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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보이용능력은 대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
부분 사람들은 일생동안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정보이용능력을 학습해야 한다. 정보이용능력을 가진 자는
정보가 필요할 때를 인지하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평가하고, 이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므로, 정보이용능력은 모든 학생에
게 점차 중요하게 되고 있다. 본고는 정보이용능력의 정의와 표준 및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저학
년을 위한 정보이용능력에 관한 학습방법과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formation literacy is usually described as the ability to locate, manage and use information effectively for a range
of purposes. It is acknowledged the most people are likely to change careers throughout their lives. Therefore, people
must learn information literacy. Those who are information literate must be able to recognize when information is
needed and have the ability to locate, evaluate, use effectively the needed information, ultimately have how to learn.
Since a basic objective of education is for student to learn how to learn, information literacy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for all students.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definitions, standards and models
of information literacy and information literate. Based on these, we suggested learning method and curriculum of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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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함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

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학습하는 평생학습과 함께 그 기초가 되는 정

보이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서 배우는 것이 될 수있다. 학교교

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

실에서 수업을 통하여 얻는 지식과 정보가 될

수있으며, 아울러 도서관이나 인터넷 등과같

은 온라인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학생 스

스로 직접 얻을 뿐만 아니라,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정보이용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학습방법은 학교교육의 처음부터 중요

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학습과정에서 지속적

인 효과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중에서도 기초

가 되는 초등학교에서의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정보이용능력에 대

한 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포

함되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활동에 기본이 되

는 학교도서관과 그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당하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보

이용능력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능력

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제도

와 하부구조가 구비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정보이용능력이 중요하게 고

려되는 이유는 대량의 정보생산과 기술발전으

로야기되는다음의변화에기인한다(Tapscott

1999).

•선형적인 학습에서 하이퍼미디어적인 학

습(상호작용과 비순차적으로 정보원을

이용)

•직접적인 교육에서 구성과 발견(교사에

의해 직접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 

•교사중심에서 학습자중심(교사는 정보전

달 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

•미리 선택된 사실습득에서 적합한 정보

를 발견(정보의 분석과 합성을 위해서는

높은 사고기술이 필요함)

•학교기반학습에서 평생기반학습(학습자

의 지식은 일생동안 계속 변하고, 학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동일한 교육에서 수준별 학습(학생 스스

로 개인적인 학습과정을 가짐)

•고통스런 학습에서 재미있는 학습

•전달자로서의 교사에서 수행촉진자로서

의 교사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는 정보이용능력

에 대한 교육을 기존의 교육과정에 결합할 필

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의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서부터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유익한 정

보에 접근하는 도서관이용교육을 통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보의 가치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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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르쳐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인 학습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

차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최근 교육계에서는 정보이용능력이 학

습자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의 밑거름이 된다

는사실을통해그중요성에대한인식이점차

증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초등학교

에서 학생들의 정규 교육과정에 정보이용능력

에 대한 교육을 통합하여 어릴 때부터 체계적

으로가르치는것이거의전무할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고, 조직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교육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에 정보이용능력에 관한 교

육을 연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능력을 습득하여 자

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취하여 문제를 해결하

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을 통해 세계화·정

보화·다양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수있을 것이다.

2.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이해

2. 1 정보이용능력

대부분 사전에서는‘Literacy’는‘읽고 쓰

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사회 및 기술

의 변화에 따라 그 이상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환경의 도래와 함께 최근

NCREL(North Central Regional educa-

tional Laboratory)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8

가지‘Literacy’범주로서‘Basic Literacy’,

‘Scientific Literacy’,‘Economic Literacy’,

‘Technological Literacy’,‘Visual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Multicultural

Literacy’, ‘Global Awareness’를 제시한 바

있다(Burkhardt 2003).

‘Information Literacy’는 앞서 제시된 8

가지 범주 중 하나로서, 주로 정보를 발견하

고, 평가하고, 이용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수반하는 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정보이용능

력’또는‘정보활용능력’으로 번역해 사용되

고 있다. 이는 정보자원이 증가하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고, 관리하

고, 이용하는 정보이용능력의 필요성이 부각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Information Literacy’라는 용어는 Zur-

kowski(1974)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는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더욱 혁신적인 개

인 부문의 정보제공으로 변화하는 것을 강조

하여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 있는 것으

로 이 용어를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자신의 업

무에 정보자원을 적용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

을‘정보이용능력자(information literates)’로

호칭하였다.

‘Information Literacy’는‘Computer Li-

teracy’,‘Library Literacy’,‘Network Li-

teracy’, ‘Internet Literacy’, ‘Informa-

tion Competency’, ‘Information Empo-

werment’등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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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특히 최근에는‘Information Skill’

(The Big Blue 2001), ‘Digital Literacy’

(Bawden 2001)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여전히‘Information Literacy’가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이용능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주로 문헌

정보학과 관련한 서지도구 활용 및 도서관이

용과 관련이 있어 대부분 사서에 의해 주도되

었으나(Rader 1999), 최근에는 매우 다양한

정보원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고, 이용

하는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이용능력은 그 자체가 학문이라기보다

는 어떤 주제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하는 방법

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정보이용능력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

든지 간에 정보요구에 잘 부합하기 위해 다양

한 정보원에 접근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는 정

보행위능력으로 보고, 이를 위해 정보가 필요

한 때를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평가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지식과 기술이라 인식되고 있으며(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평생학습의 기본

원리이자 선행조건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능력은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대한 지식, 정보를 평가하고 통합하는

방법, 이러한 요소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을 포함하는 모든 기술로 모든 학습 환경과

교육에서 일반적인 과정으로 볼수 있으며, 개

인적인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2. 2 정보이용능력자

‘정보이용능력자’이란 용어는 영어의‘In-

formation Literate’의 번역어이다. ALA

에서는 정보이용능력자란 정보가 필요한 때

를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평가하고 이용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식을 조직하는 방법,

정보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방법, 그러한 정

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방법 등을 알

기 때문에 학습방법을 익힌 사람 또는 평생

학습을 준비한사람으로 보고있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정보이용능력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 대부분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지만 점차

그 능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Doyle(1992)는 정보이용능력자를 다

음과 같이 정의했다.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는 지적인 결정의

기초임을 인지

•잠재적인 정보원을 확인

•성공적인 탐색전략을 개발

•컴퓨터 기반 및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정

보원에 접근

•정보를 평가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정보를 조직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에 통합

•비평적인사고와문제해결시정보를이용

그러나, 최근 정보이용능력자에 대한 위의

정의는 좀더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Council of Austr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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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Librarians 2001).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결정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

•정보와 정보원을 평가

•선택한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통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

로 이용

•정보를 이용할 때 경제적·법률적·사회

적·문화적인 문제를 이해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

•수집하거나 생성한 정보를 분류하고, 저

장하고, 조작하고, 다시 씀

•평생학습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정보이

용능력을 인지

정보이용능력자에 대한 위 두 가지의 정의

를 비교해 보면 후자에서 정보환경에 대한 사

회문화적 이해와 평생학습에서의 중요성이 확

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정보이용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

제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찾

아서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정보에 대해 자주성을 가지

고, 다양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문화를

형성하고, 정보과정을 이행하며,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2. 3 정보이용능력 표준 및 지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이용능력은 빠

른 기술변화와 정보자원의 증가하는 오늘날의

복잡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은 정

보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보는 점차 더욱

다양한 형태로 여과되지 않고 나타나 정보에

대한 확실성 및 타당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정보를 평가하고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

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설

계와 교수 및 개인의 정보이용능력수준을 평

가하기 위해 표준이 제시되었다.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1998)에서는“Information Li-

teracy Standards for Student Learning”라

는표준을통해정보이용능력에 관해 3가지표

준과13가지지표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 표준 1: 정보이용능력이 있는 학생은 정

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접

근한다.

•지표 1. 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

•지표 2. 정확하고 이해력이 높은 정보

는 지적결정을 위한 기초임을

인지

•지표 3. 정보요구에 근거하여 질의 공

식화

•지표 4. 잠재적인다양한정보원을인지

•지표 5. 정보를 찾기 위해 성공적인 전

략을 개발하고 이용

- 표준 2: 정보이용능력이 있는 학생은 정

보를 비평적이고 유능하게 평가

한다.

•지표 1. 정확성, 적합성, 포괄성을 결정

•지표 2. 사실, 관점, 의견을 구별

•지표 3. 부정확하고잘못된정보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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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4. 문제에 적절한 정보를 곧바로

선택

- 표준 3: 정보이용능력이 있는 학생은 정

보를 정확하고 창조적으로 이용

한다.

•지표 1.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정보를

조직

•지표 2.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지식과

통합

•지표 3. 비평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

해 정보 적용

•지표 4. 적절한 형태로 정보와 아이디

어를 생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한편 ACRL(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000)은 정보이용능력을

평가하기위한하부구조로서“Information Li-

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

gher Education”을 제시하였다. 이는 고등학

생들의 학습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

기 위한 교사, 사서 및 교육전문가를 위한 지

침으로서 AASL의 표준보다 그 내용을 확대

하여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보이용능력을 습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 1: 정보이용능력자는 필요한 정보

의성질과 범위를 결정한다.

•정보의필요성을정의하고명확히제시

•여러 가지 형태의 잠재적인 정보원을

인지

•필요한정보를얻는비용과이익을고려

•필요한 정보의 성질과 범위를 재평가

- 표준 2: 정보이용능력자는 필요한 정보

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

한다.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가장 적

절한 조사방법이나 정보검색시스템을

선택

•효과적으로 설계된 탐색전략을 구축하

고 실행

•정보를 온라인이나 다양한 방법을 이

용하여 검색

•필요하다면 탐색전략 정련

•정보와 정보원을 추출하고 기록하고

관리

- 표준 3: 정보이용능력자는 정보와 정보

원을 비평적으로 평가하고, 선

택된 정보는 그의 지식에 통합

한다.

•수집된 정보에서 추출된 주요 지식을

요약

•정보와 정보원을 평가하기 위해 초기

의 기준을 만들고 적용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 위해 주요 지식

을 합성

•정보에 부가된 가치, 모순, 다른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이전의

지식을 비교

•새로운 지식이 개인의 가치체계에 영

향을 주고 결정하고, 차이를 조화시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정보의 이

해와 해석을 확인

•초기 질의가 개정되어야 하는지 결정

- 표준 4: 정보이용능력자는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

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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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와 이전의 정보를 특별한

결과물의 계획과 생성에 적용

•결과물과작업을위해개발과정을개정

•결과물과 작업을 효과적으로 다른 사

람에게 커뮤니케이션

- 표준 5: 정보이용능력자는 정보이용시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보를 윤리적이고 합

법적으로 이용한다.

•정보와 정보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법

률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

•정보자원의 접근과 이용과 관련된 법,

규칙, 정책, 에티켓을 준수

•결과물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정보원

을 이용했음을 인정

한편, ANZIIL(Australian and New Zea-

land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cy)는

모든 교육부문에서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교

육을 지원할 수 있는 원칙, 표준 및 실제를 제

공하기위해“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Prin-

ciples, Standards and Practice”를 제시하였

는데, 그 내용은 ACRL의 표준과 대동소이

하다(Bundy 2004). 

<표 1>는 위 세 기관의 표준을 비교 구분하

여 정리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

련한 표준을 만들 때 고려해 봄 직하다.

2. 4 정보이용능력 교육과정 모델

학교교육의기본목적은개별학생들이필요

한정보를확인하고, 그정보를찾고, 조직하며,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법을 학습하

는것이다(Hashim 1986, 17). 아울러, 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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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L

ACRL

ANZIIL

- 표준 1: 정보이용능력이 있는 학생은 정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한다.

- 표준 2: 정보이용능력이 있는 학생은 정보를 비평적이고 유능하게 평가한다.

- 표준 3: 정보이용능력이 있는 학생은 정보를 정확하고 창조적으로 이용한다.

- 표준 1: 정보이용능력자은 필요한 정보의 성질과 범위를 결정한다.

- 표준 2: 정보이용능력자는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한다.

- 표준 3: 정보이용능력자는 정보와 정보원을 비평적으로 평가하고, 선택된 정보는 그의 지식에

통합한다.

- 표준 4: 정보이용능력자는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한다.

- 표준 5: 정보이용능력자는 정보이용시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보를 윤리적

이고 합법적으로 이용한다.

- 표준 1: 정보이용능력자는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의 성질과 범위를 결정한다. 

- 표준 2: 정보이용능력자는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견한다.

- 표준 3: 정보이용능력자는 정보와 정보탐색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 표준 4: 정보이용능력자는 수집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관리한다.

- 표준 5: 정보이용능력자는 이전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거나

- 표준 6: 정보이용능력자는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적, 윤리적, 경제적, 법률적 및 사회적 문제

를 인정한다.

<표 1> AASL, ACRL, ANZIIL의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표준



회로 이행됨에 따라 비평적인 사고기술, 문제

해결기술, 정보처리를 위한 정보이용능력은 점

차모든학생에게더욱중요하게되고있다. 

정보이용능력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학습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

는것이다. 이를위한 전제조건은 사람들이 글

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많은

정보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가려내고 문제해

결을 위해 적절한 정보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성

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이용능력은 학교개혁 차원에서

기존의 교육에 통합·개발될 필요가 있다. 학

생들은 보다 나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지식을 확대하고, 의문점을 질문하고, 비평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광범위한 정보원을 이

용해야 하며,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사서교사

간의 협동 체제하에 학생들에게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정보이용능

력에관한 일련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초기부터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정보이용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은 교사가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과정이

중심이 되고, 교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평가하고 이용하도록

지도하는것이다(Warmkessel and McCade

1997, 80-81).

이를 위한 방법의 출발점으로 주로 학교도

서관을 통한 정보이용능력을 교육하는 통합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상응하여 학교도

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Mancall, Aaron and Walker

1986).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

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

이 어떻게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은 모든 교

과영역에서 정보기술프로그램의 개발을

보조해야 한다.

AASL에서도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

램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임무

를 제시하였다(American Associating of

School Librarians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

nology 1988). 

•모든 형태의 자료에 지적이고 물리적인

접근 제공

•지식과 정보를 읽고, 보고, 이용하는 능

력을 키우고 흥미를 자극하는 교육 제공

•개별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전략

을 설계하기 위해다른 교육자와 협력

이러한 포괄적인 지침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교육모델들이 제시되었

다.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교육모델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Eisenberg(2003)에 의해

개발된‘Big 6’이다. 이 모델에서는 정보이용

능력을 학습자의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

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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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이용하기 위한 변화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고 이

용할 때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

특정한 요구와 문제를 위해 정보를 찾고, 이

용하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으

로 정보탐색과 도구를 이용한 기술을 통합하

고 있으며, <표 2>와 같이 6가지 단계를 포함

하고 있다(Big 6 Association).

또하나의정보이용능력에대한모델은Mc-

Kenzie(1999)가제시한‘Research Cycle’이

다. 통상적으로 학생들은 필요한 질문을 탐구

하고, 처음 조사를 계획할 때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탐색시 조사해야 할 많은문제점을 주

의 깊게 계획하지 않고 바로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정

보생산자의 역할로 설정하기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과제를 실제적으로 변경하고, 다시 생

각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의 각 단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Research Cycle은 <표 3>과 같이 7가지 단계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여기서 생

략한다.

WLAM(Washington Library Media

Association 2002)에서는 정보이용능력을모

든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 보고, ‘Essential Skills for Information

Literacy’라는 지침과 함께 벤치마킹을 제시

하였다. 이 지침은 교육자에게 체계적인 방

법으로 정보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보조하고,

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위해 교사와 사서가 협

력하여 정보이용능력을 위한 필수기술모델을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한편, Lamb(2001)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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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정의

② 정보탐색전략

③ 정보탐색 및 접근

④ 정보이용

⑤ 종합

⑥ 평가

•정보문제 정의

•과제완성(정보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인지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 결정(브레인스토밍)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정보원 평가(최선의 정보원 선택)

•(물리적, 내용적으로) 정보원 탐색

•정보원내의 정보 발견

•정보원내의 정보 이용

•정보원에서 적합한 정보 추출

•다양한 정보원에서 정보 조직

•정보 제시

•결과물의 효과성 판단

•정보문제 해결과정의 효율성 판단

<표 2> Big 6 모델과정

① Questioning

② Planning 

③ Gathering 

④ Sorting & Sifting 

⑤ Synthesizing 

⑥ Evaluating 

⑦ Reporting(반복되어 계속 나타남)

<표 3> Research Cycle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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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요구인지

② 정보탐색전략 구축

③ 정보탐색과 접근

④ 정보평가와 추출

⑤ 정보조직과 적용

⑥ 과정과 결과물 평가

- 정보문제 확인

- 정보문제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연관

- 정보문제정의

- 더 이상 필요한 정보 확인

- 요구된 정보형태 확인

- 가능한 정보원을 고려하고 우선순위

- 주제표목과 주요어 확인

- 정보원을 조직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인지

- 정보를 찾기 위해 색인 이용

-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략 이용

- 정보요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탐색전략 조정

- 정보원에서 정보 추출

- 정보를 조직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

- 다양한 정보원에서 정보를 종합

-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생성하고 제시

- 정보과정의 효율성 평가

- 생산물의 효과성 평가

<표 4> WLAM의 정보이용능력을 위한 필수기술모델

<그림 1> 8Ws 모델



기반 학습을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선택하여 정보처리기술을

적용하기 위한‘8Ws’라는 모델을 제시하였

다. 이 정보처리모델은 위에 제시된 모델과

유사하지만, 교사, 사서, 학생의 변화하는 역

할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 개발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다루며, 그 세부적인 단

계는 <그림 1>과 같다. 

3. 초등학교 저학년용 정보이용능
력 교육과정 개발

3. 1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제7차 교육과

정 개요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어

떠한교육목표를, 어떠한교육내용, 방법및평

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공

통적·일반적기준으로, 우리나라는정부수립

후지금까지 7차례의교육과정을거쳤다. 가장

최근인 1997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제7차 교

육과정의 기본 방향에서 제시된 목표와 내용

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여 세계화, 정보화 시대

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하고 있으며, 운

영방법은학습자중심이되어야할것으로정

하고있다(공주대학교초등교육연구소 2003).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에 있어서는

학습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학습에 흥미를 갖

도록 하는 교육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수립될 것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제7차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

년 교육과정은 1, 2학년의 발달 특성을 기초

로 한 활동 중심의 주제에 의한 통합 교과를

통해 다양한 생활경험을 학습경험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하나의 주제 아래 다양한 활동과 경

험이 통합되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이와 같은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1, 2학년이 교육받는 정규 교과목과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어말하기·듣기, 국어읽기, 국어쓰기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중시

•학습자의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

•교육 내용의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적

합성을 추구

•국어 교육의 질관리와 향상에 기여

② 수학, 수학 익힘책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구성

•학습내용의최적화및학습량의적정화

•내용을 상세화하여‘내용＋행동’의 형

식으로 제시

•기본과정, 심화과정의 학습 내용 제시

•문제 해결력 신장

•다양한 선택과목 신설(3과목 → 6과목)

③ 바른 생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실천

④ 슬기로운 생활

•구체적인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사회 및자연과의 관계이해

•기초적인탐구활동영역제시

⑤ 즐거운 생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놀이와 표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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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함양

•놀이 중심의 다양한 경험

•놀이와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한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활동의 기본요소 이해

⑥ 우리들은 1학년, 생활의 길잡이

3. 2 정보이용능력 교육방법

1) 학교도서관 이용교육

학교도서관의주요기능중의하나로인식되

어 온 도서관 이용지도 또는 서지교육(biblio-

graphic instruction)은 지나치게 정보원의 소

장위치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더불

어 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이용능력이

강조되면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주요역

할로서 정보이용능력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새로

운 지식을 학습하고 사고하고 창출할 수 있도

록 정보이용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

이용능력 교육은 컴퓨터와 관련한 전자매체뿐

만 아니라 기존의 매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으

로 정보원에 접근하여 탐색한 정보를 분석·

이해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학습의 과

정, 정보구성의 과정, 문제해결의 과정을 강조

하고있다.

이에 앞서 제시된 것처럼, AASL에서는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해야

할정보이용능력에 관한 3가지 표준과 13가지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Big 6’모델에서는 정

보이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6가지 기능을 제

시한 바 있다. 이러한 모델은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이용능력의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단순한 기능이나 지식 전달이 아니라

특정 정보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전략, 내용및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능력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첫째, 학교도서관

은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언제 어디

서나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된 멀티미

디어 도서관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둘째, 학

교도서관은 전문사서와 교사, 자원봉사자들의

협조 하에 조직적으로 봉사가 이루어져야 하

며, 셋째,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

입하여 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며, 넷째, 교과과정에 따

라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섯째, 해당 소재 행정기관과 인접한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과 네트

워크를 통한 연계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이 경직되어

있고, 교과 담당교사가 상호 배타적이며, 사서

교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어떻

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

여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긴하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전개할 수 있는 정보이용능력 교

육의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

었다(이병기 2000).

첫째, 도서실에서의 일반교과 수업시간 중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

로, 일반교과 담당교사가 먼저 학습목표 및 학

습과제를 제시하고, 사서교사는 학습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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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필요한 정보 활용방법을 교육한다.

둘째, 정규교과의 일부를 정보교육시간으로

운영한다. 

셋째, 재량시간, 특기적성활동 혹은 별도

계획을 통해 사서교사가 도서관에서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교양 선택과목으로 정보이용능력 교

육을 실시한다.

현행의 주입식 교육이 중심이 되는 상황에

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의 이용과 발전을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등학교부터 도서

관을 통한 정보이용능력에 대한 교육이 자연

스럽게 실시된다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

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창의적

인 사고력이 길러지게 될것이다. 

2) 인터넷 교수학습 지원

인터넷 교수학습지원은 지식정보시대에 맞

는 학교교육의 실천을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

로 학교도서관에 소장된 정보는 물론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교수학습 시스템이다.

이는 교육 분야의 정보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능, 교사

들이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능, 사서교사 및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고 관리하는 자료실 기능 및 도서관에서

의 수업일정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료중심교육과 열린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학교도서관(실)

멀티미디어화”를 교육개혁안으로 제안하여

초·중·고등학교도서관을 각종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멀티미디어화 된 도서관으

로 조성해가고 있는 실정이다(정동열 2000).

실제적으로 이 안대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교육적 가치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교도서관 미디어 전문

가는 자관의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의 정보를 수집, 평가, 축적하여 꼭 필요한 정

보를 주제별로 가공하여 교수학습지원시스템

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교사나 학생 모두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교과담당

교사와 공동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교과과

정의 설계, 도출, 평가를 같이 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일선 교사에게 정보와 교육과정, 교육

학적 연구에 성과를 줄수 있을 것이다. 

3. 3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과정

현행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국어, 수

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5가지 정규교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1주일에 24시간의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 이

중 22시간은 위의 교과목에 대한 수업시간이

고 1시간은 특별활동시간, 나머지 1시간은 재

량활동시간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학교재량시간’을‘재량

활동’으로 확대·신설하여 교육과정의 한 영

역으로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육과

정의 편제를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

분하여 교육과정에 재량활동을 포함시키고,

수업시간 수와 적용 범위, 활동내용 등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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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 것이다(교육부 2000, 1). 재량활동은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 가능성과 개성을 살리

고 자아실현을 돕는 고품질의 교육을 실현하

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운영을 학교에 일임한 것으로

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하여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학습자의 요구 및 필요 등에 부합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

히,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

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의 심

화·보충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00, 26)

아울러 재량활동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 직접 체험활동의 확대,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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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6주

제7주

제8주

제9주

제10주

제11주

제12주

제13주

제14주

제15주

제16주

제17주

제18주

학습

목적

및

방법

도서

관

소장

자료

정보

온라인

정보

교과

목

관련

정보

생활

정보

교 육 내 용

정보이용능력의 개념 및 필요성

정보이용능력의 활용 예시

학교 안내 - 저학년 교육과정 및 학교 소식 안내

학부모 - 자녀교육 상담실 운영, 학부모 질의응답

학생 - 교사와의 상담, 문의사항 및 제안

도서관 이용정보 - 도서관 소개, 도서관 뉴스, 장서 안내, 십진분류법 소

개, 독서교실, 독서캠프, 독서퀴즈, 각종 관련 행사 소개

단행본 소개 - 기본적 서지사항 안내(서명, 저자명, 출판사항), 소설과

비소설 구분, 과학도서 및 동화책 소개

정기간행물 소개 - 목록 및 위치 안내(소장 잡지 소개, 웹진의 개념 및

종류 안내)

참고정보원 - 종류 및 위치 안내(사전, 백과사전, 기타 참고문헌 소개)

전기인물 정보 - 개인별, 작품별, 시대별 소개

신착도서 및 추천도서 개념 소개

그림일기 및 일기, 독후감상문 지도

검색엔진 - 개념 및 종류

인터넷 정보원 - 인근지역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상업기관을 포함한

유관 교육기관 연결

인터넷 서점 - 국내 전자 서점(Yes24, Alladin 등)

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각 단원별 관련 정보 찾기

수학 교육과정에 따른 각 단원별 관련 정보 찾기

바른 생활 교육과정에 따른 각 단원별 관련 정보 찾기

슬기로운 생활 교육과정에 따른 각 단원별 관련 정보 찾기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 따른 각 단원별 관련 정보 찾기

지역정보 - 지역 행정정보, 환경정보, 각종 공공정보

일일정보 -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TV, 라디오정보

문화, 교양, 취미, 오락, 스포츠, 게임 정보

참 고 사 항

시청각 자료 활용

교육 기간 동안 상시

운영

인터넷서점이용

교사간 협력

교사간 협력

교사간 협력

교사간 협력

교사간 협력

각종

관련기관

탐방

매

수

업

후

간

단

한

평

가

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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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탄력적인 운영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재량활동 시간을 정보이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주일에 한 시간씩

배정하여 한 학기당 총 18시간이 적당하리라

보여 지며,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정보이용

능력 교육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위 교육과정은 학습의 목적 및 방법, 도서

관 소장 자료 정보, 온라인 정보, 교과목 관련

정보, 생활정보와 같이 크게 다섯개의 항목으

로 나눈 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정보이용능력의 개념과 필요성, 정보이용능력

의 활용 예시, 정보활동과 관련된 질의응답과

상담, 정보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 교육

으로서 정보개념 이해, 도서관에 비치된 각종

자료에 대한소개 및 정보탐색과 적용, 온라인

정보이용능력 교육,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각

교과목별 수업 전개, 학습 관련 주제 제공, 각

단원 관련 정보 교육, 기타 생활 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을 통

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그 목표로 하

고 있다.

제1주에는 정보이용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보이용능력을 습득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이 수업을 위

해서는 각종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

당할 것이다.

제2주에는 해당 학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

고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각종

상담 및 질의응답, 그리고 제안수렴 등에 관한

소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항목은 일주일에 그

칠 것이 아니라 수업이 진행되는 한 학기 동

안 상시운영됨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제3주부터 제9주까지는 도서관 및 도서관

장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다. 이 수업에는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

사도 포함되며 그림일기 및 독후감상문 작성

도 포함할 수 있다.

제10주부터 제12주까지는 온라인 정보, 특

히 인터넷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접근방법

을 소개하는 시간이 될것이다. 초등학교 저학

년 수준에 맞도록 각종 검색엔진이나 인터넷

정보원 및 유관기관을 소개하고 인터넷 서점

을 통하여 직접 도서를 읽거나 구입해 봄으로

써 온라인 정보원에 대하여 친숙한 느낌을 가

지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제13주부터 제17주까지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다섯 과

목과 관련된 정보탐색을 실시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사서교사와 담임교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각 과목별로 한 가지 주

제를 정한 뒤 지금까지 배운 정보이용능력을

바탕으로 그 주제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모

든 정보를 탐색하도록 지도하고 탐색하여 획

득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반마다 각 과목별로 다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8주에는 지역정보, 일일정보,

문화, 교양, 취미, 오락, 스포츠, 게임정보등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소개

하고이와관련이있는각종기관, 예컨대시청,

방송국, 기상대, 박물관, 미술관등과같은기관

을방문하는방문수업을실시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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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한 학기 수업

이 끝난 뒤 학기말에 실시하는 것이 옳겠지만,

각 수업의 마무리 시간에 그 수업의 목적 및

교육 내용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

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를 확인하는

것이적당할 것이다.

4. 결 언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인은 각종

넘쳐나는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여러 가

지방법으로 정보를 탐색 및 발견하고, 찾아낸

정보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더

나아가 응용할 수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이용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기본적인 의무교육이 시작되

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적용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보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있는 평생 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보이용능력 교육에 대

한 뚜렷한 지침이나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마

련된 것이 없기에 본고에서는 모든 교육의 출

발점이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한 정보이용능력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정규 교과 과정,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세 부분으로 나눌수 있

는데, 정보이용능력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

활동 시간이 적당하리라 가정하고 한 학기당

18시간을 배정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정보이용능력 교육과정에는 정보이용능력

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학교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학교도서관 장서에 대한

기본 교육, 온라인 정보이용능력 교육, 각 단

원별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 활용교육, 그리고

기타 생활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교육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정보이용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정보이용

능력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

다. 정보이용능력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선행

조건으로는 교육 당국의 인식 전환 및 관심

증대, 사서교사의 확충, 교사와 사서교사의 긴

밀한 협력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반을 토대로 하여 학년별로 체

계적 적용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수립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은 21세기선진

국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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