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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생들의정보활용능력을측정하기 한척도개발의기 자료로서정보활용능력표 과모형을분석하

다. 3개 표 과 2개 모형의 분석을 통해 핵심 역과 항목을 제시한 후, 최종 으로 척도 개발을 한 항목

모형(안)을제시하 다.최종척도개발항목모형(안)은 6개핵심 역과 18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제시된

척도 개발 항목 모형(안)은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기 한 척도개발의

기 자료로서 이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on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and models analysis, which will be used as the

source material to measure undergraduates' information literacy. After main areas and items that

are analyzed with three standards and two models are proposed, finally item model(proposal) for

scale development is proposed. It consists of six main areas and eighteen items. The scale development

item model(proposal)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source material to measure

undergraduates' information literacy that will be studied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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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

정보활용능력1)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보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

며, 획득한 정보를 평가․종합한 것을 토 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학생은 정

보사회와 지식기반사회의 등장,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기술에 한 정 인 태도

를 가지고 정보와 정보기술의복잡성을 극복함

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평생학습의 토

를 구축해주는 능력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

러한 능력을 갖춤으로써 학생들은 문제해결

을 효과 으로 처리할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해결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보활용능력의 요성에 한 인식으로 미

국(ACRL 2000), 호주(CAUL 2001), 호주․뉴

질랜드(ANZIIL 2004), 국(SCONUL 1999)

에서는 이미 90년 후반부터고등교육을 한

정보활용능력 표 을 개발하 다. 이 표 들은

독일의 델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높은 수

의 일반지식’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구

체화한 것이다. ‘높은수 의일반지식’이란 독

일연방교육부의 델 이보고서에서 규정한 것

으로, 일상 의사소통의 기 이자 사회 행

를 한 필수조건으로서 개인들의 단기

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지식으로 문지식과

는 다른 종류의 지식이다. 정보매체의 확산과

정보의 홍수로인하여 학생들은 정보를 이용

하는 데 있어 이러한 ‘높은 수 의 일반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학

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수 의 일반지식’ 즉,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를 한 교육과정 개발도 병행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교육과정개발에앞서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악하는 것

이다.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토 로 교육

의방향과내용을 결정할 수있기 때문이다. 이

를 해 교육기 에서는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이라는 교육기 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한 과제 문제해결을 한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정보활용능력과 동일하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보활용능

력을 측정하기 한 척도를 개발하기에 앞서

이의 기 자료로 사용하기 한 정보활용능력

표 과 모형을 분석하여 척도 개발 항목 모형

(안)을제시한다. 이를 해이연구에서는미국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ACRL), 호주 정

보활용능력표 제1 (CAUL), 호주․뉴질랜

드 정보활용능력 임웍 제2 (ANZIIL)과

1) 1970년 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Information Literacy라는 용어는 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활용능력’, ‘정보

소양’, ‘정보문해’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정보활용능력’, ‘정보문해’라는

표 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보리터러시’라는 용어를 그 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컴퓨터 교육 련 분야에서는

‘정보소양’, 그리고 교육 공학이나 등 교육, 등 교육 분야에서는 ‘정보문해’라는 표 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

서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Information Literacy라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하여 재 문헌정보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보활용능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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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모형, 국국립 학도서 회의 정

보활용능력 7주 모형을 분석하 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로 이

루어졌다.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과 모형으로 제

시되어 있는 미국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ACRL), 호주 정보활용능력 표 제1

(CAUL), 호주․뉴질랜드 정보활용능력

임웍 제2 (ANZIIL)과 Bruce 모형, 국국립

학도서 회의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을

분석하 다. 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표 과 모형을분석 상으로

삼았다.

1.3 선행연구

정보활용능력표 과모형에 한국내동향

을 살펴보면, 학교도서 연구과 련된 표

모형 분석, 디자인 분야와 련된 표

모형 분석,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련된 표

모형 분석이 있다.

먼 , 학교도서 연구와 련된 표 모

형 분석은 학교도서 심의정보교과 교육과

정 모형개발(박명규 2004)을 하여학교도서

련 정보활용능력 모형과고등교육 정보활

용능력 모형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있다. 모

형의비교․분석을 통하여 정보교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에 용시켰다. 학교도서 연구와

련된 다른 표 모형 분석으로는 학교

도서 심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수용 확

산의 향 요인에 한 연구(김연례 2007)에서

학교도서 련 정보활용능력 모형 6가지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정보활용능력 과정 모

형 핵심 역을 범주화 하 으며 이를 토 로

ICT 교육과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특성을 고려

한 이론 연구모형을 개발하 다. 한 학교

도서 심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수용 확

산의 향 요인을 제시하 다.

디자인 분야와 련된 표 모형 분석에

는 디자인 분야 정보문해 교육 모형 개발과

용에 한 연구(김순희 2005)에서는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과 련 있는 미국, 호주, 호주․

뉴질랜드 표 과 국 모형을 비교․분석하

다. 4개의 공통핵심 정보활용능력 분석 결과를

디자인 분야 정보문해 교육 모형 개발에 용

시켰다.

문헌정보학교과과정과 련된표 모형

분석에는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정보이용

자교육 교과과정모형개발에 한 연구(김태경

2007)가 있다.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과 련

있는 표 과 모형을 비교․분석하 으며 이를

정보이용자교육 교과과정 모형개발에 용시

켰다.

외국의 경우, 정보활용능력 모형에 한 연

구로 Cooke(1977)이 국에서 정보활용능력

모형의 출 과 발달과정을 조사하여 Marland

(1981)의 서에 소개하 다. 이러한 기 연

구의 결과로서 Irving(1985), Markless and

Lincoln(1986), Carter and Monaco(1987)등의

주요문헌들이있다. Bruce(1996), Doyle(1994),

Kuhlthau(1987)도 모형의 발달과정을 정리하

다. Loertscher(1996)는 학교 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모형들을 학생 심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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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O'Connell and Henri(1997)는 기

의 정보활용능력 모형에 비 사고 단계를

용시켰다. Critchfield(2005)는 미국 정보활

용능력표 (ACRL) 분석만을토 로 학 신

입생들을 한 정보활용능력 척도를개발한 바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학

생들을 상으로 한 정보활용능력 척도개발을

한 표 모형분석에 한 연구가 없으며,

외국의 경우도 한 가지 표 분석만을 토 로

척도를 개발한 연구가 있다. 국내외 모두 학

생들을 상으로 한 정보활용능력 척도개발을

하여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다.

2. 이론 배경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에 향을 주는 표

인 교육 이론으로는 구성주의 교육이 있다.

구성주의 교육과 정보활용능력과의 계 그리

고 정보활용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2.1 구성주의 교육

구성주의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치한 상황

에서 능동 인 경험을 통하여자신에게 합한

지식을 구성한다는 을 강조한다. 학습은 지

식의 단순한 획득 과정이 아닌 능동 인 구성

과정이며, 인지 과정일 뿐 만 아니라 사회

․문화 과정이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개

인의 주 경험과 사회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이 곧 학습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이론은기존의산업화 시

를 지배했던논리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로 표

되는 객 주의인식론에 응하는 안 인식

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의 핵심활동

인 교수․학습 역에서도 행동주의와 인지주

의를 비롯한기존의 객 주의 패러다임에 근

거한 이론들이 지니는 한계와 문제 에 한

비 과 더불어 이와 같은 시 정신을 반 한

구성주의가 새로운 안으로 두되어 교육 분

야에서 심이 증폭되었다.

객 주의 지지자들은 지식은 고정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일단

지식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역사 ,

문화 , 사회 인제약을벗어나모든경우에이

를 용할수있는것이다. 이 에의하면, 지

식은 학습자 외부에 있는 것이며, 모든 상황 ,

역사 , 문화 인것을 월하여 용할수있는

인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그리고 진리에의해움직여나

가는 실은 통제와 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구성주의 은 진리나 실체

을 부인하고, 세계는 하나의 진리나 객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각자의

인식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

서 구성주의에서는 인간의 인식 즉, 마음이

요한요인이된다. 이 에의하면, 지식은개

인들의 인지 작용에 의해 지속 으로 구성,

재구성되는 것이며, 특정한 시 , 문화 , 상

황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리고 실은 복잡하고 불확실 하며, 측과 통

제가 불가능하다.

객 주의 에서 교사는 객 지식을

이미 알고 있고 정답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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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달하고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반면에, 구성주의 에서는 교사가 정답

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비록 정답을 가지고 있

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사 자신에게 용될 정

답이지 학생들에게 용될 정답은 아니다. 따

라서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교사는학생들이 스

스로 자신의 맥락에서 지식을구성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조언자, 학습

진자, 혹은 공동학습자의 역할을 한다.

학생의입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객 주의

입장에서 학생은 지식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

는 수용자, 습득자이다. 교사가 달해 주는 지

식을 그 로 정확하게 받아들인학생이 수업을

가장 잘 받은 학생이다.

구성주의에서의 학생은 능동 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자율 이고 주체 인 책임감 있

는 존재이다.

평가에 있어서도 객 주의에서는 미리 결과

를 측하여 그 기 으로 객 인 평가를 내

릴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구성주의에서는 결과

에 한 측이 아니라 수업의 과정에서 학

생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평

가의 상이 된다.

환경 인 면에서도 객 주의는 학 구성원

들의 사회 , 문화 , 상황 환경이 주요 고려

상이 되지 못하고, 부차 이고 부수 인 반

면, 구성주의에서는 이러한 환경요인이 요한

학습 맥락이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교육 을 객 주의 교육

과 구성주의 교육 으로 비하여 비교․정리

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 분 객 주의 교육 : 산업사회 구성주의 교육 : 지식정보사회

심리학 조류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지 (개인 )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지식의 개념
추상 인지식과상황에 계없이 용될수있는지식

제공
항상 구체 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식 제공

패러다임 교수(teaching) 교수-학습 학습(learning)

학습목표 외형 행동의 변화 인지구조의 변화
개인의 주 경험에 근거한
의미 구성

사회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학습자
외부자극에반응하는수동

학습자
내 으로 정보를 처리하
는 능동 학습자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 학습자

교육과정 교과서 심의 기본 기능 강조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구성활동 강조

교사의 역할 지식 달자, 정보 제시자, 감독자 학습 환경 조성자, 조언자, 진자

학생역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 학습자
자율 이고 극 인 책임감으로 학습의 주체자, 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 학습자

학습활동 지식의 암기와 축
문제해결력, 사고력, 인지 략(how to learn) 습득,
지식의 이성 강조

학습 략 연습 정보처리 략 풍부한 학습 자료와 기회제공 실 문제해결 략

수업방법
암기, 반복, 일제식수업, 강의
심 수업

개별화 활동 심
토의학습, 화학습, 소집단학습, 동학습, 문제해결학습,
고등사고학습

평가 양 평가, 총 평가 강조 질 평가, 형성 평가, 수행 평가 강조

*출처: 강인애, 김병찬, 조 남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 1> 객 주의와 구성주의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50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 2008

상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객 주의

인식론에 근거한 교육 은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교육 으로 수동 학습자와능동 학습자

가 모두 존재하지만, 반 으로 암기와 강의

심 수업과 외부자극에 반응하는수동 학습

자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한 교사의

역할도 단지 지식 달자와 정보 제시자, 감독

자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즉, 객 주의 교

육은 변화하는 실 상황의 특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며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제를 효율 으로처리하고 해

결할수 있는고등정신능력의 연마는자연등

한시 하게 된다.

반면, 구성주의 교육 은 학습과정의 반에

걸쳐 학습자가 능동 인 주체가 되며, 환경과

의 극 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비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

고, 필요한 정보를 인식․획득하며, 문제해결

과 의사결정을 해 비 사고를 가지고 이

를 해결하려는 정보활용능력과도 그의미를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구성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정보활용능력

은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 학습과 실생활에서

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수 있는 가장 효율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지식정보사회는

그 자체의 발 을 하여 창의 , 비 사고,

유연성 있는 문제해결 능력, 정보를 효율 으

로 분석․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능력은 통 인 교육방

법을 통한 지식 습득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

식정보사회의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구성주의

가 정보활용능력을 가능하도록 이론 으로 뒷

받침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학의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교

육이 학습 장에 용됨에 따라 정보활용능력

에 한 요성이 두하게 되었다.

2.2 정보활용능력의 필요성

정보활용능력의 궁극 인 목 은 정보이용

자가 사서의 개 없이 정보를 이용하도록 만

드는것이다. 즉, 모든사람들을 최소한잘 계획

되고 교육을 받은 아마추어 사서로 스스로

환시키는 것이다.

Rader외두 명의 학자는정보활용능력의 필

요성을 ① 정보/기술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공

하며, ② 민주사회에서생산 이고건강하고만

족한 삶을 주도하고, ③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효과 으로 다루고, ④ 다음 세 의 보다 나은

미래를보증하고, ⑤ 개인 , 문 문제해결

에 한 정보를 발견하고, ⑥ 작문과 컴퓨터

실력을 가지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

으로 표 하면 정보활용능력은 ① 정보활용능

력의 차이를인식할수있게하고, ② 정보활용

능력의차이를 이기 한 안 략을구성

하고, ③ 략을선별하고, ④ 정보를찾고추

하기 한 략을 수행하고, ⑤ 특정 략의효

율성을평가하고, ⑥ 정보원과아이디어를승인

하고, ⑦ 미래의이용을 해정보를 장할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기 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정보사회에서 극 으로

수용된 1989년이래 미국 내의고등교육기 과

심 있는학자들에 의해서 정보활용능력에

한 연구와 비는 체계 으로 진행되었다.

Smith 등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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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기본 인 능력으로서 다음과같이 7가

지를 들고 있으며, 이는 정보활용능력의 개념

그 필요성과도 직 으로 련되어 있다.

① 자신의 사고 학습을 조 , 통제할 수

있는 능력

②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

는 능력

③ 다양한 에서 문제를 검토하는 능력

④ 새로운 정보를 선택, 조직, 해석, 종합하

는 능력

⑤ 다른 문화 혹은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과

상호 력하는 능력

⑥ 문제해결에 한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

유하는 능력

⑦ 지식과 정보를 비 으로 분석하고 평

가하는 능력

한 격히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도

태되지 않고 지속 으로 성장․발 하기 해

서는 평생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평생학습

은 생애에 걸쳐 자신의 직업세계와 생활

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평생학습능력은 곧 정보의 활

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차원에서 정

보활용능력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도서 회 산하 ‘정보활용능력에

한 통령 자문 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

하면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은궁극 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학습하

는 방법에 해 알고 있는 사람은 곧 평생학습

자(life-long learner)”라 피력하면서 정보활용

능력의 궁극 인 목 은 평생학습능력에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정보활용능력은 문제해

결을 하여스스로새로운정보기술을 다루고,

이를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 선택, 분석,

평가하며, 이를 토 로 더 나아가서는 평생학

습능력을 갖추기 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라 할 수 있다.

3. 표 모형 분석

정보활용능력 표 에는 ACRL, CAUL,

ANZIIL, 모형에는 국 국립 학도서

회의 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 Bruce의 고등교

육정보활용능력 7면모형을비롯하여 Irving의

9단계 모형, Stripling과 Pitts의연구과정 모형,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모형, Eisenberg와

Berkowitz의 Big6 모형, Joyce와 Tallman의

I-Search 모형, AASL과 AECT의 정보활용

능력표 모형등이있다. 이모형들 국국

립 학도서 회의 정보활용능력 7주 모

형과 Bruce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7면 모

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들은 학교도서 과

․ ․고등학생을 상으로 개발된 모형들

이다.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하는 척도

개발이기 때문에고등교육 표 과 모형만을 분

석하기로 한다.

3.1 표

학생들 상으로한 연구이기때문에 고등

교육 정보활용능력표 으로 제시되어 있는 미

국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ACRL), 호주

정보활용능력표 제1 (CAUL), 호주․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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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정보활용능력 임웍제2 (ANZIIL)을

분석하 다.

3.1.1 미국

미국 학도서 회 표 원회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표 (Information Literacy Com-

petency Standards for High Education)’은

1990년 후반 개발하고 2000년도에 발표되었

다. 이 표 의 핵심은 학생들이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활용능력을 다섯가지로 체계

화한 것으로 5개의 표 지침과 22개의 수행지

표(performance indicators), 87개의 성과항목

(outcomes)으로구성되어있다. 이것의 모태는

미국학교도서 회에서개발한 ‘학생들학습을

한 9개정보활용능력표 (Nine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 for Student Learning)’으

로써 고생들을 한정보활용능력표 (As-

sociation of American School Libraries 1998)

과미국도서 정보교육 회(Association for Li-

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LISE), 미국고등교육 회(American Associa-

tion of Higher Education AAHE), 미국 부

지역고둥교육 회(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MISACHE)에서 기

부터 여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표 에 따르

면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정보가 필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의 범

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에 효과 이고 능률

으로 근하며, 정보와 정보원을 비 으로

분석․평가하여선택한정보를자신의 지식 기

반에 통합하고,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해

정보를 효과 으로 이용하며, 정보의 이용과

련된 경제 , 법 ,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정보를 윤리 으로 법 으로 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표 하고 있

다. 아래의 <표 2>는 ACRL에서 개발한 고등

교육 정보활용능력표 5개와 그에따른 22개

의 수행지표를 나타낸 표이다.

상기 <표 2>에 제시된 내용들은 학생들을

상으로 하고 있다. ACRL의 5개 표 표

5는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

한 정보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법 , 사회 , 윤

리 으로 합한 정보이용의 근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1.2 호주

호주 학도서 의회(CAUL)는 ‘호주정보

활용능력 표 제1 (Australian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 1st edition)’을 2001년에

제시하 다. 이것은 미국 학도서 회의 ‘고

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을 토 로 1997년 C.

S. Bruce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7면 모형’

을 추가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표 에서는 미

국의 ACRL표 이 용될 경우 이용할 수 없

거나 근되지 않은 호주의 실제 환경이 고려

되었다. CAUL의 호주 정보활용능력 표 제1

(이하 CAUL 표 이라지칭)은스스로정보

를 찾아야 하는 문제 역 심의 학습교육과정

과 평생학습을 으로 7개의 표 과 25개의

성과항목(outcomes), 102개의 시(examples)

로 구성되어 있다. CAUL 표 은 7개 표 으

로 학교뿐 만 아니라 ․ ․고등학교와

계속교육기 , 즉 평생학습을 한 기 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

생’보다는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범

를확 시켰다. 다음의 <표 3>은 CAUL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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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tandard) 수행지표 성과항목(Performance indicators & Outcomes)

표 1. 정보의특성과범

악

1. 정보요구의 정의 명확한 서술 능력[6 outcomes]

2. 요구되는 정보의 자료 형태 유형의 다양성 악 능력[6 outcomes]

3. 요구되는 정보의 습득에 드는 비용과 이익의 고려 능력[3 outcomes]

4. 요구되는 정보의 특성과 범 의 재평가 능력[2 outcomes]

표 2. 정보에 효과 이

고 효율 으로 근

1. 요구되는 정보에 근하기 한 최 의 조사 방법 는 정보검색시스템의 선정 능력

[4 outcomes]

2. 검색 략의 수립 효율 수행 능력[6 outcomes]

3. 다양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을 통하거나 스스로 검색하는 능력[4 outcomes]

4. 필요한 경우 검색 략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3 outcomes]

5. 정보 련 자료의 추출, 기록, 리 능력[5 outcomes]

표 3. 비 인 정보평

가 기존지식과의결합

1. 수집된 정보로부터 추출한 주요 아이디어의 요약 능력[3 outcomes]

2. 정보 련 자료의 평가를 한 기 의 명확한 표 용 능력[4 outcomes]

3. 새로운 구상을 한 주요 아이디어의 통합 능력[3 outcomes]

4. 정보의 부가가치, 불일치 는 독특한 특성 악을 한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비교

능력[7 outcomes]

5. 새 지식이 개인 가치시스템에 미치는 향 악 차이 조 수행 능력[2 outcomes]

6. 다른사람, 주제 분야 문가, 실무자들과의 화를 통한 정보의이해 해석의정당성 확인

능력[3 outcomes]

7. 기 질문의 수정 악 여부 능력[3 outcomes]

표 4. 개인 는조직체

의특정목 수행을 한

정보의 효과 이용

1. 특정 결과물 는 퍼포먼스의 계획과 창출을 해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용 능력

[4 outcomes]

2. 결과물 는 퍼포먼스의 개발과정 수정 능력[2 outcomes]

3. 다른 사람과 결과물을 효율 으로 소통하는 능력[4 outcomes]

표 5. 윤리 ․법 으로

정보에 근 이용

1. 정보 정보기술 련 윤리, 법, 사회경제 문제의 이해 능력[4 outcomes]

2. 정보자원의 근 이용과 련된 법, 규칙, 기 의 정책 수 능력[7 outcomes]

3. 결과물 는 퍼포먼스의 커뮤니 이션에 있어서 정보원의 이용 문제에 한 확실한 이해

능력[2 outcomes]

<표 2> ACRL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표 (standards) 성과항목 시(Outcomes & Examples)

표 1. 필요한정보인식

특성과 범 결정

1.1 정보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표 [6 Examples]

1.2 다양한 정보원의 목 , 범 , 합성을 이해[6 Examples]

1.3 필요한 정보의 입수를 한 비용과 효과를 고려[3 Examples]

1.4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 를 재평가[2 Examples]

표 2. 정보에 효과 이

고 효율 으로 근

2.1 필요한 정보로의 근을 한 가장 한 조사방법과 정보 근도구를선정[5 Examples]

2.2 효과 으로 설계된 탐색 략을 구축하고 시행[6 Examples]

2.3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4 Examples]

표 3. 정보의비 평

가 기존지식에 통합

3.1 입수된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3 Examples]

3.2 수집된 정보로부터 추출된 주요 아이디어를 요약[3 Examples]

<표 3> CAUL의 호주 정보활용능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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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보활용능력 표 을 나타낸 표이다.

상기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CAUL에

서는 정보활용능력표 을 7가지고제시하면서

평생학습에 한 사항을 추가하 다. 이 표

에서는 ‘4.3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는 소리

를 합법 으로 수집하고, 획득하고 배포’한다는

내용이 표 4에 포함되어 있다.

CAUL 표 에서는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사

람을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

의 범 를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에 효과 으

로 근하며, 정보와 정보원을 평가하고, 선택

한 정보를 자신의 지식 기반에 통합하는 교양

인으로 정의하 다. 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정보를 효과 으로 이용하며, 정보의 이용

에있어 련된 경제 , 법 , 사회 문제를이

해하고, 정보를 윤리 으로 법 으로 근하고

이용하며, 수집된 는 생성된 정보를 분류하

고, 축 하고, 다루고, 고치며, 정보활용능력을

평생학습을 한필수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ACRL 표 에

서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한 내

용과 동일하다.

CAUL 표 에서는정보활용능력을 ‘평생학습

을 한필수조건’으로추가제시한것이ACRL

표 과의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

3.1.3 호주․뉴질랜드

호주 학교도서 회는 ‘정보활용능력에

한 정책 기술(Policy Statement: Information

Literacy)’에서 효과 인 학습자가 되기 해

서는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할때정보를찾아서이용할수있는지식의필

요성을 강조하 다. 왜냐하면 재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사실 지식들은 그들이 사회에

3.3 정보와 정보원을 평가하기 한 기 을 표 하고 용[5 Examples]

3.4 개인, 주제 문가, 실무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정보의 이해와 해석을 정당화[3 Examples]

3.5 최 의 질의어가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3 Examples]

표 4. 수집․생성된정

보의 분류․축 ․수정

4.1 정보와 정보원을 추출하고, 기록하고 리[5 Examples]

4.2 정보자원, 설비, 시스템 시설의 통합을 유지[3 Examples]

4.3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는 소리를 합법 으로 수집하고, 획득하고 배포[5 Examples]

표 5. 개인 는집단의

일원으로 지식의 확 ․

구성․창조

5.1 특정한 연구 성과 는 퍼포먼스의 계획과 창조에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정보를 용

[4 Examples]

5.2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기 해 주요 아이디어를 종합[3 Examples]

5.3 정보의부가가치, 모순 는다른독특한특성을결정하기 하여새로운이해를기존지식과

비교[6 Examples]

5.4 연구 성과를 해 개발 과정을 수정[2 Examples]

5.5 연구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효과 으로 달[4 Examples]

표 6. 윤리 ․법 으

로 정보에 근 이용

6.1 정보와 정보기술을둘러싼 문화 , 윤리 , 법 , 사회 , 경제 문제를 이해[5 Examples]

6.2 정보자원의 근과 이용에 한 법률, 규정, 제도 정책그리고 에티켓 수[5 Examples]

6.3 연구 성과를 달하는데 있어 정보원의 이용을 공지[3 Examples]

표 7. 평생학습과 시민

의식 필요

7.1 정보활용능력은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 학습과 정보기술에 지속 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6 Examples]

7.2 새로운 정보가 민주제도와 개인 인 가치시스템과 련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을 조정하

기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3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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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을 때 이미 유용성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

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를 효과 으

로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인 정보활용

능력은 학습법을 알고 있다는의미이고 효과

인 학습자는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 로 호주․뉴질랜드 정보

활용능력 임웍제2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 -2nd ed.)은

호주․뉴질랜드정보활용능력연구소(Austral-

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cy, 이하ANZIIL)에서 2004년 CAUL의

호주 정보활용능력 표 제1 에 하여 학

교수와 사서들의 이용 경험을반 하고 표 의

이름을 개칭하여 발표한 것이다.

요한변경내용은ACRL 표 에사용된언

어의모호성을명확하게하 으며, 정보활용능력

의핵심구성요소인일반 능력(generic skills)

의 역할을 폭 넓게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 능력이란, 필요할 때 정보를 찾아서 효

과 으로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인

용 능력으로 문제해결과 과제해결을다룰 수

있는 체 인 학습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는 호주의 교육환경이 일반 능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반 한 것이다.

ANZIIL의 임웍은6개의표 , 19개의성

과항목 67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표

은 특정학문분야의 체 맥락과 계되는일

반 능력(generic skills), 정보능력(information

skills), 가치와 신념(values and beliefs)의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일반 능

력이란,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해결과

과제해결에 학습법을실제 으로 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동과 웍, 의사소

통과 비 사고력이 포함된다. 정보능력은일

반 능력을 실행하기 해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하고, 여기에필요한정보기술능력 정보

를표 ․ 달하는능력이다. 가치와신념은법

, 사회 , 윤리 문제를 고려하여 정보를 이

용할 때 각국의 정보 표 에 한 이용자의 이

해,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믿음, 정보를 이용할

때의태도등을의미한다. 그 기때문에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요하다 할 수 있다.

ANZIIL의 임웍은 정보활용능력을 학

문 분야 교육과정 체에 걸쳐 교육 로그램

의 설계와교수방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원하

는것으로, 교육과정 목표와 학습 성과 평가

기 을 고안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표 에서는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은

새로운 의미, 이해, 지식의 구성을 통해서 독자

으로 학습하고, 정보의 명한 이용을 해

만족과 개인 성취감을 느끼며,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해 개인 , 혹은 그룹으로 정보

를 찾고 이용하며, 이를 통해 개인 , 학문 ,

사회 문제를 해결할 아는 사람으로 정의

하 다. 이에 추가하여 평생학습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사회 책임감을 표 할 알

아야 한다고 하 다. 아래의 <표 4>는 ANZIIL

의 호주․뉴질랜드 정보활용능력 임웍에

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표 4>에서 제시한 ANZIIL 표 은

CAUL 표 과 동일하게 그 상을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범 를 확 하여 용

시키고 있다.

ANZIIL 표 에서는정보활용능력을갖춘사



5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 2008

표 (standards) 성과항목(outcomes) 시(examples)

표 1. 정보의 필요

성인식 특성과범

결정

1.1 정보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표 [4 Examples]

1.2 다양한 정보원의 목 , 범 , 합성을 이해[4 Examples]

1.3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 를 재평가[2 Examples]

1.4 결정을 알리기 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3 Examples]

표 2. 정보에 효과

이고 효율 으로

근

2.1 필요한 정보로의 근을 한 가장 한 조사방법과 정보 근도구를 선정[4 Examples]

2.2 효과 인 탐색 략을 구축하고 시행[5 Examples]

2.3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3 Examples]

2.4 정보원, 정보기술, 정보수집도구 조사방법의 최신성을 유지[4 Examples]

표 3. 정보 정보

탐색과정 비 으

로 평가

3.1 입수된 정보의 유용성과 성을 평가[3 Examples]

3.2 정보를 평가하기 한 기 을 정의하고 용[5 Examples]

3.3 정보추구 과정을 숙고하고, 필요에 따라 탐색 략을 수정[4 Examples]

표 4. 수집 생성

된 정보 리

4.1 정보와 정보원을 기록[3 Examples]

4.2 정보 조직(정리/분류/축 )[2 Examples]

표 5. 기존 새로

운 정보 용

5.1 정보의부가가치, 모순 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결정하기 하여 새로운 이해를 기존 지식과

비교[5 Examples]

5.2 지식과 새로운 이해를 효과 으로 달[4 Examples]

표 6. 문화 ․윤리

․법 ․사회 으

로 정보 이용

6.1 정보의 근과이용에 련된 문화 , 윤리 , 법 , 사회 , 경제 문제를 이해[3 Examples]

6.2 정보는 가치와 믿음에 의해서 실증된다는 것을 인식[3 Examples]

6.3 정보의 근과 이용에 련된 습과 에티켓 수[2 Examples]

6.4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는 소리를 합법 으로 수집하고, 획득하고 배포[4 Examples]

<표 4> ANZIIL의 호주․뉴질랜드 정보활용능력 임웍

람을 정의하는데 있어 평생학습의 요성을 강

조하 다. 그러나 에 제시된 <표 4>에서는

평생학습에 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 CAUL 표 에서는 ‘텍스트, 데이터, 이미

지 는 소리를 합법 으로 수집하고, 획득하

고 배포’한다는 내용이 표 4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ANZIIL 표 에서는 표 6에 포함되어

있다.

3.2 분석 결과

3.1에서제시한표 들은모두고등교육을

한 표 들이며, 이 CAUL 표 과 ANZIIL

표 은 평생학습의 요성도 강조하고있는 표

들이다. 표 의 구성은 ACRL 표 은 5개,

CAUL 표 은 7개 그리고 ANZIIL 표 은 6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ACRL 표 은 ‘

학생’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CAUL 표 과

ANZIIL 표 은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으로 하고 있다.

세 가지 표 에서제시한정보활용능력을 종

합하면, 이용자 스스로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을 하여 정보의 요구와 필요성을 정확히 인

식하고, 요구에 맞는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체계 인 검색 략을 수립하여 정보의 소재지

에 효율 이고 효과 으로 근할 수 있는 능

력이다. 한 획득한 정보에 하여 정확하고

비 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맞추어 정보를 합법 이고

윤리 으로 이용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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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으로 달하며, 이것을 평생학습으로까

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의 종합 인 정보활용능력의 정의를 토

로 ACRL, CAUL ANZIIL 고등교육 정보

활용능력 표 에 기본 으로 포함되어있는 공

통핵심 역으로서의 정보활용능력은다음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정보의 필요성 인식 필요

한 정보 악․결정, 정보탐색 검색 략과

정보 근, 정보평가 분석, 정보조직․종합

용, 정보 달 표 그리고 정보윤리이

다. 이들 여섯 가지의 공통 핵심 역은 정보활

용능력을 재의학습과일상생활 직업그리

고 평생학습에필요한 기본 이고 필수 인 조

건으로제시한 C. Dolye의설명과 유사하다. 아

래의 <표 5>는 ACRL, CAUL ANZIIL 정

보활용능력 표 들의 공통핵심 역을 나타낸

것이다.

ACRL(2000) 미국 CAUL(2001)호주 ANZIIL(2004)호주․뉴질랜드 공통핵심 역

표 1. 필요한정보의특성

과 범 악

표 1. 필요한정보의필요성인

식 필요한정보의특성과범

를 결정

표 1. 정보의필요성인식 필

요한정보의특성과범 를결정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정보

악․결정

표 2. 필요한정보에 해

효과 이고 효율 으로

근

표 2. 필요한 정보에효과 이

고 효율 으로 근

표 2. 필요한 정보에 효과 이

고 효율 으로 근
2. 정보탐색 검색 략과정보 근

표 3. 정보 련자료

를 비 으로 평가하고

선택된 정보를 자기 자신

의 지식 토 에 결합

표 3. 정보와 정보원을비

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지식기

반과가치시스템에선택된정보

를 통합

표 3. 정보와 정보탐색과정을

비 으로 평가
3. 정보평가 분석

표 4. 개인 는조직체

의 특정목 을 수행하기

해 정보를 효과 으로

이용

표 4. 수집된 는생성된정보

를분류하고축 하고다루고고

친다.

표 5. 개인 는집단의일원으

로서기존지식과새로운이해를

통합함으로써새로운지식을확

하고다시구성하고 는창조

한다.

표 4. 수집된 는생성된정보

를 리한다.

표 5.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거

나새로운이해를만들기 해기

존 새로운 정보를 용한다.

4. 정보조직․종합 용

표 4. 개인 는조직체

의 특정목 을 수행하기

해 정보를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의

수행지표 다른 사람과

결과물을 효율 으로 소

통하는 능력

표 5. 개인 는집단의일원으

로서기존지식과새로운이해를

통합함으로써새로운지식을확

하고, 다시 구상하고, 는창

조한다의성과항목 연구성과

를다른사람에게효과 으로

달한다.

표 5.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거

나새로운이해를만들기 해기

존 새로운정보를 용한다의

성과항목 지식과새로운이해

를 효과 으로 달한다.

5. 정보 달 표

표 5. 정보의이용과 련

된경제 , 법 , 사회 문

제 을 이해하여 윤리

으로나 법 으로 합하

게 근하고 이용

표 6. 정보의이용과 련된문

화 , 경제 , 법 , 사회 문제

를 이해하고, 정보를 윤리 으

로 법 으로 근하고 이용

표 6. 정보의 이용과 련된 문

화 , 윤리 , 경제 , 법 , 사회

문제를이해하고, 정보를이용

6. 정보윤리

<표 5>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의 공통핵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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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5>에나타난 바와 같이 3개 표 의

공통핵심 역은 여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ACRL 표 의 표 3은 ‘정보 련 자료

를 비 으로 평가하고 선택된 정보를 자기

자신의 지식토 에 결합’한다는 내용이다. 표

3의 내용 ‘정보를 비 으로 평가’하는 부

분은공통핵심 역 3. 정보평가 분석에포함

시킬 수있으며, ‘선택된정보를자기자신의지

식토 에 결합’한다는 부분은 공통핵심 역 4.

정보조직․종합 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동일하게 CAUL 표 의 표 3 ‘정보와

정보원을 비 으로 평가하고 자신의지식 기

반과 가치시스템에 선택된 정보를 통합’한다는

내용 ‘정보와 정보원을 비 으로 평가’한

다는부분은 공통핵심 역 3. 정보평가 분석

에포함시킬수 있으며, ‘자신의지식기반과가

치시스템에 선택된 정보를 통합’한다는 부분은

공통핵심 역 4. 정보조직․종합 용에 포

함시킬 수 있다. CAUL 표 과 ANZIIL 표

의표 4와표 5는 모두 공통핵심 역 4. 정보

조직․종합 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여러 표 들 ACRL 표 은 미국

내의 고등교육기 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뿐

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국가차원 정

보활용능력 표 개발에 향을 미치고 있으

며, 재 국가 표 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표 을 참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호주의 경우에서와 같이 ACRL 표 을

수정 용하고도 다시 개정하는 사례는 각 나

라의 교육목표와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표

을 개발하고 용해야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다음은 3개 표 들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

을 공통핵심 역들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공통

항목들을제시하 다. ACRL 표 에서는 ‘항목’

이라는용어를 ‘수행지표’라하 으며, CAUL 표

과 ANZIIL 표 에서는 ‘성과항목’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 다. ‘수행지표’와 ‘성과항목’들이

모두 공통핵심 역에 따른 세부사항들을 나타

내고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하여 ‘항목’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 다. 아래의 <표 6>은 고등교육 정보활

용능력 표 의 공통핵심 역에 따른 공통항목

을 나타낸 것이다.

공통핵심 역
공통항목

ACRL 표 CAUL 표 ANZIIL 표

1. 정보의필요성 인
식 정보 악․
결정

정보요구의 정의 명확한 서술
능력

정보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표 정보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표

요구되는정보의자료형태 유
형의 다양성 악 능력

다양한 정보원의 목 , 범 , 합성을
이해

다양한정보원의목 , 범 , 합
성을 이해

요구되는 정보의 습득에 드는 비
용과 이익의 고려 능력

필요한정보의입수를 한비용과효과
를 고려

요구되는 정보의 특성과 범 의
재평가 능력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 를 재평가
필요한정보의 특성과범 를 재
평가

결정을알리기 하여다양한 정
보원을 이용

<표 6>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의 공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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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탐색 검색
략과 정보 근

요구되는 정보에 근하기 한

최 의 조사 방법 는 정보검색
시스템의 선정 능력

필요한정보로의 근을 한가장
한 조사방법과 정보 근도구를 선정

필요한정보로의 근을 한 가

장 한 조사방법과 정보 근
도구를 선정

검색 략의 수립 효율 수행
능력

효과 으로설계된탐색 략을 구축하
고 시행

효과 인 탐색 략을 구축하고
시행

다양한조사방법을사용하여온라
인을 통하거나 스스로 검색하는
능력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

필요한 경우 검색 략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정보추구 과정을 숙고하고, 필요

에 따라 탐색 략을 수정

정보 련 자료의 추출 능력 정보와 정보원을 추출

정보원, 정보기술, 정보수집도구

조사방법의 최신성을 유지

3. 정보평가 분석

입수된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
입수된 정보의 유용성과 성
을 평가

수집된 정보로부터 추출한 주요
아이디어의 요약 능력

수집된 정보로부터추출된주요 아이디
어를 요약

정보 련자료의평가를 한
기 의명확한표 용능력

정보와 정보원을평가하기 한 기 을
표 하고 용

정보를평가하기 한기 을 정
의하고 용

정보의부가가치, 불일치 는독
특한특성 악을 한기존지식

과 새로운 지식의 비교 능력

정보의부가가치, 모순 는다른독특한
특성을 결정하기 하여 새로운 이해를

기존 지식과 비교

정보의부가가치, 모순 는다른
독특한 특성을 결정하기 하여

새로운이해를 기존 지식과비교

새 지식이 개인 가치시스템에
미치는 향 악 차이 조
수행 능력

다른사람, 주제분야 문가, 실무
자들과의 화를 통한 정보의 이
해 해석의 정당성 확인 능력

개인, 주제 문가, 실무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정보의 이해와 해석을 정당화

기질문의수정 악여부능력
최 의 질의어가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

4. 정보조직․종합
용

특정 결과물 는 퍼포먼스의 계
획과창출을 해기존정보와새
로운 정보의 용 능력

특정한연구성과 는퍼포먼스의계획
과창조에새로운정보와기존의정보를
용

결과물 는퍼포먼스의개발과정
수정 능력

연구 성과를 해 개발 과정을 수정

정보 련 자료의 기록, 리
능력

정보와 정보원을 기록하고 리
정보와 정보원을 기록
정보 조직(정리/분류/축 )

새로운 구상을 한 주요 아이디
어의 통합 능력

새로운개념을구축하기 해주요아이
디어를 종합

정보자원, 설비, 시스템 시설의통합을
유지

5. 정보 달 표
다른사람과결과물을효율 으로
소통하는 능력

연구 성과를 다른사람에게효과 으로
달

지식과 새로운 이해를 효과 으
로 달

6. 정보윤리

정보자원의 근 이용과 련
된법, 규칙, 기 의정책 수능력

정보자원의 근과이용에 한법률, 규
정, 제도 정책 그리고 에티켓 수

정보의 근과 이용에 련된 문
화 , 윤리 , 법 , 사회 , 경제

문제를 이해

정보 정보기술 련 윤리, 법,
사회경제 문제의 이해 능력

정보와 정보기술을 둘러싼 문화 , 윤
리 , 법 , 사회 , 경제 문제를이해

정보의 근과 이용에 련된 문
화 , 윤리 , 법 , 사회 , 경제

문제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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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통핵심

역에 해당하는 공통항목들은 3가지 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굵은 씨체로 표기

되어있는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는소리를

합법 으로수집하고, 획득하고 배포’한다는 항

목은 CAUL 표 에서는 ‘표 4 수집․생성된

정보의 분류․축 ․수정’에포함되어 있는 항

목이다. 그러나 내용 으로 보았을 때, 이는 정

보윤리에 련된 내용이라 악하여 공통항목

을 분류하면서 공통핵심 역 6. 정보윤리에 포

함시켰다.

3.3 모형

학생을 상으로한 연구이기때문에고등

교육을 목 으로 개발된 국국립 학도서

회의 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과 Bruce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7면 모형을 그 분석

상으로 삼았다.

3.3.1 Bruce 모형

Christin Bruce가 1997년 개발한 ‘고등교육

에서의정보활용능력 7면모형(Seven Faces of

Information Literacy in Higher Education)’

은 고등교육에서 정보활용능력의 다양한 경험

을 시험하고 정보활용능력 교육과 연구조사가

뛰어난 행동주의 모델의 안으로서 정보활

용능력의 상 인 모델로 추천되었다.

Bruce는정보활용능력을일곱개의범주(cat-

egory)인 정보기술개념, 정보원개념, 정보과정

개념, 정보통제개념, 지식구축개념, 지식확장개

념, 지혜개념으로 제시하 다. Bruce의 모형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을

개발하는데 많은 향을 끼쳤다. 다음은 Bruce

의고등교육정보활용능력 일곱 개의범주이다.

(1) 범주1: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범주는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

고 커뮤니 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정보기술 활용능력에 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용자의 이정보에 한

근과 개인 통신망 구축을 한 정보기술에

맞추어져 있다.

정보는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외부요소

로써 객 화된 내용이다. 이때 인식의 도구는

정보기술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정보기술

의 요한 역할 의 하나는 그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나 그 정보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보기술을 통해 련된 정보

가있음을알게 되고, 그 정보의 소재를 악할

수있게 된다. 따라서높은 수 의 정보를 이해

하기 해서는 정보환경을 자세히 조사할 수

결과물 는퍼포먼스의커뮤니

이션에있어서정보원의이용문제
에 한 확실한 이해 능력

연구 성과를 달하는데 있어 정보원의
이용을 공지

정보의 근과 이용에 련된
습과 에티켓 수

정보는가치와 믿음에의해서 실
증된다는 것을 인식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는소리를합법
으로 수집하고, 획득하고 배포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는소리
를 합법 으로 수집하고, 획득하
고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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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기술을 제 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활용능력은 정보기술

의 입수가능성과 유용성에 의존되어 있으며,

사람과 정보와의 계는 정보에 한 근을

강화시키는 정보기술에 의존되어 있다.

(2) 범주2: 정보원(information sources)

정보원범주는정보원 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연계고리이다. 이 단계에서의 정보활

용능력은 정보원에 한 지식을갖추고 직

혹은 간 방식으로 이 정보원에 근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인식의 심에정보원이 놓여 있으며 정보원

에는 자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와 사

람이 해당된다. 정보원에 한 지식은 정보원

과 그 정보원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하며, 이 지식은 세 개의

하 범주로 나 어진다.

① 정보원과 그 구조에 한 지식

② 정보원과 그 정보원을 독자 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지식

③ 정보원에 한 지식 독립 으로나

간매체를 이용하여 그 정보원을 탄력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

(3) 범주3: 정보과정(information process)

정보과정은 정보활용능력에서 진행되는 과

정의 실행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 는 정

보의 부족을 인식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

면하 을 때 정보의 이용자가 실행하게 되는

략이다.

정보과정의 본질은 새로운 상황에 맞설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이용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서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다. 정보과정은 사람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

게 나타나며, 효과 행동,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이 정보과정의 결과에 해당한다. 정보과정에

서는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요하며, 정보

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 한 인식은 다음 수

에서 일어난다. 정보과정에서는 정보기술이 주

안 이 아니므로 인식의 외부에 치하게 된다.

(4) 범주4: 정보통제(information control)

정보통제 범주는정보를통제하는 것이 인식

의 심에 자리하게 되는 측면을 말한다.

이 통제에는 필터링에 의한 정보통제, 다양

한 형식의 연결과 계를 매개로 하는 두뇌나

기억에 의한 정보통제, 장과 검색을 가능하

게 하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통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보통제에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정보를 장하는 정보조직, 연구나

수업활동과 같은미래의 가치를 한 정보수집

이 모두 포함된다.

정보통제의본질은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향력의 범 내로 자료들을 가져오는 것이므

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 한 인식은 다

음 수 에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제 에서의 정보활용능력

은 자신의 향력 내에 정보를 가져오기 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이

를 검색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5) 범주5: 지식구축(knowledge base)

지식구축은새로운 심분야에개인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범주에서는 정보의 이용에인식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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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지며, 개인 지식 기반을 구축하기

해서는 정보의 비 이용이 필요하다. 정보

는 숙고의 상이 되어 이용자에게는 주

혹은유동 특성을 가지고 독특하게나타나며,

정보이용자는 이 정보를 평가하고분석하게 된

다. 여기서의 지식기반 개념은 개인 견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정보 장개념을 넘

어서는 것이다. 지식기반은 이용자가 외부정보

에 노출 혹은 외부정보를 획득하고 특정 자료

를 분석하고, 이에 한비 단을 통해 구

축된다.

이러한과정을거쳐구축된 문분야의지식

기반은 상 으로 고정화된 지식으로 변이되

며, 외부의 새로운 지식에 한 비 분석을

통해서만 수정이 이루어진다.

(6) 지식확장(knowledge extension)

지식확장은 새로운 식견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과 개인 견해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 능력 는 식견 능력을

포함하는 정보의 이용이 지식확장범주에서 나

타나는 한 특징이며, 이러한 직 과 식견

은 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조 해결로

이어진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지식확장은

정보활용능력의 본질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는 지식확장의

결과물이며, 직 은 정보를 효과 으로 이용하

기 한 기여 요소이다.

지식확장 범주에서는 정보의 이용이 인식의

심에 자리 잡게 되지만, 더 이상 지식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확장을 목표로

한다. 지식확장에서의 정보의 이용에는 직

능력이 필수 이므로 지식확장 범주에서의 지

식기반은 개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기

반으로 하는 지식구축 범주에서의 지식기반과

는 다르다.

(7) 범주7: 지혜(wisdom)

정보활용능력에서의 지혜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정보를 명하게 이용하는 것

을 말한다.

지혜는 인식의 심에 이용자가정보를 명

하게 이용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정보의 명

한 이용은 정보의 이용과 련된 개인 가치

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보의 명한 이용은

단, 의사결정, 연구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가치와 행 와 신념에

한 인식을 제로 한다. 이는 범 한 맥락

에서 정보를 악하고 역사 , 실 , 사회문

화 측면과 같은 넓은 에서 정보를 이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가 넓은 맥락과 개인

경험 속에서 악된다면 이는 질 으로 매

우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

정보를 명하게 이용하기 해서는 개인의

가치와윤리에 한인식이필요하며, 정보기술

은정보활용에 한윤리와가치 측면에부정

인 향을미쳤다. 아래의<표 7>은 에서기

술한 Bruce의고등교육정보활용능력 7면모형

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다른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과 모형에

는 각각의표 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Bruce 모형의 경우 각각의 범주

에 속하는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를 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내용’이

라 표기하여 해당사항들을 기입하 다. 이는

‘항목’과 동일한 의미로 악하여도 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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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내 용

범주1: 정보기술 정보기술을 통해 련된 정보의 존재여부 확인과 소재 악

범주2: 정보원 정보원 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

범주3: 정보과정 지식 는 정보의 부족을인식하게되는 새로운 상황에처했을때 정보 이용자가실행하게 되는 략

범주4: 정보통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검색하고 조작

범주5: 지식구축 정보의 비 이용

범주6: 지식확장 정보이용에 있어 직 이나 창조 인 통찰력의 수용력 이용

범주7: 지혜 개인 인 가치, 태도, 신념의 의식을 제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 지혜롭게 정보를 이용

<표 7> Bruce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7면 모형

상기 <표 7>에서보는바와같이, Bruce 모형

은 ‘정보기술’을범주1에포함시키고, ‘정보과정’

을 범주3에 포함시켰다는 이 고등교육 표

과 다른모형에서제시한 내용과의 차이 이라

할수있다. 즉, 고등교육표 과다른모형에서

는 필요한 정보인식을 첫 번째 표 이나 처음

단계에서제시하고있지만, Bruce 모형에서는 3

번째범주에서제시하고있다. 이것은Bruce가

정보활용능력을 벗어나 이용자가 정보의 필요

성을인식하는것은당연한것이라생각을함으

로써정보기술을통해기존의지식과정보의소

재 악을우선 으로하는것을더 요하게생

각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범주5의 ‘정보의 비 이용’과 범주6

의 ‘정보이용에 있어 직 이나 창조 인 통찰

력의 수용력 이용’의 내용은 이용자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여 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는범주에 포함시켰

다 할 수 있다. 범주7의 ‘개인 인 가치, 태도,

신념의 의식’은 지식 이상의 지혜와 련 있다

할 수 있다.

3.3.2 국 국립 학도서 회 모형

국 국립 학도서 회(The 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이하 SCONUL)는 정보활용능력 자문 원회

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 로 1999년 ‘고등교육

을 한 정보활용능력에 한 회의견서’를

발표하 다.

이의견서에서는정보능력(Information Skills)

을정보기술능력(IT Skills)과정보취 능력(In-

formation Handling Skills)으로 구분한 1998

년 S. Corrall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정보능력

과 정보기술능력의구분에 한 모호함을 해결

하고자 하 다. 그리하여 ① 정보활용능력의

정의 ② 정보활용능력 계발의 요성 ③ 고등

교육기 도서 의정보활용능력 련 활동 규

모와 범 ④ 공유할 만한 원칙의 유무와 같은

연구를 시작으로 학교육에 필요한 7개의 주

요 정보활용능력을 의미하는 ‘Seven Headline

Skills’를 제시하 다.

‘Seven Headline Skills’는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능력, 정보의 차이(gap)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는 능력, 정보 탐색을 한

략을 구축하는 능력, 정보를 탐색하고 근

하는 능력,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 상황에 맞는 방법

으로정보를조직하고 용하고 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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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데 기여하기 해 기존

정보를 종합하고 구축하는 능력을 말한다.

‘Seven Headline Skills’는 1999년 ‘7주 모형

(Seven Pillars Model)’으로발 되었으며, 2004

년에는 ‘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Seven Pillars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으로 개칭되

어 새롭게 디자인된 모형으로 발표되었다.

SCONUL의 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은 정보

의 필요성 인식, 정보의 차이 해결 방법 식별,

탐색 략구축, 소재 악 검색능력, 비교

평가, 조직과 용 달, 종합 생성의 일

곱 단계로 나 어진다. SCONUL 모형에서는

학 년생은 정보의 필요성인식에서부터 탐

색 근까지의 능력을 갖추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원생의 경우 일곱 가지 능력

을모두 용할수있는 능력을갖출것을권고

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학원과정을거치는 것은

아니며, 학 졸업 후의 사회생활, 평생학습으

로까지의 능력을갖추기 해서는 에서 제시

한 일곱 가지 능력은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8>

은 국국립 학도서 회의 정보활용능

력 7주 모형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SCONUL

모형은 7가지 표 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1

에서부터 표 4까지는 학생들이갖추어야할

능력이며 표 1에서부터 표 7까지의 모든 표

표 (standards) 항 목

표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해당 내용 없음

표 2. 정보의차이(갭, gap)
해결방법 식별

자료형태의 합성에 한 지식

과제수행의 최 자원 선택 능력

자료의 근에 향을 미치는 문제의 이해 능력

표 3. 탐색 략 구축 능력

필요한 자료에 한 정보요구를 제 로 표 하는 능력

정보요구에 합한 체계 방법의 개발 능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생성원리에 한 이해와 정보요구의 정의 명확한 서술 능력

표 4. 소재 악 검색능력

한 탐색기법 개발 능력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색인 록서비스,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이용 능력

최신정보주지 활용능력과 정보요구의 정의 명확한 서술 능력

표 5. 비교 평가 능력

편견과 권 의 문제 인식

학술 작물에 한 동료평가 과정 이해

정보요구에 일치하는 정보의 추출 능력, 보고서와 논문에 한 서지 참조의 인용능력

표 6. 정보의조직과 용
달 능력

보고서와 논문에 한 서지 참조의 인용 능력

개인 서지 시스템 구축 능력

주어진 문제에 한 정보의 용 능력

한 매체의 이용에 의한 효과 달

작권과 표 문제에 한 이해

표 7. 기존 정보의 종합
새로운 지식의 창조 능력

해당 내용 없음

<표 8> SCONUL의 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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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원생들이 갖추어야 할능력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활용능력을 갖

추기 해서는 학생들도 표 7까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 5 비교

평가 능력의 항목 ‘정보요구에 일치하는 정

보의 추출 능력, 보고서와 논문에 한 서지

참조의 인용능력’과 표 6 정보의 조직과 용

달 능력의 항목 ‘주어진 문제에 한

정보의 용능력’, ‘ 한매체의 이용에 의한

효과 달’, ‘ 작권과 표 문제에 한 이해’

등은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3.4 분석 결과

3.3에서 제시한 모형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한모형들이며, 이 SCONUL 모형은 학

생뿐만 아니라 학원생들에게도 용되는 모

형이다. 모형의 구성은 Bruce 모형은 7개의 범

주로, SCONUL 모형은 7개의 표 으로 구성

되어 있다.

두 가지 모형에서 제시한 내용과 항목들을

토 로 정보활용능력을 종합하면, 이용자 스스

로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여정보의 요

구와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요구에 맞는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체계 인 검색 략을

수립한 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소재

지에 효율 이고 효과 으로 근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 획득한 정보에 하여 정확하

고 비 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문

제해결과 의사결정에 맞추어 정보를 합법 이

고 윤리 으로 이용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

게 효과 으로 달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개

인 인 가치, 태도, 신념의 의식을 제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 정보를 지혜롭게 이용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이의 종합 인 정보활용능력의 정의를 토

로 Bruce와 SCONUL 모형에 기본 으로 포

함되어 있는 공통핵심 역으로서의 정보활용

능력은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정보의 필

요성 인식 필요한 정보 악․결정, 정보탐

색 검색 략과 정보 근, 정보평가 분석,

정보조직․종합 용, 그리고 정보윤리이다.

정보를 지혜롭게이용하는 능력은 정보윤리

역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다음 <표 9>는 Bruce 모형과 국국립

학도서 의회의 정보활용능력 7주 모형의

공통핵심 역을 분석하여 요약한 것이다.

상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모형의

공통핵심 역은 다섯 가지이다.

Bruce 모형 범주7의 내용은 정보조직․

종합 용과 정보윤리 두 개의 역에 모두

포함된다. 즉, ‘지혜’라는 것은 정보조직․종합

용과정보윤리에 모두 요하게 용되며,

정보조직․종합 용에는 지식도 요하게

용된다.

SCONUL 모형의 표 1과 Bruce 모형의 범

주3 내용은 ‘정보의 필요성 인식’이라는동일한

내용으로 공통핵심 역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필요한 정보 악․결정에 포함된다.

다음은 2개 모형들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

을 공통핵심 역들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공통

항목들을 제시하 다. Bruce 모형에서는 각각

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토 로 해당 항목

을 제시하 다.

다음 <표 10>은고등교육정보활용능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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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1997) SCONUL(1999) 국 공통핵심 역

범주3 정보과정: 지식 는정보의부족을인식하게되는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보이용자가 실행하게 되는
략

표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표 2 정보의 차이(gap) 해결방법 식별

1. 정보의필요성 인식 정보
악․결정

범주1 정보기술: 정보기술을통해 련된정보의존재여
부 확인과 소재 악
범주2 정보원: 정보원 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
범주4 정보통제: 필요한정보를획득하기 하여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검색하고 조작

표 3 탐색 략 구축 능력
표 4 소재 악 검색 능력

2. 정보탐색 검색 략과정보
근

범주5 지식구축: 정보의 비 이용 표 5 비교 평가 능력 3. 정보평가 분석

범주6 지식확장: 정보이용에 있어 직 이나 창조 인
통찰력의 수용력 이용
범주7 지혜: 개인 인가치, 태도, 신념의의식을 제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 지혜롭게 정보를 이용

표 6 정보의 조직과 용 달 능력
정보의 조직과 용

표 7 기존정보의종합 새로운지식의
창조 능력

4. 정보조직․종합 용

범주7 지혜: 개인 인가치, 태도, 신념의의식을 제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 지혜롭게 정보를 이용

표 6 정보의 조직과 용 달 능력
내용 작권과표 문제에 한이해

5. 정보윤리

<표 9>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모형의 공통핵심 역

공통핵심 역
공통항목

Bruce 모형 SCONUL 모형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정보 악․결정

지식 정보의 필요성 인식

자료의 근에 향을 미치는 문제의 이해 능력

필요한자료에 한정보요구를제 로표 하는능력

정보요구에 합한 체계 방법의 개발 능력

자료형태의 합성에 한 지식

정보요구의 정의 명확한 서술 능력

최신주지정보활용능력과 정보요구의 정의 명확한
서술 능력

2. 정보탐색 검색
략과 정보 근

정보기술을 통해 련된 정보의 존재여부 확인과
소재 악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정보원 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
과제수행의 최 자원 선택 능력

정보요구에 일치하는 정보의 추출 능력

필요한정보를획득하기 하여다양한매체를이용
할 수 있으며 이를 검색하고 조작

색인 록서비스,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이용능력

한 탐색기법 개발 능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생성원리에 한 이해

3. 정보평가 분석 정보의 비 이용
편견과 권 의 문제 인식

학술 작물에 한 동료평가 과정 이해

4. 정보조직․종합
용

정보이용에있어직 이나창조 인통찰력의수용
력 이용

주어진 문제에 한 정보의 용 능력

개인 서지시스템 구축 능력

5. 정보윤리

개인 인 가치, 태도, 신념의 의식을 제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 지혜롭게 정보를 이용

작권과 표 문제에 한 이해

보고서와 논문에 한 서지 참조의 인용능력

<표 10>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모형의 공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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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핵심 역에 따른공통항목을나타낸 것

이다.

상기 <표 10>에서보는바와같이, SCONUL

모형의 항목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은 공

통핵심 역 2. 정보탐색 검색 략과 정보

근에 포함된다. 정보검색에 정보통신기술이 활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척도 항목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척도개발에 사용하

기 한 최종 핵심 역 항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하여 표 과 모형의 핵심 역

항목을 제시하 다. 이것은 3장에서 수행한 고

등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과 모형의분석을 통

해 제시된 공통핵심 역 표 과 모형의 항

목들을 토 로 하 다.

4.1 표 과 모형의 핵심 역 항목

표 과 모형의 핵심 역은 3장에서 분석하

고 제시한 바와 같이 표 에서는 여섯 가지 공

통핵심 역, 모형에서는 다섯 가지 공통핵심

역을 가지고 있다. 표 공통핵심 역 5. 정보

달 표 이 모형 공통핵심 역에는 포함되

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표 3개와 모형 1개

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공통핵심 역 5. 정보

달 표 한 척도 개발 모형(안)을 제안

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으로 포함시켰다. 1개

의 모형을 제외한 모든 표 과 모형에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은 정보활용능력에 요한 역이

며 한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는데 요한

역이라 단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 과

모형의 핵심 역은 모두 여섯 가지로 제안하

다. 표 과 모형의 핵심항목은 3장에서 제시한

핵심 역과 각 표 과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에서 핵심항목들을 추출하 다. 다음의

<표 11>은 표 과 모형의 핵심항목을 추출하

기 하여 각각의 핵심 역에 포함되어 있는

표 과 모형들의 항목들을 종합하여 나타낸 것

이다.

상기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개 표

과 2개 모형의 핵심 역에 해당하는 항목들

본 연구에사용하기 한 핵심항목들은 비고란

에 ˅표시를 하 다.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핵심 역
항목 비고

ACRL 표 CAUL 표 ANZIIL 표 Bruce 모형 SCONUL 모형

1. 정보의필요

성 인식
정보 악․
결정

정보요구의 정의

명확한 서술 능력

정보의 필요성 정의

표

정보의필요성정

의 표

지식 정보의필

요성 인식

정보요구의정의 명확
한 서술 능력

˅
필요한자료에 한정보
요구 표 능력

요구되는정보의자
료형태 유형의다
양성 악 능력

다양한 정보원의 목
, 범 , 합성이해

다양한 정보원의
목 , 범 , 합
성 이해

˅

<표 11> 표 과 모형의 핵심 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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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정보의습
득에드는비용과이
익의 고려능력

필요한 정보의 입수
를 한 비용과효과
를 고려

˅

요구되는정보의특

성과범 의 재평가
능력

필요한 정보의 특성
과 범 재평가

필요한정보의특
성과범 재평가

자료형태의 합성에
한 지식

˅

정보요구에 합한 체계
방법의 개발 능력

결정을알리기
하여다양한정보

원 이용

자료의 근에 향을미
치는 문제의 이해 능력

최신주지정보활용능력
과정보요구의정의 명
확한 서술능력

˅

2. 정보탐색
검색 략과
정보 근

요구되는정보에

근하기 한 최 의
조사방법 는 정보
검색시스템 선정능
력

필요한 정보로의

근을 한 가장
한 조사방법과 정보
근도구 선정

필요한 정보로의

근을 한가장
한 조사방법

과 정보 근도구
선정

정보기술을 통해
련된 정보의 존

재여부 확인과 소
재 악

색인 록 서비스, 인
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이
용 능력

˅

정보원, 정보기

술, 정보수집도구
조사방법의최

신성 유지

검색 략수립 효
율 수행능력

효과 으로설계된탐
색 략구축 시행

효과 인탐색
략 구축 시행

한 탐색기법 개발
능력

˅
필요한경우 검색
략 수정 능력

정보추구 과정을

숙고하고, 필요에
따라 탐색 략
수정

다양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을

통하거나스스로검
색하는 능력

다양한 방법을 이용

하여 정보 검색

다양한방법을이

용하여정보입수

필요한 정보를 획
득하기 한 다양

한매체이용 이
를 검색하고 조작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

정보 련자료추
출 능력

정보와 정보원 추출
정보원 에서 필
요한 정보 검색

과제수행의최 자원선
택능력

˅
정보요구에 일치하는 정
보 추출 능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생성원리에 한 이해

3. 정보평가
분석

입수된 정보의 유용
성 평가

입수된 정보의
유용성 성
평가

˅

정보의 비
이용

편견과권 의문제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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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로부터
추출한주요 아이디
어 요약 능력

수집된 정보로부터
추출된 주요 아이디
어 요약

˅

학술 작물에 한동료

평가 과정 이해

정보 련자료평
가기 의명확한표

용 능력

정보와 정보원 평가
기 표 용

정보 평가 기
정의 용

˅

정보의부가가치, 불

일치 는독특한특
성 악을 한기존
지식과새로운 지식
의 비교 능력

정보의 부가가치, 모

순 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결정하기
하여 새로운 이해를
기존 지식과 비교

정보의 부가가치,
모순 는 다른

독특한특성을결
정하기 하여새
로운이해를기존
지식과 비교

˅

새지식이개인 가

치시스템에 미치는
향 악 차이

조 수행 능력

다른 사람, 주제 분
야 문가, 실무자들

과의 화를통한정
보의이해 해석의
정당성 확인 능력

개인, 주제 문가, 실

무자들과의 토론을
통한정보 이해와 해
석 정당화

기질문의수정
악 여부 능력

최 질의어 수정 여
부 결정

4. 정보조직․
종합

용

특정결과물 는퍼

포먼스의계획과창
출을 해기존정보
와새로운정보의
용 능력

특정한연구 성과
는퍼포먼스의계획과
창조에새로운정보와
기존 정보를 용

정보이용에 있어
직 이나 창조
인 통찰력의 수용
력 이용

주어진문제에 한정보
의 용 능력

˅

결과물 는 퍼포먼

스의 개발과정 수정
능력

연구성과를 해 개
발 과정을 수정

정보 련자료의
기록 리 능력

정보와 정보원 기록
리

정보와 정보원
기록 개인 서지시스템 구축

능력
˅

정보 조직(정리/
분류/축 )

새로운구상을 한

주요 아이디어 통합
능력

새로운 개념을 구축

하기 해 주요아이
디어 종합

˅

정보자원, 설비, 시스
템 시설통합유지

5. 정보 달
표

다른 사람과 결과물
을 효율 으로 소통
하는 능력

연구성과를 다른 사
람에게 효과 으로
달

지식과새로운이
해를 효과 으로
달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한매체의이용에의
한 효과 달

6. 정보윤리
정보자원의 근
이용과 련된 법,

정보자원의 근과
이용에 한법률, 규

정보의 근과이
용에 련된문화

개인 인가치, 태
도, 신념의의식을

보고서와논문에 한서
지 참조 인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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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개 표 과 2개 모형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선정하 다. 표 과 모형에 모

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그만큼 정보활용능력

에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3개 표 과 2개 모형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도 정보활용능력에 필요하고, 각각

의 핵심 역의 내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선정하 다. 2개 이상의 표 이나 모

형에포함되어있는 항목들이그러한것들이다.

셋째, 1개의 표 이나 모형에만 포함되어 있

는 항목 다음의 항목은 정보활용능력에 필

요하다는 단 하에 선정하 다. 핵심 역 1.

정보의필요성인식 정보 악․결정에해당

하는 항목 ‘최신주지정보활용능력과 정보요

구의 정의 명확한서술 능력’이그것이다. 여

기서 ‘최신주지정보활용능력’은 도서 과 기타

학술기 에서도 이와 련된 서비스를 이용자

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들 에서 가

장 합한 최신의 정보를 이용하기 해서는

이용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넷째, 앞으로 수행할 정보활용능력 척도 개

발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합한 항목들을 선정하 다.

를 들어, 핵심 역 2. 정보탐색 검색 략과

정보 근 항목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생

성원리에 한 이해’는 특정한 학과 외에는 일

반 학생들이정보검색과 근을 해 숙지해

야 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단되어 핵심항목

선정에서 제외하 다.

4.2 척도 개발 항목 모형(안)

4.1에서 선정한 핵심 역을 토 로 본 연구

의 목 인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척도개발에

사용하기 한 항목 모형(안)을 제시하 다.

여섯 가지 핵심 역을 본 연구에 사용하기

한 간략한 용어로의 수정과 선정된 항목들의

종합․정리를 통한 모형(안)이 제시되었다. 다

음의 <표 12>는 척도개발을 한 최종 항목 모

형(안)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3장에서

표 한 핵심 역들의용어들을 본 연구를 하

규칙, 기 의 정책
수 능력

정, 제도 정책그리
고 에티켓 수

, 윤리 , 법 ,
사회 , 경제 문
제 이해

제로 다른 사람
의이익을 해지
혜롭게 정보 이용

정보 정보기술
련윤리, 법, 사회,경
제 문제이해능력

정보와 정보기술을
둘러싼 문화 , 윤리
, 법 , 사회 , 경

제 문제 이해

정보의 근과이

용에 련된문화
, 윤리 , 법 ,

사회 , 경제
문제 이해

작권과표 문제이해 ˅

결과물 는 퍼포먼

스의 커뮤니 이션
에 있어서 정보원의
이용문제에 한확
실한 이해 능력

연구 성과를 달하
는데 있어 정보원의
이용을 공지

정보의 근과이
용에 련된 습
과 에티켓 수

˅

정보는가치와 믿음

에 의해서 실증된다
는 것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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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 항 목

1. 정보요구

1.1 정보의 필요성 인식

1.2 필요한 정보요구를 한 략과 정의 표

1.3 정보(원)의 종류 특성 악

1.4 정보에 드는 비용 이익 고려

1.5 최신주지정보활용

2. 정보검색

2.1 탐색 략 구축 능력

2.2 정보의 소재 악 검색능력

2.3 정보를 검색하기 한 다양한 검색도구 이용

2.4 필요한 정보로의 근을 한 최 의 조사방법 정보검색시스템 선정

2.5 정보 련 자료 추출 능력

3. 정보평가
3.1 획득한 정보(원) 평가

3.2 획득한 정보 요약 기존 지식과의 비교

4. 정보통합
4.1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용 능력

4.2 정보조직(정리/분류/축 )

5. 정보표
5.1 다른 사람에게 성과물을 효과 으로 달

5.2 정보의 효과 달을 한 한 매체의 이용

6. 정보윤리
6.1 정보의 근 이용과 련된 문화 , 경제 , 법 , 사회 문제 이해

6.2 작권과 표 문제에 한 이해

<표 12> 척도개발 항목 모형(안)

여 간략하게 수정하 다. 핵심 역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간략하면서도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기존의 핵심 역 용어들과 본 연구를 해 새

롭게 수정된 핵심 역 용어들 모두 동일하다.

핵심 역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정보

악․결정은 정보요구로, 핵심 역 2. 정보탐색

검색 략과 정보 근은 정보검색으로, 핵심

역 3. 정보평가 분석은 정보평가로 수정하

다. 그리고 핵심 역 4. 정보조직․종합

용은 정보통합으로, 핵심 역 5. 정보 달

표 은 정보표 으로, 마지막으로 핵심 역 6.

정보윤리는 기존의 핵심 역 용어와 동일하게

정보윤리로 사용하 다.

각각의 핵심 역에포함하는항목들은 3장에

서핵심 역으로선정한항목들 유사한의미

를가지고있는항목들은한항목으로통합하

으며, 항목을 그 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제시된 척도 개발모형(안)은 앞으로수행될

학생을 한 정보활용능력 척도개발을 한

기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5. 결 론

정보사회와 지식기반사회의 등장, 그리고정

보기술의 끊임없는 발 속에서 학생은 ‘높

은수 의일반지식’을갖출필요가있으며, 이

는 정보활용능력과도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활용능력의 요성을 인식함

에따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국에서는 고등

교육 정보활용능력 표 과 모형을 개발․제시

하 으며 세계 학교도서 과 학에서는 이

를 토 로정보활용능력 교육 실시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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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장에서의 교육 실시와 교육과

정 개발에 앞서 수행되어야 할 연구는 학생

의 정보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해 필요한 것이 바로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기

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기 한 척도

개발에 앞서 이의 기 자료로 사용하기 한

표 과모형을분석․종합하여새로운 척도 개

발모형(안)을 제시하 다. 고등교육을 한정

보활용능력 표 으로 개발된 ACRL, CAUL,

ANZIIL 표 과 Bruce, 국국립 학도서

회 모형을 분석하 다. 제시된 척도 개발

모형(안)은 6개의 핵심 역과 핵심 역에 해

당하는 18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

에서 제시한 핵심 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요구: 이용자들이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필요성을 결정짓는 이익 등을

고려하는 외부 요인들

2) 정보검색: 이용자들이 정보를 추출하기

해 필요한 검색능력과 함께 해당 정보

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인지하

는 정도와 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요인

3) 정보평가: 정보검색과정을 거쳐 획득한

정보원에 한 평가로써 이용자 자신이

기 한 정보내용과 실제 정보내용에

한 기 차 등과 같은 요인

4) 정보통합: 획득한 정보원을 기존에 이용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의 융합을 통

한 새로운 지식으로 변화할 수있는 능력

을 포함하여 해당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요인

5) 정보표 : 획득하여 입수한 정보를 이용

자 자신의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지식

의 유통체계에 다시 입하여 이를 평가

하는 능력과 이를 달하는 창구로써 매

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요인

6) 정보윤리: 이상의 정보와 지식 등을 입

수․활용․유통을 해 선행되어야 하

는 문화 , 법 , 경제 , 사회 이슈에

한 단력과 이를 통제하는 사회 변

인으로서 작권과 표 문제와 같은

작에 따른 기 등과 같은 요인

이와같은 6 개의핵심 역은 학생의 정보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한 기본 인 척도로써

도서 이용자연구의기 자료로활용될수있

다. 따라서 이 연구과 실제 인 연구완성도를

갖추기 해서는이 척도를 기 으로 구체 인

세부 평가기 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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