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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학습자가 학습환경을 스스로 조 하고 통제하는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한 태도와 정보문해능력에 어떤 향을 미치며,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는 무엇인지 연구하 다. 연구결과 자기조 학

습의 인지조 능력, 동기조 능력, 행동조 능력이 정보문해에 한 태도와 정보문해능력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이유를 심층 분석한 결과 동학습, 정보환경에 한 

경험, 시간 운 , 정보문해교육에 한 노출, 동기유발, 교사와의 계, 만족지연, 사 지식 요인이 도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determined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on the attitude and related skills of information 

literacy in school library project learning.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 was administered in order to 

investigate fundamental reasons for such effects. The results are cognitive regulation ability, motivational 

regulation ability, behavioral regulation ability prov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itude 

and related skills of information literacy. In-depth interview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components: 

cooperative learning, experience in information environment, time pressure, exposure to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motivation, relationship with school teachers, delayed gratification, and prio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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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학교도서  교육에서는 자원기반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주체 으로 정보를 찾

고 이용하는 학습 형태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학습자의 경험이 역동

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구성

하는 학습자 심의 학습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자 심의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자주 인 

지식 구성을 시하는 구성주의를 이론  근거

로 삼는다.

구성주의이론은 크게 인지  구성주의와 사

회문화  구성주의로 나 어진다. Piaget를 

심으로 하는 인지  구성주의는 개인의 인지

인 측면을 강조하고, Vygotsky를 심으로 하

는 사회문화  구성주의는 사회문화 인 환경

이 학습자의 지식 습득에 요한 향을 끼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지  구성주의 이론

은 개인의 인지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

고, 사회문화  구성주의 이론은 외부  측면

을 과도하게 시한다는 문제가 지속 으로 지

되어 왔다. 이에 하여 인간이 지식을 습득

하는 과정에 한 이해의 폭을 보다 범 하

고 종합 으로 이해함으로써 두 이론이 갖는 

불균형을 보완하기 해 모색된 이론이 사회인

지이론이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개인의 인지 인 사고

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행동이 서로 상

호작용을 하며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을 강조

한다. 그리고 개인, 환경, 행동이 상보 인 계

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자신의 인지, 동기, 행

동을 조 하는 학습자의 자기조 이 요한 작

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조 학

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환경과 학습자 자신

을 조 , 통제하면서 학습과정에 극 으로 참

여하는 학습이다. 이와 련하여 자기조 학습

이 우수한 학습자는 학업성취와 과제를 해결하

는 능력이 높고,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Zimmerman 1989; Zimmerman 

and Martinez-Pons 1990; 김 심 2009). 자기

조 학습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학습의 태도

나 동기에도 향을 미치며, 자기조 학습이 우

수한 학습자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효과 인 학

습 략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김 상 1995; Minnaert and Janssen 1999). 

본 연구는 학습자가 정보환경과 상호작용하

며 정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

게 조 하는가에 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다양한 정보매체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

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조

은 기 이며 필수 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

회인지이론을 이론  배경으로 하는 자기조

학습과 련하여 학교도서 의 정보문해교육에

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능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 정보매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학습을 방해하는 문제들

을 고려할 경우, 학교도서 의 정보문해교육에

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어떻게 계획하

고 조 하며 통제하는가에 한 연구는 시기

으로 요한 연구일 것이다.

정보문해와 련된 연구들은 지 까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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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정보문해 모형 개발, 정보문해교육의 효과,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상으로 하

는 연구에 많이 치 해왔다. 근래에 학습자의 

개인 인 특성을 고려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

지만 정보문해와 련이 있는 학습자의 개인

인 요소들이 분리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학습

자의 인지 , 사회 , 심리 인 요소를 체

으로 융합하는 종합 인 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자기조 학습은 정보문해교육

에서 학습자의 인지 , 동기 , 행동 인 측면

을 종합 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변인이다. 따라

서 다양한 정보매체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과

제를 해결하는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학습자가 학습환경을 스스로 조 하고 통제하

는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한 태도와 정

보문해능력에 어떤 향을 미치며, 향을 미

치는 심층 인 이유는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학교도서 에서 정보문

해교육을 실천하는 표 인 수업모형인 

로젝트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의 

자기조 학습 요소가 정보문해에 한 태도

와 정보문해능력에 어떤 향을 미치며, 향

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다.

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에 

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1.3.1 자기조 학습능력

자기조 학습능력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자

신의 학습에 한 목표를 세우고, 학습과정을 

검하며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조 하는 

주체 인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 사

회 , 심리 인 요소를 융합하는 에서 정보

문해를 연구할 수 있는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

여 자기조 학습을 정의하 다.

1.3.2 자기조 학습 요소

자기조 학습의 요소는 학습의 과정을 극

으로 검, 조 , 통제하는 능력으로서 인지

조 능력, 동기조 능력, 행동조 능력으로 구

성된다. 인지조 능력은 개인의 내 인 요소이

고, 동기조 능력은 외부환경에 응하는 요소

이며, 행동조 능력은 내부와 외부의 자극에 반

응하여 자신을 조 하려는 결과 인 요소이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이론  배경

2.1.1 학교도서  로젝트학습

학교도서  정보문해교육의 표 인 수업

모형으로 로젝트학습이 있다.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은 사서교사가 정보문해교육을 통

해서 지도하는 정보능력과 교과의 로젝트학

습을 연계하는 것이다. 학교도서  로젝트학

습은 특정한 주제에 하여 교사의 안내에 따

라 학습자가 주체 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

하고 결과물을 창조하는 교수-학습활동이다. 학

교도서 에서 실시되고 있는 로젝트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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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정보탐구 로젝트”, “주제탐구 로젝

트”, “학생 과제 연구” 등으로 다양하지만 모두 

정보문해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보문해교육의 수업모형은 정보제시 안내

형, 정보탐색 정리형, 정보분석 해석형, 정보종

합 표 형, 정보탐구 로젝트형, 정보탐구 토

론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탐

구· 로젝트형 수업모형은 학습자가 학습 과제

의 특성을 분석하여 과제 해결을 한 계획 수

립은 물론, 정보수집에서 결과물 완성에 이르

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수업 모형이다. 이

런 모형을 용한 수업은 과제의 선정 활동, 정

보탐색 활동, 정보분석  해석 활동, 결과 도출 

 종합 활동, 결과물 생성  표  활동, 평가 

활동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개된다. 정보탐

구· 로젝트형 수업모형은 수업 개 과정에 따

라 단계를 나 었고, 로젝트학습과 도서 의 

정보탐구과정을 목시켰으며 차가 간략하

면서도 교과교사  사서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이병기 2006).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의 단계와 내용은 

교과목, 교수설계, 학교도서 의 상황, 정보환

경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젝트학습은 학교도서 에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동수업으로 실시되

고 있으며, 방과 후 로그램  창의  체험활

동 등에서는 사서교사의 독립 인 수업으로 진

행되기도 한다. 로젝트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평가

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인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교사는 상

담자  안내자의 역할로서 로젝트학습의 진

행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정보과제를 

설정하고 학습 활동지, 자기평가 도구 등을 제

공하고 있다.

2.1.2 자기조 학습과 정보문해의 계

자기조 학습과 정보문해는 한 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Wolf 2007). 정보문해에서

는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기조 학습에

서는 ‘ 검’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만 학습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학습을 조 하는 과정이 유사하다. 한 

자기조 학습의 행동조 에서 도움구하기는 물

자원과 인 자원으로부터 극 으로 정보를 

구하는 측면에서 정보문해의 정보자원 습득 과

정과 유사하다. 자기조 학습의 요소와 정보문

해의 요소가 첩되어 있는 으로 볼 때 자기

조 학습과 정보문해는 하게 연 되어 있

음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그 지만 자기조 학

습의 어떤 요소가 어떻게 정보문해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정보매체와 정

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과제를 해결하는 학교

도서 의 교육에서 자신의 외부와 내부의 요소

를 학습자 스스로 조 하고 통제한다는 측면에

서 자기조 학습과 정보문해의 계에 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

어서 장애요인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주의력을 방해하는 핸드폰, 만화 등의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는 일상 인 장애요인뿐만 아니

라 소극 인 학습태도와 학습목표에서 벗어나

는 정보과제 설정, 정보원을 평가하지 않고 오

류를 담고 있는 정보를 그 로 사용하거나 사

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요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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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요인이다. 한 상업 인 고와 사실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보과제와 련이 없는 정보

를 읽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무나 많은 정보

들에 묻 서 목표를 잃고 헤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정보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자기조 이 필

요하다.

Wolf(2007)는 정보문해와 자기조 학습의 

특징 가운데 유사한 요소를 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정보활용에 유

능한 학습자와 자기조 학습이 우수한 학습자

의 특징이 겹치고 있으며 두 개념을 융합하면 

효과 인 정보문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2.1.3 정보문해 련 자기조 학습 요소

본 연구에서는 정보문해와 련이 있는 자기

조 학습 요소로 양명희(2000)가 검증한 요소

를 사용하 다(<표 1> 참조). 양명희가 검증한 

자기조 학습 요소는 선행연구들에서 복해

서 보이고 있는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도움구

하기 등의 정보문해와 깊은 계가 있는 요소

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합하다. 

인지조 이란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에 몰

두하는 행동과 사고로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체

계 인 계획이다(Schunk 1990; 백승희 2002). 

인지조 은 인지 략, 메타인지 략으로 구성

된다. 

차 인 지식의
소유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메타인지에 한 인식을 
보유

정보문해에
유능한 학생

자기조절에
우수한 학생

좋은 질문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를
거부

정보의 정확성과 
련성을 확인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사용

비  사고와 
문제해결 상황에 
정보를 용

새로운 결과물에 
정보를 종합

유능한 리더

정보 이용

정보평가

목표 설정

자신의 동기를 
악함

략과 술에 한 
의도가 있음

동기에 한 이해

특정 도메인 정보를 
추구하고 검색

성공  실패의 에서 목표와 략을 
검토하고 성공의 다양한 수 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조

특정 도메인 지식의 
재 인 이해를 

조 하기 하여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정보를 
통합

학습상황에 합한 
략을 선택하고 
용할 수 있는 능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기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를 아는 것

평생학습에 필수 인 
것을 장기 으로 
획득하고 기술을 개발

<그림 1> 정보문해와 자기조 학습의 융합(Wol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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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지조 동기조 행동조

구성요소
① 인지 략

② 메타인지 략

① 숙달목 지향성

② 자기효능감

③ 성취가치

① 행동통제

② 도움구하기

③ 시간 리

<표 1> 정보문해 련 자기조 학습 요소

인지 략이란 학습자가 자료를 이해하고 기

억하는데 사용하는 실제 인 략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다(Pintrich and 

De Groot 1990). 정보과제가 주어졌을 때 학습

자는 정교화를 통하여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

는 배경지식과 연 성 있는지 살펴보고, 시연을 

통하여 정보과제의 이 무엇인지 악하게 

된다. 정보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인지조 의 조직화를 통하여 시간 인 순서, 지

리 인 구분 등으로 정보를 재조직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인지 략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를 

하 요소로 하고 있다.

메타인지 략이란 학습자가 학습하면서 자기 

자신의 활동을 검하고 평가하는 행동과 그 평

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략의 선택과 사용에 

한 인지 인 능력이다(Pintrich and De Groot 

1990; 김종순 1995). 메타인지 략은 정보문해

의 체 인 상황을 악할 수 있는 종합 인 사

고능력으로서 정보문해의 과정을 계획하고 평가

하는 요소이다. 메타인지는 정보문해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어느 정도 학습을 진

행하 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승길 

2012). 메타인지 략은 계획, 검, 조 을 하

요소로 하고 있다.

동기조 이란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

에 한 동기  특성을 조 하는 능력이다(백

승희 2002). 동기조 은 숙달목 지향성, 자기

효능감, 성취가치로 구성된다. 숙달목 지향성

이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의 학습을 지향하고 과

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능력을 향상하고 숙

달하려는 능력이다. 숙달목 지향성은 학습행

동이 극 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자료는 다

시 검토하고 재의 내용을 이  내용과 연결시

키는 특징이 있다. 정보문해교육에서는 최종 결

과물보다는 정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유소  2004). 학교도서  정

보문해교육은 학습하는 방법에 한 측면을 다

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요하

게 여기는 경향으로서 숙달목 지향성과 련

이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구체 인 과제를 해 설정

된 기 에 도달하기 하여 필요한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정

인 지각 는 단이다(Bandura 1986). 자기

효능감은 자기조 학습에서 핵심 인 치에 

있으며 정보탐색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

고 계속 도 하려는 과 련이 있다. 학습자

는 키워드와 정보원을 변경하면서 계속 정보탐

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태는 자신은 

잘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야만 가능

한 일이다. 자기효능감은 정보문해에서 자신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자

신이 성장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성취가치란 주어진 학습을 가치있게 인식하

는 정도이다(양명희 2000). 성취가치는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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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마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

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 성취가치는 자신의 

정보추구 행 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학교

도서 의 정보문해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한 요소이다.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고 검토하기 때

문에 자발 인 참여가 요하다.

행동조 이란 학습을 효율 으로 하기 하

여 자신을 조 하고 자발 으로 학습활동에 참

여하는 것이다(박연정 2002). 행동조 은 행동

통제, 도움구하기, 시간 리로 구성된다. 행동통

제란 정보탐색 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

을 효율 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포기

하지 않고 도 하는 행동이다(Kuhl 1992). 매

체별로 정보를 직  탐색하는 활동에서 자신이 

찾으려는 정보가 검색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

고 지속 으로 노력하도록 의지를 통제하는 

이 정보문해교육에서 작동하는 행동통제라고 

할 수 있다.

도움구하기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

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보다 더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인  정보원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

이다. 도움구하기는 조력추구 (Help Seeking) 

행동이라는 용어로 표 되기도 하며 타인에 의

존하여 학습하려는 성향이 아니라 극 인 학

습행동의 산물이다. 도움구하기는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인 자원을 요한 정보원으

로 여기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타인에게 도움

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소극 인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극 으로 학습에 참여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친구와 교사의 조언을 구하는 활동은 꼭 필요한 

학습 략이다. 

시간 리란 정보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허락된 시간을 고려하여 학습을 계획하

고 학습의 진행 속도를 조 하는 행동이다. 시간

리는 효율 으로 학습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습자는 시간이 제한 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자신의 학습시간을 효율 으로 활

용하기 해 시간배분 략을 사용한다. 시간

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활동을 마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필

수 인 요소이다. 

2.2 선행연구

정보문해와 인지 인 측면을 다룬 Neely(2000), 

배경재(2009)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학

습자의 인지구조에 따라 정보검색의 과정과 결

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합한 방법으로 수업방법, 교수매체, 키워드 제

시 등을 용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인지구

조를 하게 조 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조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문해와 메타인지에 한 Wolf, Brush and 

Saye(2003), 이정미(2013) 등의 연구결과를 종

합해보면 정보문해와 메타인지가 깊은 련성

이 있으며 복잡한 과제를 리하거나 재와 미

래의 활동을 결정할 때 메타인지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문해와 동기의 계에 한 연구들은 주

로 학습동기의 어떤 요소가 정보문해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김세아(2008), 

Banas(2009), Crow and Robins(2012) 등의 연

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동기는 학습하는 내용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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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한 흥미로서 학습자가 학습의 필요성을 

알고 학습의 즐거움을 깨닫고 만족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문해와 자기효능감의 계에 한 연구

는 최근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안혜연(2005), 김성

환(2007)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보문

해와 자기효능감은 한 계가 있으며 두 

변인의 계는 서로 상보 인 계에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자기조 학습과 정보

문해는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자기효능감이라

는 요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정보문해와 정보추구  행동에 한 오진아

(2004), 마경은(2010), Ladell-Thomas(2012)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보문해교육으

로 인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

어나고 정보문해능력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문해와 시간을 효

율 으로 사용하는 자기조 학습의 요소와 

계가 있다는 을 시사해 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정보문해에 한 연

구들은 자기조 학습 요소의 에서 보았을 

때 인지 인 측면에 치우쳐 있었으며 인지 , 

동기 , 행동 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융합 인 

연구는 미흡하 다. 특히 자기조 학습과 정보

문해와의 한 연 성을 직 이고 실증

인 연구 방법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도서 의 정보환경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

여 정보문해능력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

할 경우 개인과 환경, 행동 인 측면을 모두 고

려한 종합 인 에서 자기조 학습과 정보

문해의 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차

본 연구의 구체 인 내용을 단계별로 연구모

형 설계, 가설수립, 측정도구 선정, 연구활동, 

정량  연구, 정성  연구, 데이터 분석, 연구결

과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그림 2> 참조).

3.2 정량  연구방법

3.2.1 가설의 설정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자기조 학습

의 구성요소가 정보과제에 한 태도와 정보문

해능력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한 연구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자기조

학습의 인지조 능력은 정보문해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자기조

학습의 동기조 능력은 정보문해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자기조

학습의 행동조 능력은 정보문해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자기

조 학습의 인지조 능력은 정보문

해능력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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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 연구방법 주요 내용

연구모형 설계 문헌연구
∙연구문제 생성

∙연구모형 설계

가설수립 문헌연구
∙변인 설정

∙연구가설 수립

측정도구 선정
문헌연구/

문가 검토

∙자기조 학습 측정도구 선정

∙정보문해에 한 태도와 정보문해능력 측정도구 선정

∙심층면  질문지 작성

연구활동 로젝트학습
∙ 도서 과 정보생활 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 설계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동수업 실시

정량  연구 데이터 수집 도구
∙자기조 학습능력 측정

∙정보문해에 한 태도  능력 측정

정성  연구 심층면
∙반구조  면 법 사용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 규명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
∙다 회귀분석

∙변인 간의 향 계 검증

연구결과 연구결과 해석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검증

∙결론 도출

<그림 2> 연구 차

가설 5.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자기

조 학습의 동기조 능력은 정보문

해능력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자기

조 학습의 행동조 능력은 정보문

해능력에 향을 미칠 것이다.

3.2.2 독립변인과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개념은 인지조 능력, 동기조

능력, 행동조 능력이다(<표 2> 참조). 본 연

구에서 “정도”란 학습자가 사용하는 자기조

학습 인 생각과 행동을 주 으로 인식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 학습에 한 변인을 측

정하는 도구는 양명희(2000)가 고등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자기조 학습 측정도구를 본 연

구에 맞게 “공부하는”을 “정보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문항을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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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개념 독립변인 측정변인  조작  정의

인지조

능력

인지 략 

사용정도

∙시연 사용정도, 정교화 사용정도, 조직화 사용정도

  ① 시연 사용정도: 정보가 장기기억에 장되도록 반복해서 말하거나 읽어보기를 사용하는 

정도

  ② 정교화 사용정도: 학습해야 하는 정보에 그것과 련된 다른 정보를 첨가하는 략의 

사용정도

  ③ 조직화 사용정도: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여러 개의 범주로 나 어 재조직하는 행동의 

정도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

∙계획 사용정도, 검 사용정도, 조  사용정도

  ① 계획 사용정도: 어떤 략과 정보처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한 계획을 수립하는 략의 

사용정도

  ② 검 사용정도: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인지활동 략의 사용정도

  ③ 조  사용정도: 자신의 인지활동을 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되돌아가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읽는 속도를 이는 략의 사용정도

동기조

능력

숙달목 지향성 

인식정도

∙새로운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지향하고 과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능력을 향상하고 숙달을 

인지하는 정도

자기효능감 

인식정도
∙특정 목 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인지능력에 한 자신감을 인식하는 정도

성취가치 

인식정도
∙주어진 학습을 가치있게 인식하는 정도

행동조

능력

행동통제 

사용정도
∙여러 어려움에 부딪 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계속해 나가는 행동의 사용정도

도움구하기 

사용정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보다 더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의 사용정도

시간 리 

사용정도
∙효과 으로 학습하기 한 시간 배분의 사용정도

<표 2> 독립변인의 조작  정의

게 읽지 않고 체크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동

일한 변인에 해당되는 문항이라 하더라도 불연

속 으로 배치하 다. 한 비슷한 질문에 습

으로 답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 도 있다. 

이는 질문순서효과에 근거한 방법으로 조사과정 

에 질문의 순서가 의도 이지 않더라도 응답

자에게 미치는 향을 의미하며 두 가지 이상의 

질문에 일 된 모습으로 답변 하는 것을 말한다

(Schuman, Presser and Ludwig 1981). 

인지조 능력의 측정은 학습자가 학습할 때 

보이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

는지를 질문하고 응답자들은 이 방법을 얼마

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동기조

능력의 측정은 학습자가 학습에 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질문하고 응답자들은 자

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게 된다. 동

기조 능력이 정의 인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

라면 행동조 능력은 ‘실천한다’, ‘물어본다’, ‘찾

아본다’와 같이 구체 인 행동을 표 하는 동사

만을 사용하여 실제 행동을 측정한다. 행동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구체 인 학습 행동으

로서 각 문항은 행동의 강도를 질문하고 응답자

들은 자신이 보이는 행동의 정도에 해당되는 칸

에 체크하게 된다. 독립변인의 측정문항은 인지

조  18문항, 동기조  15문항, 행동조  14문항

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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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개념 독립변인 문항번호 문항 수

인지조

능력

인지 략 사용정도

① 시연 사용정도: 5, 12, 15

② 정교화 사용정도: 6, 9, 13

③ 조직화 사용정도: 2, 7, 16

9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

① 계획 사용정도: 1, 3, 10

② 검 사용정도: 11, 14, 17

③ 조  사용정도: 4, 8, 18

9

동기조

능력

숙달목 지향성 인식정도 19, 22, 27, 29, 31 5

자기효능감 인식정도 20, 23, 25, 28, 30 5

성취가치 인식정도 21, 24, 26, 32, 33 5

행동조

능력

행동통제 사용정도 35, 40, 42, 45, 46 5

도움구하기 사용정도 37, 39, 41, 43, 47 5

시간 리 사용정도 34, 36, 38, 44 4

합계 47

<표 3> 독립변인 측정도구 문항구성

3.2.3 종속변인과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개념은 정보문해에 한 태도

와 정보문해 능력이다. 정보문해능력은 정보요

구에 맞는 한 정보자원을 선정하고 윤리

으로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문해의 과

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여 매우 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량  측정이 가능한 정보문해

능력 요소에 한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정보문해

에 한 태도의 “인식수 ”이란 학습자가 정보

문해에 한 태도를 주 으로 인식하는 척도

이다. 정보문해능력의 “수 ”이란 문항에 한 

정답을 체크하여 수로 나타나는 척도이다(<표 

4> 참조).

종속개념 종속변인 조작  정의

정보문해에 

한 태도

정보활용 인식수
∙정보과제를 해결하고 합리 인 결정을 내리기 해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수

정보기술 인식수
∙정보과제를 해결하기 한 기술(검색어 작성, 정보원 선택, 검색 략 수립, 정보원 

근, 평가, 활용)에 한 인식수

정보문해능력

주제개발 수
∙과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상  주제와 하  주제의 계층 인 

계를 식별하는 수

정보원식별 수
∙정보원의 각 유형을 이해하고 정보과제를 해결하기 해 가장 생산 인 정보원과 

탐색 도구를 선택하는 수

정보검색 수 ∙주제 탐색도구에 합한 검색 략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수

정보평가 수 ∙정보의 정확성, 권 , 용 범 , 련성을 식별하는 수

정보이용 윤리 수
∙올바른 인용법을 알고 지 재산권(특허 작권, 공정 이용, 표 )의 개념을 이해하

는 수

<표 4> 종속변인의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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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해에 한 태도의 측정도구는 배경재

(2009)가 Neely Test를 참고하여 제작한 문항

을 사용하 다. 정보문해에 한 태도는 Doyle 

(1992)이 말한 정보문해자 즉 정보인의 특성으

로 10가지 정보문해 기술에 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이다. 측정문항은 정보활용 인식수  2문

항, 정보기술 인식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표 5> 참조).

정보문해능력의 측정도구로는 탐구할 주제

를 선정하고 탐구주제에 합한 정보원을 식별

하며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이용 윤리의 수

까지 종합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한 ILILE의 

TRAILS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TRAILS는 Kent State University Libraries 

(2013)가 운 하는 로젝트로서 ․ ․고

등학생들의 정보문해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개발한 측정도구이다. 정보문해능력 측정도구

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는 어로 

된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고등학생이 이

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 다. 

3.2.4 학교도서  로젝트학습 구안  용

본 연구는 사후연구에 해당되지만 정보과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조 학습이 

일어나는지 심층 인 분석을 하여 로젝트학

습을 설계하고 수업을 실시하는 것까지 연구활

동에 포함하 다.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의 실

시는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기조 학습

이 우수한 학습자는 정보문해에 해 어떤 태도

를 보이며 정보문해능력은 어떤 수 인지 실제

인 모습을 찰할 수 있었다. 한 자기조 학

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

는 무엇인지 실증 인 상황을 통하여 자기조

학습과 정보문해의 계를 통찰할 수 있었다.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은 서울 등 학

교도서  교육연구회의 ‘학교도서  력수업 

실천 ’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도서 에서 2014

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 다(<표 6> 참조). 

연구에 참여한 4개 학교도서 의 사서교사는 

로젝트학습에 한 연수를 이수하 으며 수

업의 차와 내용을 인터넷 카페(http://cafe.n

aver.com/lib2013) 게시 에서 공유하 다. 학

교도서  로젝트학습의 구안은 로젝트학

습 목 , 선수학습(prerequisite learning), 학습

목표, 지도상의 유의 , 수업 실시, 평가로 설계

하 다.

종속개념 종속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정보문해에 한 태도

정보활용 인식수 1, 2 2

정보기술 인식수 3, 4, 5, 6, 7, 8, 9, 10 8

소계 10

정보문해능력

주제개발 수 1, 2, 3, 4, 5 5

정보원식별 수 6, 7, 8, 9, 10 5

정보검색 수 11, 12, 13, 14, 15 5

정보평가 수 16, 17, 18, 19, 20 5

정보이용윤리 수 21, 22, 23, 24, 25 5

소계 25

<표 5> 종속변인 측정도구 문항구성



자기조 학습 요소가 고등학생의 정보문해에 한 태도와 정보문해능력에 미치는 향  173

학교명 교과 주제 차시 수업시기

A

사회 학 신문 만들기 2차시 4.7.～4.18.

문학 시화 만들기 2차시 5.1.～5.14.

세계지리 여행계획 세우기 1차시 6월

보건 청소년 성문제 3차시 11월

B

사회 정보활용능력 1차시 5.27.～6.2.

가정 성인병 방 3차시 5.25.～6.16.

사회 여가생활의 계획 3차시 10.6.～10.23.

사회 세계화와 상호의존 3차시 10.24.～10.30.

가정 결혼과 육아 3차시 11.3.～11.14.

기술 미래 기술 직업 3차시 11.10.～11.27.

C

공통 도서  정보탐색 4차시 3월

사회 사회 상의 분석 4차시 4.15.～5.20.

사회 사실과 가치 6차시 5월

한국사 인물 탐구 로젝트 6차시 10월

D

국어 유충렬  거리 이해 3차시 3.31.～4.11.

보건 성상품화 이해 2차시 4.10.～5.13.

보건 감정과 스트 스 리 4차시 6.9.～7.12.

음악과생활 다양한 음악 장르 6차시 8.25.～9.19.

<표 6> 로젝트학습 수업 내용

3.2.5 피연구자 선정  데이터 수집

정량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루어졌다. 데이터 

수집 상은 2014년에 학교도서  로젝트

학습을 실시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하 다. 

모집단은 연구에 참여한 4개 고등학교의 1학

년 학생 1,587명으로 하 으며,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 가운데 임

의  표본추출 방법으로 각 학교에서 100명씩 

총 4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 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포하여 344부가 회수 되었고 락

된 답변  결측값이 있는 13부를 분석 상에

서 제외하여 331부가 최종 으로 분석 상이 

되었다. 

3.3 정성  연구방법

3.3.1 정성  연구의 차

정성  연구방법으로는 면 조사연구, 찰

연구, 문화기술지 등의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심층면 을 이용하 다. 정량 인 연구

에서는 변인 간의 향 계를 검증할 수 있지

만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에 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따

라서 학습자의 개인 인 특성으로서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

유는 무엇인지 정성 인 연구를 통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성  연구방법을 

용하는 목 은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

서 실제 으로 일어나는 자기조 학습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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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공하지 않은 실제 인 모습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

치는 심층 인 이유를 악하는데 있다.

정성  연구의 차는 피연구자 선정, 측정

도구 선정, 심층면  실시, 면  내용 분석의 순

서로 진행하 다(<그림 3> 참조). 

3.3.2 정성  연구의 피연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동질성(homogeneous) 표집

법을 용하여 자기조 학습과 정보문해에 

한 태도와 정보문해능력의 종합 수 상  30%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 다. 학교도서  로젝

트학습에서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를 악하기 해서는 주

제개발 수 , 정보원식별 수 , 정보검색 수 , 

정보평가 수 , 정보이용윤리 수 이 높은 학습

자의 인지활동과 심리 인 감정, 외면 인 행동

을 종합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 학교에서 각 2명씩 8명을 선정하여 

심층면 을 실시한 이후에 새로운 토픽이 발견

되지 않을 때까지 추가 인 면 을 실시하는 방

법으로 총 13명을 면 하 다(<표 7> 참조).

3.3.3 정성  연구의 데이터 수집

심층면 은 도입부분, 설명부분, 결론부분, 

종결부분의 차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도입부

분의 인사를 나 는 단계에서 연구자가 피연구

자의 입장이 되어 감정이입을 하는 라포를 형

성하 으며,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의 주제

와 활동 내용을 질문하면서 학습 경험을 회상

하도록 하 다. 설명부분에서 면 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가능

한 개방형 질문을 하 다. 피연구자로부터 답

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꾸를 하는 

등의 극 인 경청을 하 으며, 답변을 구체

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격려를 하

연구 차 주요 내용

피연구자 선정
∙동질성 표집법을 용

∙정보문해 종합 수의 상  30% 내에서 임의 으로 선정

측정도구 선정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 에 합당한 질문지 선정

∙추가질문과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반구조  면  질문지 제작

심층면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개방  질문

∙면 의 모든 화를 녹음하고 문서로 작성함

면  내용분석
∙내용분석방법 용

∙개방  코딩으로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이유 도출

<그림 3> 정성  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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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름 성별

자기조 학습 정보문해

인지

조

동기

조

행동

조
평균

정보문해에

한 태도

정보문해

능력

종합

수

1 오○재 남 3.67 3.73 4.00 3.79 3.70 4.2 7.9

2 이○빈 남 3.33 3.80 3.00 3.38 3.70 4.2 7.9

3 김○헌 남 3.44 3.47 2.64 3.21 3.40 4.2 7.6

4 한○석 남 3.78 4.33 3.86 3.98 4.50 4.4 8.9

5 김○민 여 3.72 4.07 3.21 3.68 4.20 3.8 8.0

6 양○정 여 3.33 3.20 3.14 3.23 3.70 3.8 7.5

7 정○원 남 2.83 3.60 3.07 3.15 3.90 4.2 8.1

8 정○형 남 2.78 3.00 3.00 2.91 3.90 3.6 7.5

9 이○ 남 4.78 4.60 4.07 4.51 4.50 4.2 8.7

10 권○ 남 2.94 4.00 3.21 3.36 3.70 4.6 8.3

11 오○빈 남 3.72 3.93 2.64 3.47 3.70 4.2 7.9

12 고○석 남 4.22 4.00 3.79 4.02 3.40 4.2 7.6

13 김○ 남 2.78 2.87 2.29 2.66 3.60 4.2 7.8

<표 7> 정성  연구의 피연구자 선정

다. 결론부분에서 심층면 의 주요내용을 재 

진술하고 추가 질문  답변을 하 다. 종결부

분에서 녹취록을 확인하는 일시와 방법을 안내

하고 감사인사를 하는 것으로 심층면 을 종료

하 다.

심층면  질문지는 한희 (2002), 안미경

(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심층면 에서는 자

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하여 Dervin 

(1986)이 제시한 개방형 질문 방법을 용하

다. 개방형 질문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 반

될 수 있으며, 피연구자로부터 범 한 답

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합하다. 

개방형 질문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

하 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와 같

이 피연구자의 생각과 행동을 구체 으로 표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피연구자에게 부연 설

명을 요청하거나 추가 인 질문을 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최 한 표 할 수 있도록 유도

하 다. 

인지조  역에서는 정보과제를 해결하기 

해 계획하고 종합 으로 상황을 단할 때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했는지 질문하고, 동기조

 역에서는 정보과제 해결에서 과정의 요

성과 자신감의 정도, 정보문해능력의 가치에 

한 을 묻는 질문을 하 다. 행동조  

역에서는 행동을 통제하고 시간을 리하고, 도

움을 구할 때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했는지 질문

하 다.

심층면 은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

지 면 면 과 화, 이메일을 사용하여 면

을 하고 녹취록 확인  추가질문은 이메일을 

통하여 실시하 다. 면 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내외이며 녹음시간은 9분부터 14분까지 면 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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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정성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정성 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연구 참여 학교의 사서교사 4인에게 질문지를 

검토 받았다. 녹음자료를 문서로 작성한 후에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참여자 검토 

기법을 용하여 문서자료의 내용을 심층면

에 참여한 피연구자에게 확인받았다. 한 피

연구자의 진술이 내  일 성을 갖추었는지 피

연구자들 간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여 상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 다. 검토결과 피연구자

들의 의견이 체 으로 일치하 다.

3.3.5 정성  연구의 데이터 정리  분석

심층면 으로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으로 개방  코딩을 실시한 후 

분석하 다(Struass and Corbin 1990). 개방

 코딩은 카테고리 선정에 제한이 없어 상

의 구조를 분석하기 합한 방법으로, 녹취록

에서 반복 으로 보이는 정보문해와 련이 있

는 자기조 인 표 을 추출하고 일정한 코드

를 부여하여 자료를 범주화하 다. 본 연구의 

코딩작업은 세그멘트, 기코딩, 심층코딩의 단

계로 진행하 다. 첫째, 심층면  문서를 익숙

해질 때까지 반복 으로 읽고 코딩 단 들에 

한 범 를 설정하 다.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

해에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 표 에 을 고 번호를 부여하는 세그

멘트 작업을 하 다. 둘째, 세그멘 된 자료에

서 반복 으로 보이는 표 에 코드를 부여하는 

기코딩을 하 다. 셋째, 코드에 명칭을 부여

하여 목록으로 작성하는 템 릿 분석을 하 다. 

넷째, 심층코딩을 통하여 정보문해와 련이 있

는 자기조 학습 요소와 련되어 의미 있는 코

드를 요약  분류하고 범주화 하 다. 다섯째, 

질  분석의 결과물인 주제를 생성하 다(강

숙 2013).

3.4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사후연구로서 독립변인이 이미 발

생한 후이므로 역사, 성숙, 보상 등의 외 변인

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자기조 학습

의 과제인식, 학습신념의 통제, 시험불안, 복습 

등의 변인을 모두 반 하고 있지 못하다. 연구 

참여 학교는 도시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지역, 연령, 지능, 성별 등의 측면에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4. 데이터 분석방법  연구결과

4.1 데이터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2개 이상

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 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다 회귀분석을 용하 다. 정보문해

능력이 정답과 오답의 수로 표시되어 0 이 

있지만 이는 이 아니라 정보문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으로 정한 수인 0 에 

해당된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

반 으로 용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

하 고, 타당성 검증은 확인  요인분석(CFA)

을 사용하 는데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은 통계 소 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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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 SPSS 12와 AMOS 18을 사용하 다.

자기조 학습을 측정하는 문항은 자기 보고

식 문항이며 척도는 서열척도로서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우 그 지 않

다’와 같이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측정

문항은 인지조  18문항, 동기조  15문항, 행

동조  14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문항수에 차이가 나

는 문제는 평균값을 용하여 해결하 다. 

정보문해에 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자

기 보고식 측정이며 서열척도로서 문항은 ‘매

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매

우 그 지 않다’와 같이 Likert 5  척도로 측

정하 다. 측정문항은 정보활용 인식수  2문

항, 정보기술 인식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문항수에 차이가 

나는 문제는 평균값을 용하여 해결하 다.

정보문해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선택형 문

항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하게 되

며, 정답이면 1 , 오답이면 0 을 부여하 다. 

이정연, 정동열(2005), 김태훈(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보문해능력의 각 역별 수는 5  

만 으로 하 다.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평균값

을 용하여 분석하 다.

수집된 데이터를 개 으로 악하기 하

여 이스 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왜도와 첨도의 값을 구하 다. 변인 

측정을 Likert 5  척도로 하 으므로 표 편

차가 3.0 이상, 왜도의  값이 3.0보다 큰 경

우 그리고 첨도의  값이 8.0 이상이 없기 때

문에 개별 측정변인들은 체로 정규분포인 것

으로 볼 수 있다(<표 8> 참조).

구 분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왜도 첨도

인지조 능력

인지 략 사용정도 331 1.44 5.00 3.300 0.596 0.033 0.052 0.102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
331 1.67 5.00 3.449 0.579 0.032 -0.049 0.173 

동기조 능력

숙달목 지향성 

인식정도
331 1.40 5.00 3.376 0.710 0.039 0.001 -0.339 

자기효능감 인식정도 331 1.80 5.00 3.355 0.683 0.038 0.196 -0.352 

성취가치 인식정도 331 1.40 5.00 3.530 0.666 0.037 -0.004 -0.133 

행동조 능력

행동통제 사용정도 331 1.60 5.00 3.329 0.663 0.036 0.183 -0.176 

도움구하기 사용정도 331 1.40 5.00 3.511 0.627 0.034 0.021 -0.028 

시간 리 사용정도 331 1.25 5.00 3.093 0.619 0.034 0.565 0.674 

정보문해에 한 

태도

정보활용 인식수 331 2.00 5.00 3.773 0.594 0.033 0.084 0.138 

정보기술 인식수 331 1.75 5.00 3.677 0.585 0.032 0.081 0.408 

정보문해능력

주제개발 수 331 .00 5.00 3.163 1.187 .065 -0.188 -0.737 

정보원식별 수 331 .00 5.00 3.079 1.214 .067 -0.520 -0.242 

정보검색 수 331 .00 5.00 2.508 1.234 .068 -0.241 -0.577 

정보평가 수 331 .00 5.00 2.091 1.172 .064 0.175 -0.548 

정보이용 윤리수 331 .00 5.00 2.631 1.222 .067 -0.087 -0.499 

<표 8>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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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 검증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자기조 학습 

요소가 정보문해에 한 태도와 정보문해능력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모형의 향 계를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9> 

참조).

가설 5-2와 가설 6-2가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동기조

과 행동조  변인이 정보원 식별 변인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 원

인은 학습자에게 생소한 용어 때문에 정보원

의 각 유형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문항에 제

시되어 있는 정보원에 해 학습 받지 않았고, 

문항을 읽을 때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악된다. 이런 으로 보아 

학교도서  정보문해교육에서 사서교사는 정

보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길라잡이로서 패

스 인더를 개발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해야하

며 주제별 정보원과 참고자료의 종류  활용

에 해 자세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연번 가 설 결과

1-1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는 정보활용 인식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는 정보기술인식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 숙달목 지향성,자기효능감,성취가치정도는 정보활용 인식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숙달목 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정도는 정보기술 인식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 행동통제, 도움구하기, 시간 리 사용정도는 정보활용 인식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행동통제, 도움구하기, 시간 리 사용정도는 정보기술 인식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1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는 주제개발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2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는 정보원식별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3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는 정보검색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4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는 정보평가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5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는 정보이용윤리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1 숙달목 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인식정도는 주제개발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2 숙달목 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인식정도는 정보원식별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3 숙달목 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인식정도는 정보검색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4 숙달목 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인식정도는 정보평가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5 숙달목 지향성, 자기효능감, 성취가치 인식정도는 정보이용윤리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1 행동통제, 도움구하기, 시간 리 사용정도는 주제개발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2 행동통제, 도움구하기, 시간 리 사용정도는 정보원식별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6-3 행동통제, 도움구하기, 시간 리 사용정도는 정보검색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4 행동통제, 도움구하기, 시간 리 사용정도는 정보평가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5 행동통제, 도움구하기, 시간 리 사용정도는 정보이용윤리 수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9>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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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성  연구결과

심층면 의 녹취록에서 정보문해와 련이 있

는 자기조 학습 요소와 심층 인 이유를 내포

하고 있는 표 에 을 고 번호를 부여하는 세

그멘트 작업을 하고 코드를 부여하는 코딩을 실

시하 다.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

치는 심층 인 이유는 동학습, 정보환경에 

한 경험, 시간 운 , 정보문해교육에 한 노출, 

동기유발, 교사와의 계, 만족지연, 사 지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심층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력하 다.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

에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는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정보과제를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 해결하는 동학습 때문으로 나타났다.

정보환경에 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매체와 신뢰도가 높은 정확한 정보

자원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자신의 상태를 검

하고 자신감도 높았다. 도서 의 자료를 능숙하

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정보탐색 략을 

연번 요인 표  요약 빈도

1 동학습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잘 

∙ 원들끼리 서로

∙힘든 부분은 친구들과 같이

26

2 정보환경에 한 경험

∙서 을 먼  찾았고 인터넷을 이용

∙도서 의 도서와 컴퓨터를 이용

∙검색엔진에서 검색범 를

∙잘못된 정보와 옳은 정보를 구별

∙검색 키워드만 열 번씩 바꾸면서 

16

3 시간 운

∙제한된 날짜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한 내에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

∙시간을 리하기 해

∙시간 인 부담이 있으니까

15

4 정보문해교육에 한 노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서

∙수업을 통해서 배운 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친숙함이 있어서

13

5 동기유발

∙그게 제일 재미있었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흥미와 심이 있어서

9

6 교사와의 계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께서 알려 주신 사이트에서
8

7 만족지연
∙과제를 끝내는 것이 먼 이기 때문에

∙먼  정보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6

8 사 지식
∙배경지식이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4

<표 10> 정성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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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했던 정보환경에 한 경험이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정보과제 해결을 

끝내야 한다는 시간 규정 때문에 자신의 생각

과 행동을 조 하 다. 정보문해 활동에서 

무 짧은 시간이 주어지면 정보탐색  정보해

석을 하는데 인지 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시간을 무한정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기 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

제의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정해

놓는 시간 운 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학습자는 정보탐색  정보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던 경험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

아지고 도움구하기를 활발하게 하 다. 정보문

해를 교육받았던 경험이 정보과제 해결에 한 

거부감을 사라지게 했으며 잘 할 수 있다는 자

신감과 극 인 정보탐색의 형태로서 정보문

해교육에 한 노출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흥미는 정보과제 해결의 성패를 좌

우하는 요한 핵심으로 작용하 다. 학습자의 

흥미를 끄는 정보과제가 제시되어 극 인 참

여를 이끌어내는 동기유발이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는 문가  상담자로서 학습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효과 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자원에 한 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언제라도 쉽게 질문할 수 있는 친근한 교사와의 

계가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정보과제와 련이 없는 정보를 탐

색 상에서 제외하는 인내심을 발휘하여 자신

의 행동을 통제하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억

제하 다. 순간 인 충동을 억제하고 정보과제

를 해결하는데 집 하려고 노력하며 과제를 완

수한 이후에 개인 인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만

족지연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주어진 정보과제에 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하 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가 요한 역할을 하는 사 지식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제언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에서 학습자의 개

인 인 특성이 정보문해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해서는 인지 , 사회 , 심리 인 요소

를 융합하는 종합 인 의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 인 의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

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 인 능력뿐만 

아니라 교사, 학습방법, 학습자료, 동료 학습자 

등 학습환경과 상호작용하기 하여 사회 , 

심리 인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인지 , 동기 , 행

동 인 측면을 종합 으로 살펴보기 하여 사

회인지이론을 이론 인 배경으로 하는 자기조

학습 요소가 정보문해에 한 태도와 정보문

해능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한 자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

는 심층 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 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신의 정보요구를 악하고 정보문해

의 체 인 상황을 악할 수 있는 종합 인 

사고능력으로서 인지조 능력이 정보문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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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와 정보문해능력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략 사용

정도, 메타인지 략 사용정도가 정보활용 인식

수 , 정보기술 인식수 , 주제개발 수 , 정보

원식별 수 , 정보검색 수 , 정보평가 수 , 정

보이용윤리 수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새로운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지향하고 

자신의 능력에 한 자심감이 우수하며 정보문

해를 가치있게 여기는 동기조 능력이 정보문

해에 한 태도와 정보문해능력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

목 지향성 인식정도, 자기효능감 인식정도, 성

취가치 인식정도가 정보활용 인식수 , 정보기

술 인식수 , 주제개발 수 , 정보검색 수 , 정

보평가 수 , 정보이용윤리 수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기조 능력이 정보원식별 수 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정보과제 해결을 방해하는 유혹으로부

터 자신을 억제하고 시간을 효율 으로 사용하

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원에게 극

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조 능력이 정보문

해에 한 태도와 정보문해능력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통

제 사용정도, 도움구하기 사용정도, 시간 리 사

용정도가 정보활용 인식수 , 정보기술 인식수

, 주제개발 수 , 정보검색 수 , 정보평가 수

, 정보이용윤리 수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동조 능

력이 정보원식별 수 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정량

인 연구와 정성 인 연구를 상호보완 으로 실

시하 다. 정성 인 연구에서는 반구조  면

법을 사용하여 심층면 을 실시하 으며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개방  코딩을 실시한 후 자

기조 학습이 정보문해에 향을 미치는 심층

인 이유를 도출하 다. 정성 인 연구의 결

과 학습자가 자기조 학습을 하는 심층 인 이

유는 동학습, 정보환경에 한 경험, 시간 운

, 정보문해교육에 한 노출, 동기유발, 교사

와의 계, 만족지연, 사 지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 학습능력이 정보문해에 한 태도

와 정보문해능력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학교도서  로젝트학습은 학습자가 

주체 으로 자신의 정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으로 학습자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

자의 상태를 악하려는 연구가 지속 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정보문해에 한 태도와 정보

문해능력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특성을 종

합 으로 고려하는 자기조 학습은 빠르게 변

하고 있는 정보환경에서 요한 변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 학습의 인

지조 , 동기조 , 행동조  요소를 모두 포함

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인지 , 정서 , 심리

인 측면을 융합 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도서  교육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자신을 조 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요하게 두되고 있다. 정보과제를 해

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주체 으로 지식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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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주의집 을 방해하는 유혹을 억

제하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소극 인 학습

태도도 요한 장애요인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정보를 효과 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자기조 학습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교수-학습 략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

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개인 인 특성으로

서 자기조 학습을 연구 상으로 삼았으며 학

습환경  정보환경으로서 학교도서 의 시설, 

자료, 로그램 등의 변인은 고려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향을 미칠 수 있

는 학교도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자

기조 학습을 돕고 나아가 정보문해능력을 신

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에서 집단으로 

로젝트학습을 실시하는 수업 환경을 상으로 

삼았으며, 웹을 기반으로 정보문해를 학습하는 

e러닝  온라인 튜토리얼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 까지 정보문해교육을 한 온라인 튜토리

얼에 한 연구는 정보문해교육 모델을 개발하

는 연구(윤상림 2005; 남궁정아 2010)와 온라

인 정보문해교육의 효과  만족도에 한 연구

(권선  2005; 박수희, 최성우 2006)가 이루어

져 왔다.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교육이 확

되고 있는 교육계의 동향을 고려했을 때 후속

연구로서 정보문해를 학습하는 e러닝  온라

인 튜토리얼에서 자기조 학습의 요소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Mira 

costa High School(2015), St. Andrew's Upper 

School(2015)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문해

교육을 한 e러닝  온라인 튜토리얼에 학습

자의 상태  유형을 고려하여 상이한 메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할 때 자기조 학습 요소를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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