다는 응답의 평균값(4.22 )이 사서가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해야 한

다는 응답의 평균값(4.10 )보다 높은 것은 공

공도서  사서가 사서뿐만 아니라 외부 기 이

나 외부 강사와의 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2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필요

한 미디어 종류 인식

공공도서  사서들은 랫폼(4.30 ), 인터넷

(4.22 ), 미디어 기기(4.20 ), 인쇄된 책(4.15

) 순으로 미디어의 활용을 요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라디오(3.06 ), 텔

비 (3.22 ), 게임(3.23 ), 만화 등(3.56 ) 

순으로 이들 미디어 종류의 활용을 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인터넷, 랫폼, 검색엔진, 정보원을 미디어 

리터러시의 요한 교육내용으로 인식했지만 

라디오에 한 요성이 낮게 조사된 박주 과 

강 숙(202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 다. 

4.1.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상의 합성 

인식

사서들은 등학생 55%(114명), 등학생 

54%(112명), 50  36%(75명), 60  34%(71

명) 순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상이 합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생

에 한 필요성을 인식한 비율(합계 109%)이 

높게 나타났지만 50  이상을 선택한 비율(합

계 70%)도 높게 나타나 공공도서  사서들은 

반 으로  연령층을 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이는 

사서들이 시민들을 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 로그램을 운 할 때  연령층에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과 더불어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4.1.4 시사

사서들은 공공도서 과 사서가 시민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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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한 책무성이 있다고 인

식하 으며, 미디어 종류로는 랫폼과 인터넷, 

인쇄된 책, 미디어 기기를 요하게 인식하 다. 

한  연령층을 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 을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 로그램을 운 함에 있어 사서가 

하나의 업무로 생애주기에 따른 시민들을 상

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4.2 1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 개발

문헌연구, 법률과 정책, 사서 인식 결과 분석

을 토 로 1차 공공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 모형을 <표 9>와 같이 개발하 다. 

인간 존 과 형평성 유지

표 의 자유 정보 근의 자유 미디어 활용의 자유 참여의 자유 평생학습의 권리

⇑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문화 향유 역량 평생학습 역량

미디어활용 역량 정보활용 역량 디지털활용 역량

⇑

시민

생애주기별 지역별 기능별 경험별 특징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년, 노년 등

도시, 

농․산․어  등
근, 평가, 생산 등

디지털 기기나 

앱 이용 경험 등

학부모

교사

탈북민 등

⇑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필요한 정보를 인식, 정보 검색, 

정보원과 정보를 평가

미디어가 하는 메시지 확인, 

콘텐츠 생산과 민주사회에 참여
하드웨어, 소 트웨어 기능

리터러시에 기반한 융합된 미디어․정보․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인쇄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책, 신문, 잡지, 텔 비 , 라디오, 화, 고, 음악, 게임, 소셜미디어,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AR, VR 등)

콘텐츠(문자, 이미지, 상 등)

⇑

국립 앙도서 공공도서

참여와 공유 기회,

역량 향상 기회,

장에 필요한 정보 제공

마을공동체, 물리  근의 편의성, 지역별 이용자별 상자별 다양성, 다양한 문화의 

포용성, 시민으로부터의 정보의 신뢰성, 정보 문가 사서가 존재, 외부 단체나 문가

와 력

<표 9> 1차 공공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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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 

공공도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로

그램을 운 하는 궁극 인 목표는 한민국헌

법과 도서 법에 근거한 인간존  사회를 실

하고 지식과 정보 근의 기회와 결과에 있

어서 형평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공도

서 이 운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궁

극 인 목표를 5가지의 인간의 기본 인 권리

로 제시하 다. 5가지의 인간의 기본 인 권

리로는 ‘표 의 자유’, ‘정보 근의 자유’, ‘미디

어 활용의 자유’, ‘참여의 자유’, ‘평생학습의 권

리’로,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

들이 향유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의미한다.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와 근거는 <표 10>

과 같다. 

4.2.2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

미디어 리터러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미디어 리터

러시 개념과 구성요인은 복합 인 개념의 조합

이다.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시민들이 

얻고자 하는 역량을 2개의 역에서 총 6개로 

제시하 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역량과 도

출 근거는 <표 11>과 같다.

6개의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은 크게 두 

가지의 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인간 

삶의 목 에 도움이 되는 역과 다른 하나는 

인간 삶의 목  그 자체가 되는 역이다. 인간 

삶의 목 에 도움이 되는 역에는 세 개의 역

량, ‘미디어활용 역량’, ‘정보활용 역량’, ‘디지털

활용 역량’이 포함되며 인간 삶의 목  그 자체

교육의 목표 근거

인간존 한민국헌법 제10조, 제34조

형평성 유지 한민국헌법 문, 도서 법 제2조

표 의 자유
UNESCO 헌장 제1조, UN 세계인권선언 제19조, UN 아동 권리 선언 제13조, 제17조, 

도서 법 제2조
정보 근의 자유

미디어 활용의 자유

참여의 자유 한민국헌법 제21조, 도서 법 제4조

평생학습의 권리 한민국헌법 제31조, 도서 법 제3조, 제7조, 제32조

<표 1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와 근거

역 핵심역량 도출 근거

삶에 도움

미디어활용 역량 UNESCO 헌장, 도서 법, P21(Battelle for Kids, 2019), UNESCO의 MIL(2021)

정보활용 역량 UN 세계인권선언, UN 아동권리선언, 도서 법, P21, UNESCO의 MIL(2021)

디지털활용 역량 도서 법, P21(Battelle for Kids, 2019), UNESCO의 MIL(2021)

삶의 목표

공동체 참여 역량 자치법규, 2015 개정교육과정,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 2-3-1

문화 향유 역량
UN 세계인권선언, UN 아동권리선언, 도서 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15 개정교육

과정

평생학습 역량 헌법, 도서 법

<표 11>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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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역량은 ‘공동체 참여 역량’, ‘문화 

향유 역량’, ‘평생학습 역량’이 포함된다. 

디지털활용 역량은 미디어활용 역량이나 정보

활용 역량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속

하게 디지털 서비스가 증가되고 있는 기술  환

경 변화와 더불어 4차 산업 명이라는 개념이 부

상하고 있는 것과 사회  상을 고려하여 디지

털 기기와 소 트웨어를 활용하는 디지털 역량을 

따로 구분하 다. 이는 UNESCO(2021)가 MIL 

개념의 구성요인으로 정보․미디어․디지털 리

터러시를 제시하고 있고 P21(Battelle for Kids, 

2019)에서 21세기 핵심역량으로 통합된 정보․

미디어․기술(technology) 기능(skills)을 제시한 

것과도 동일하다. 

 

4.2.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 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은 다양한 층

에서 다양한 상으로 운 되어야 하며 생애

주기별 발달단계별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어린

이부터 노년층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상

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특징에 맞는 로그

램의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

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뉴미디어 

기술을 할 수 있는 도시보다 농․어․산

에 있는 공공도서 에서 교육내용으로 뉴미디

어 기술을 포함해야 하며 뉴미디어 도구를 익힐 

수 있도록 실습에 필요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야 한다. 정보 검색이나 비 인 평가, 미디어

를 활용한 정보 생산 등 시민들의 기능별 수

에 따라 교육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나 교사, 탈북민 등 시민들의 목 과 특

징에 따라  미디어 도구 이용 경험에 따라 맞

춤형 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4.2.4 미디어의 종류

물리 인 특징에 기반하여 미디어를 두 가

지의 종류,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로 구

분하 다. 공공도서 은 인쇄 미디어뿐만 아

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수집하여 시민들이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장  

 하나이다. 한, 공공도서  사서들도 ‘인쇄

된 책’(4.15 )이 요한 미디어 종류라고 인식

하 다. 

오늘날의 정보사회에 참여하기 해서는 디

지털 미디어활용 능력이 필요하지만, 교육  측

면에서는 시민 개인과 집단의 능력 수 을 고려

해야 하며 여 히 책을 읽거나 학습 등의 목

으로는 인쇄 미디어가 디지털 미디어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

서 이 운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로그

램에는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가 모두 교

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에 속하는 구체

인 미디어에 한 종류는 목록 규칙 표 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에서 

제시된 미디어 분류를 차용하여 ① 미디어 유

형( 개 장치 유형), ② 수록 미디어 유형, ③ 

내용(콘텐츠) 유형, 세 개의 기 으로 구분하

다(이미화, 2017; Yale University Library, 

[발행년불명]). 

오늘날 감상하기 한 목 으로 책을 읽는다

고 할 때, 시민들은 종이로 인쇄된 책이나 스크

린 화면에 표시된 책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작권의 문제로 종이로 인쇄된 책이 자책보

다 많으며 여 히 많은 사람이 종이로 된 책을 

읽고 있다고 할 때 인쇄 미디어에 한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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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책을 찾는다고 할 때

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찾는다. 즉 오늘날 

시민들은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모두 

활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에서 갖추고 있는 실물 미디어  미디어와 정

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디지털 도서

과 같은 가상공간을 통해 근 가능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를 자료로 한정하여 분류한 경우는 

RDA를 용하지만, 미디어는 여러 차원으로 

분류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가장 

표 인 미디어의  다른 층 는 리즘

으로 표되는 언론 미디어이다. 다만 언론 

미디어도 인쇄된 신문이나 디지털 신문 등에

서 문자, 이미지, 상 등과 같은 미디어 형식

을 제공한다고 할 때, 언론 미디어가 생산하

고 유통하는 미디어 정보에도 RDA를 용할 

수 있다. 

4.2.5 교육 주체

국립 앙도서 은 핵심 인 국가도서 으로 

도서 법에 따라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를 납본받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을 해 콘텐

츠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시민

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에 책무가 있

는 사서의 역량 강화를 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 앙도서 은 사서와 교사  강사

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집을 개발하는 등 실질 인 컨트롤 센터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도서 은 마을공동체의 핵심 인 기

으로 지역주민에게 물리 인 지  문화  공

간을 제공하고 물리 이고 가상 인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한, 공공도서 은 구나 이

용할 수 있는 포용성과 다양한 집단을 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문가인 

사서로부터 직 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공도서 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성이 높은 정보로 인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도서 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 최 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4.3 문가 인터뷰  자문

1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에 해 미디

어 리터러시 련 교수, 사서, 강사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를 토 로 2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개발하 으며 2차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에 해 자문 원회의 

자문을 받고 최종 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개발하 다. 

4.3.1 교수 인터뷰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교수는 시민들의 미

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있어 근성이 뛰어나고 

신뢰성이 높으며 인쇄  디지털 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도서 의 참여가 필수 이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

시가 무엇인지에 해서는 의견이 조 씩 달랐

다. 국내 교수들은 배경지식에 따라 미디어 리

터러시를 정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첩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6가지 핵심역량 

 미디어․정보․디지털 활용 역량과 다른 세 

가지의 역량은 이질 인 역량으로 이들 역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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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설문  응답 내용

향상 방안

실생활과 연계(교수1,6), 생애주기에 따른 상 구분 필요(교수2,4,8), 소외계층 교육(교수6,8), 홍보 

필요(교수2,7), 도서  활용(교수7), 련 콘텐츠 제작  제공(교수7), 교육 내용 선정(교수2,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교수6), 면 교육 필요(교수8)

필요성

도서 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교수1,2,3,4,5,6,7,8), 콘텐츠 보유(교수1,8), 맞춤형 교육 

가능(교수2), 평생교육(교수4,7), 근성(교수4,5,6,7,8), 신뢰성(교수7), 문성(교수8), 디지털 근

(교수2,3,6,7) 

기능, 로그램

정보 활용 능력(교수1,7), 취약계층(교수2, 4,7), 독서와 문화(교수3,7), 교육과 홍보(교수4), 디지털 

교육(교수4,5), 리터러시(교수2), 미디어 리터러시(교수3,4,5,6,7,8), 시민교육(교수6), 문헌정보(교

수8), 정보 근성 보장(교수8), 지역 공동체(교수8)

차별  기능

정보 리터러시 교육(교수1,3,4,7) 시민 심 교육(교수2), 디지털 리터러시(교수3,8), 근성(교수

4,5,8), 취약계층(4), 각종 도서 과 력 가능(교수4), 다양한 측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능(교수

5,6), 지역 공동체(교수8)

핵심역량

제시된 역량이 같은 층 가 아냐, 비  역량과 창의역량 강조 필요(교수1), 미디어 리터러시와 

상 없는 역량이 포함되어 있음, 평생학습 역량 제외하고 의사소통역량 추가 필요(교수2), 일부 

수정 필요(교수3,7), 디지털 활용 역량에서 ‘학습’을 추가(교수4), 정보․미디어․디지털 활용 역량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 있음(교수5,8), 미디어 활용 역량은 ‘미디어에 한 이해’와 ‘정보 생산’과 련된 

역량으로 표 하고 디지털 활용 역량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을 둔 역량으로 표 (교수5), 

시 추가 필요(교수6)

교육 모형

‘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에 국립 앙도서 과 공공도서 의 기능을 추가(교수1),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환류 체계 등을 통해 교육 체의 흐름을 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교수2), 

‘형평성’ 용어 검토(교수3), 디지털 리터러시를 데이터 리터러시로 수정 필요(교수4), 공공도서 을 

도서 으로 확  필요(교수5), 사업의 명료성이 부족(교수6),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를 도서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 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 의 사회  책임과 그 역할’로 제시할 

필요(교수6), 특징별을 상별로 수정, 미디어 형식 추가, 다른 도서  연계, 정부 부처간 력 추가 

필요(교수7), 자아실 , 인간존 , 공동체 민주주의와 같은 슬로건이 더 합함(교수8) 

기타 의견

공공도서 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언론 미디어 교육과 복되는 느낌이 있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용어 사용을 고민할 필요 있음(교수1), 리터러시 개념이 혼란스러움, 미디어 

리터러시에만 을 두고 표 할 필요 있음(교수5), 도서  길 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교육 로그램 보  방안 제안(교수6)

<표 12> 교수 인터뷰 내용

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공

도서 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언론 미디

어 교육과 복되는 느낌이 있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있었다. 

4.3.2 공공도서  사서 인터뷰

공공도서  사서들은 체로 제시된 모형에 

동의하 으나 복합 리터러시의 개념을 명확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이용 진과 평생교육 증진

의 목 으로 공공도서 에서의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이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

고 소외계층 서비스,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고 련 지역사회 

기 과의 력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배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 하 으며 생애주기별, 이용자 유형별로 다

양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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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개념 홍보(사서3,5), 지속 인 심과 노출, 캠페인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요성 인식 

확산(사서7,9),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진행(사서1,2,4,6,8,10), 여러 유  부처, 기 들과의 

계 정립 필요(사서10)

필요성

공공도서 은 근성이 높으면서 모든 연령층 포용하는 평생교육 기 (사서1,3,7,8,9), 정보이용 진, 

평생교육 증진 등의 공공도서  존재 목 에 부합(사서2,5,6,10), 공공도서 에는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서가 있고 사서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추천을 받을 수 있음(사서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 국 으로 분포된 공공도서 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 (사서10)

기능, 

로그램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가능한 환경 조성(사서1,3,5,9), 학교, 복지 , 평생학습 , 미디어센터, 

회사 등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 과의 력(사서1,2,7), 소외계층에 한 서비스,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집  필요(사서2,3,8), 정보기기 활용 교육,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방법, 콘텐츠 

생산, 미디어별 특성과 활용방법에 한 이해를 돕는 로그램(사서1), 미디어 정보에 한 분별력, 

비  이해력, 다양한 미디어 활용법, 미디어 제작 생산 련 로그램(사서5), 디지털 시민의식, 

온라인 에티켓, 인터넷 스마트폰 독 방 로그램(사서10), 기사 작성 NIE 로그램, 뉴스 토론 

로그램(사서6,7), 뉴미디어 체험 로그램(사서4), 정보격차 해소 로그램(사서10)

차별성

공공도서 은 지역 공동체의 심으로서 체계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통  문해력 교육 

경험이 강 (사서8), 근성 강 (사서5,9,10), 신뢰성 강 (사서6), 공공도서 은 지역성을 반 한 

로그램, 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능, 정보 소외계층을 한 로그램 

진행, 정보 불균형 해소에 기여(사서4,5), 문성(사서1,2,3), 타기  력 필요(사서7)

핵심역량

연구진 의견에 동의(사서1,7,9), 평생학습 역량이 핵심역량에 포함되어 있다는 은 고무 (사서3), 

미디어 윤리 단 역량, 정보 활용 역량으로 명확히 구분 필요(사서2), 디지털이 모든 새로운 매체를 

다 포 할 수 없으므로 매체나 신기술 같은 표 으로 확  필요(사서2), 미디어 활용 역량과 정보 

활용 역량의 차이가 모호. 두 가지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음(사서4), 공동체 참여 역량은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두는 것이 좋음. 개인의 역량이 사회에 참여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문맥상 부드러워 

보임(사서6), 다양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민들이 리터러시를 하는 태도가 바 어야 사회  역량으

로서의 리터러시가 확립될 수 있음(사서8), 미디어 활용, 정보 활용, 디지털 활용 핵심역량에 한 

명확한 구분 필요, 공동체 참여 역량을 공동체 참여 소통 역량으로 수정(사서 10)

교육 모형

연구진 의견에 동의(사서5,7,10), 모형 이해가 안 됨(사서1), 인쇄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를 통 인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디지털 미디어)로 구분 필요,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설명하는 부분 제외(사서2), 각 미디어를 보다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사서3),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는 차이가 없음. 여기서 사용하는 ‘미디어’는 디지털과 정보의 의미가 혼합된 것으로 

보임. 모든 정보 콘텐츠를 미디어로 정리하는 것이 좋음(사서4), 학부모/교사/탈북민 등은 ‘역할별’이나 

‘ 상별’로 변경 제안(사서6), 미디어의 구분에서 텍스트 이 의 구술 역은 리터러시의 범주가 

아닌지 궁 함(사서8)

<표 13> 공공도서  사서 인터뷰 내용

4.3.3 강사 인터뷰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8명을 상으로 한 

서면 인터뷰 분석은 서면 인터뷰 내용을 반복

해서 살펴보고 핵심 내용을 심으로 내용 분

석을 진행했다. 인터뷰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

는 참여자별로 정리한 내용을 심으로 공통

인 내용과 차별 인 내용을 분석했다. 공통

인 내용은 한 번만 기입하고 상이한 내용의 

경우 <표 14>에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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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강사1,6,8), 콘텐츠 개발(강사3,4), 미디어 활용 능력, 생애주기별 교육 필요(강사2,3,7), 의무교육

과정 속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 필요(강사5), 교수자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한 이해와 역량 필요(강사4)

필요성

근성,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공공도서 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강사1,2,3,4,5,6,7,8), 

근성, 자료 활용, 시설 활용, 다양한 상 확보 가능(강사1,8), 문인력 배치, 운  계획 수립, 

기자재, 공간 등 시설 확충과 산 확보 필요(강사8)

차별  기능

책이라는 근성이 쉽고 신뢰도가 높은 미디어를 심으로 하는 교육 필요(강사1,4), 기  교육 

수행 필요(강사2), 다양한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어내는 방향으로 로그램을 특화(강사3), 공유와 

참여 역을 특화(강사3), 지역 심으로 개방 으로 지역주민들의 근이 용이한 형태로 지속 인 

교육과 활동을 실시(강사5,6), 일반 시민을 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알리고 확산하는 역할(강사8), 

미디어 장비의 활용보다는 시민들이 일상 으로 하는 스마트폰이나 웹을 활용한 정보 근, 분석, 

활용, 제작 교육 진행(강사8), 차별 인 기능 수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님. 차별 이고 독자 이기보다는 

력 필요, 력을 통해  다른 차별 인 기능에 해 함께 고민 필요(강사7) 

핵심역량

연구진 의견에 공감함(강사8), 미디어․정보․디지털 활용 역량 의미 구분이 모호(강사1,5,6), 역량에 

한 설명 필요(강사7), 디지털 활용 역량 부분은 디지털 미디어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 추가 필요(강사 

2), 디지털도 미디어에 포함시켜야 함(강사4), 미디어를 심으로 하여 정보는 미디어 메시지로, 

디지털은 미디어  미디어 기술에 한 근과 활용으로 근하는 방식을 제안(강사3), 평생학습 

역량 부분은 격히 변화하는 외부 환경(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고 처하는 

데 필요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능력 필요(강사2), 문화 향유에서 ‘문화 다양성’과의  고민(강사7), 

공유 활동이 문화 향유 역량에 포함되는 것이 합한지 고민됨. ‘공동체 참여 역량’에 더 합(강사3), 

핵심역량을 ‘미디어 근 역량’, ‘분별  정보이용 역량’, ‘미디어 활용 역량’, ‘미디어 향유 역량’, 

‘책임있는 이용 역량’, ‘평생학습 역량’과 같이 수정할 필요 있음(강사4) 

교육 모형

연구진 의견에 공감함(강사1), ‘디지털 시민권’ 추가 필요(강사2), 미디어 분류를 통과 디지털로 

나 거나, 인쇄, 상, 소리, 뉴미디어와 같이 수정(강사4), 시민(생애주기별/지역별/기능별/경험별/

특징별)에서 소외계층에 한 내용 없음. 지역별을 ‘미디어 소외’로 수정(강사4), 상자에 다문화, 

장애인을 특징별 구분에 포함하고, 생애주기별 상에 유아 포함(강사5), 난민도 포함(강사7), 작권, 

상권, 댓  문화와 같이 윤리  측면을 추가(강사4), 표 의 자유, 평생학습의 권리, 시민참여의 

의무, 미디어 근의 권리, 리터러시 함양의 권리와 의무 등으로 인간존 과 형평성 유지 내용을 

조정(강사3), 근성을 구체화(강사7), 도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수자에게 심화 과정을 거쳐 

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강사8), 지역별 도시별 세분화 필요(강사7), 교육 모형이 방 하고 

첩되는 내용 있음(강사6)

교육 의견

등학교에서는 사서교사의 참여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데 공공도서 에서도 체계를 잡아간다면 

훨씬 많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실질 인 교육이 될 것임(강사2), 공공도서 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운  체 기 들의 범사회 인 논의가 필요, 도서 이 교육기획자와 장 강사와 자문 원들이 

모인 교육 기획을 한 회의체 역할 필요(강사3,5), 공공도서 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시민성을 

키우기 한 방향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소통을 배우는 기회임(강사6,7), 도서 이라는 기 의 차별성

이 드러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필요(강사1,4), 기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  기 들과 

차별 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 틀 안에서 공공도서 이 더 잘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방향으로 진행 필요(강사3), 디지털 매체 교육도 필요하지만, 책이나 

신문, 잡지를 활용한 비  사고 교육도 도서 에서 필요(강사8), 도서 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읽고 분석할 것인가에 한 교육 병행 시 훨씬 수  높은 미디어 교육이 

될 것임( 문가8) 

<표 14> 강사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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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 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들은 공

공도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요한 문화기 으로 인식하고 그 필요성

을 인정하 다. 한, 공공도서 은 일반 시민

들을 상으로 하는 일상 이고도 지속 인 생

애주기별 교육이 필요하며 공공도서 이 미디

어 교육 운  기 , 문가들의 네트워킹 역할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 다. 강사들은 한

국언론진흥재단이나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비해 

공공도서 의 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공도서

이 다양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진행할 수 필

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 공

공도서  사서들이 문 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에는 실  어려움이 있어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와의 력, 정기 인 교육 등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고 응답하 다. 미디어 분류를 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로 구분하거나 인쇄, 

상, 소리, 뉴미디어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 ‘미디어 근의 권리’로 수정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 시민에서 다문화와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4.3.4 문가 자문 원회 결과

자문 원회 원들은 사서가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 다.

내용 인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리시’와 ‘미

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고 하 으며 특히 국내의 상황을 고려

하 을 때, 문가로서의 사서의 역할을 명확

히 드러내기 해서는 UNESCO가 제시한 미

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

다고 하 다. 복지시설과 등학교 등 외부 

기 과의 력이 요하다고 하 으며, 미디어

의 종류를 통일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문가 자문 원회의 자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역 자문 내용

종합 의견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개념 등을 명확할 필요( 문가2,3,4,5,6,7), 정보 문가로

서의 사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기 해서는 UNESCO가 제시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의 개념을 

차용할 필요가 있음( 문가2,3),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서비스’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용어 사용( 문가2,7), 교육모형에서 

‘인간존 ’과 ‘형평성’의 가치가 5개의 인간의 기본 인 권리보다 상 에 치하도록 수정( 문가7), 

교육모형에서 학부모, 교사, 탈북민과 노인, 장애인 등의 정보 취약계층을 기술하여 모든 계층을 

한 평생학습기 으로서의 공공도서 의 역할 기능 수행 부각 필요( 문가4), 교육 모형에서 미디어

의 종류를 통일성 있게 수정( 문가6,7), 도서 이 복지시설( 문가6)이나 등학교( 문가7)와의 

력이 필요하다고 인식, 도서 은 정보 근과 비  이해, 참여 측면에서 다른 기 보다 강 이 

있어 도서 이 다양한 책과 정보를 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 문가5), 도서 이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시민들을 상으로 민주/세계 시민역량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문가5), 도서 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를 왜 제공하는지에 

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략을 마련하고 유  기 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와의 차별화  력 정책을 추가( 문가3)

<표 15> 문가 자문 원회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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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공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 다. 그리고 다섯 개의 인간의 기본권을 포

하는 개념으로 ‘인간존 ’과 ‘기회 균등’을 제

시하 으며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하기 하여 

‘정보 근의 자유’를 ‘정보 근의 권리’로 수

정하 다. 상별 시민으로 ‘다문화 가정 구성

원’과 ‘장애인’을 추가하여 정보 취약계층이 도

서 에서 수행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상

임을 명확히 하 다. 미디어의 종류를 ‘ 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로 구분하 으며 ‘

력 기 ’을 모형에 반 하고 ‘ ․ 등학교’와 

‘사회복지기 ’ 등을 력 기 으로 제시하 다. 

개발한 공공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은 <표 16>과 같다. 

교육

목표

인간존 과 기회 균등

표 의 자유 정보 근의 권리 미디어 활용의 자유 참여의 자유 평생학습의 권리

⇑

핵심 

역량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

삶의 

목
⇔ 공동체 참여 역량 문화 향유 역량 평생학습 역량

삶의 

도움
⇔ 정보활용 역량 미디어활용 역량 디지털활용 역량

필요한 정보를 인식, 정보 검색, 

정보원과 정보를 평가

미디어가 하는 메시지 확인, 

콘텐츠 생산과 

민주사회에 참여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윤리  이용

리터러시-비  읽기와 사고, 독서

⇑

교육

상

시민

생애주기별 지역별 기능별 경험별 상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년, 노년 등

도시, 

농․산․어  등

근, 평가, 

생산 등

디지털 기기나 

앱 이용 경험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 

장애인, 탈북민 등

⇑

미디어

종류

통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책, 신문, 잡지, 사진, 만화, 텔 비 , 라디오, 화, 고, 음악, 게임,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노트북, 스마트폰, AR, VR, 인공지능 스피커, 게임 콘솔 등)

콘텐츠(문자, 음성, 이미지, 동 상, 애니메이션 등)

⇑

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

국립 앙도서 공공도서 력 기

로그램 기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시범 사업, 련 부처  

기 과 력, 참여와 공유 기회, 역

량 향상 기회, 장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로그램 수요조사,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육 서비스 제공, 공동체, 물리  

근의 편의성, 지역별 이용자별 상자

별 다양성, 다양한 문화의 포용성, 시민으

로부터의 정보의 신뢰성, 정보 문가 사

서가 존재, 외부 단체나 문가와 력

⇔

∙ ․ 등학교

∙ 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사회복지기

∙MIL 단체

<표 16> 공공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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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최종 목표로 5가지 

인간의 기본권인 ‘표 의 자유’, ‘정보 근의 

자유’, ‘미디어 활용의 자유’, ‘참여의 자유’, ‘평

생학습의 권리’로 구성된 인간존 과 기회 균

등을 제시하 다. 5가지 인간의 기본권을 유지

하기 한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으로는 6

개의 역량, ① 미디어활용 역량, ② 정보활용 

역량, ③ 디지털활용 역량, ④ 공동체 참여 역

량, ⑤ 문화 향유 역량, ⑥ 평생학습 역량을 제

시하 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의 상은 시

민으로, 시민을 5개의 층 , ① 생애주기별, ② 

지역별, ③ 기능별, ④ 경험별, ⑤ 상별 시민

으로 구분하 다. 시민들을 상으로 한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내용은 비  읽기와 사고, 

독서를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로 공공도서  사

서가 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

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

다. 그리고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에 책무가 있는 기 으로 국립 앙도서 과 공

공도서 을 설정하 으며 이들 기 이 다른 기

과 력하도록 체계화하 다. 

5. 결론  제언

국제기구와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공공도서

을 다양한 미디어와 사서라는 문 인 인

자원을 가지고 보편 인 교육의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최 의 근성을 가진 공공기

으로 인식하고, 공공도서 을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 기 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  문화  기술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

이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

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을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외 미디어 리터러시 이론과 선행연구

를 검토하 으며 국내 공공도서  사서를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미디어 리

터러시 련 교수와 사서, 미디어 리터러시 강

사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으며 문가 

자문 원을 개최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

형에 해 자문을 얻었다. 

인터뷰  자문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련 

교수, 공공도서  사서,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문가 자문 원회 원들 모두 공공도서 을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데 있

어 가장 요한 공공기 이라고 인식하 다. 이

들은 공공도서 이 근성이 뛰어나며, 신뢰성

이 높은 인쇄  디지털 미디어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는 , 그리고 

공공도서  자체가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 이

라는 에서 공공도서 을 통해 시민들의 미디

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문헌분석과 인터뷰  자문 결과를 반 하여 

공공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모형을 

개발하 다. 교육모형에는 사서가 시민들의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을 운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교육의 목표, 핵심역량, 교육 상, 

미디어 종류, 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포함

하 다. 

공공도서 에서 사서에 의해 수행되는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간존 과 기

회 균등으로 ‘표 의 자유’, ‘정보 근의 권리’, 



35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3호 2022

‘미디어 활용의 자유’, ‘참여의 자유’, ‘평생학습

의 권리’라는 다섯 가지의 권리를 포함시켰다. 

핵심역량으로는 삶의 목 에 도움이 되는 ‘공동

체 참여 역량’, ‘문화 향유 역량’, ‘평생학습 역량’

을 제시하 으며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으로는 ‘정보활용 역량’, ‘미디어활용 역량’, 

‘디지털활용 역량’을 제시하 다. 교육 상을 생

애주기별, 지역별, 기능별, 경험별, 상별로 구

체화하 으며 미디어의 종류로 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제시하 다. 그리고 국립 앙도

서 과 공공도서 , 력 기 으로 구분된 교육 

주체와 기능을 제시하 다. 

도서 법과 학교도서 진흥법, 조례에는 간

으로 도서 과 사서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자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명시 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2019~2023)과 제3차 학

교도서 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도서

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로 ‘미디어 활용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포함된 것은 사회

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반 한 바람직한 방

향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공공도

서 이 극 으로 참여해야 하며,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도서 과 사서가 책무

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 히 문헌정보학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련된 연구는 부족하며 도서  서비스로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 운 은 부족한 편

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

인 개발, 생애주기별 교육내용과 성취기  연

구와 같이 사서가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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