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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과 교사의 과업에 따른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제안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지역 13명의 사회과 교사를 상으로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 고, 수집한 자료는 Leckie, 

Pettigrew and Sylvain의 정보추구모형을 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사회과 교사의 정보요구는 업무 역할과 

과업에 따라 내재   외재  동기에 의해 발생하 다. 그리고 정보요구의 성질인 반복성, 측 가능성, 긴 성, 난이성은 

정보추구행태에 향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 교사는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해 웹 정보, 도서정보, 인 정보 

등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원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신뢰성, 정보의 질, 정보제공 

형태, 앞선 정보탐색 성공 경험 여부 등이 식별되었다. 나아가 정보원에 한 인식 변화를 비롯하여 정보원 이용 빈도를 

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 로 사회과 교사를 한 정보서비스로 다양한 유형의 자료 통합제공 서비스, 정보 리터러시 

교육, 인  네트워크 서비스, 도서추천서비스 등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educational information services for social science teachers by analyzing 

thei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e author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with thirteen social science 

teachers in Daejeon and analyzed them using a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model of Leckie, Pettigrew 

and Sylvain.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needs of social science teachers arise from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s according to their work roles and tasks. Also,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needs such as repeatability, predictability, urgency, and complexity appear to influenc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e participants used various information sources including web, book, and interpersonal sources. 

Moreover, the study observed some factors that may influence perception toward information sources such 

as trustworthiness, information quality, packaging, prior success experience. Finally, the perception change 

and use frequency of information sources were also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proposed 

information services for social science teachers including integrated information provision services, 

information literacy programs, networking services and readers adviso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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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 시 는 다양한 미래 역량을 갖

춘 인재가 요구된다. OECD(2005)에서는 21세

기를 살아갈 미래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

량으로 타인과 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창의

력과 비  사고능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최

근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시  요구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강조

하고 있다. 공교육은 학생들의 업  소통능

력 함양에 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다양한 교육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역량의 상당 부분은 사회과의 교

육 목 인 민주시민 양성과 유사하다. 사회과

는 학습자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역량을 키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교과

이다. 즉,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창의 이고 비

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의사결정  

업능력을 강조한다(황홍섭 2019). 이를 해 

사회 구성원들의 실제 생활과 련된, 사회  

이슈를 제공하여 서로 립 되는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사고력을 기르고 민주

 가치를 이해시키는 특징을 가진다(박윤경, 

이승연 2016).

사회과 교사는 사회과의 교육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다양한 로젝트와 토

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 시켜, 

실의 문제와 련된 실제 인 의사결정과 소

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하기 해 노력한다(한춘희, 이경

윤 2014).

사회과 교사들이 사회과 교육의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지원

하기 해서는 그들의 과업에 한 이해와 더

불어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해 어떤 정보

요구가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해 어떠

한 정보원을 활용하는지 등을 악하는 정보행

태 연구가 필요하다.

지 까지 다양한 문직의 정보행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의사(홍기선 2008), 연구

자(최은주 1996), 변호사(김지 , 서은경 2015) 

등의 정보행태 연구가 시행된 바 있으며, 등

교사(김정미 2010), 등교사(길상붕 2008), 과

학교사(이은솔 2016)를 상으로 한 연구도 수

행되어 왔다. 한 해외에서도 술  인문학 

교사(Tahir, Mahmood, and Shafique 2008), 

과학교사(Khan et al. 2014)를 상으로 한 연

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회과 교사들의 정

보추구행태를 체계 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학습자의 미래 핵심 역량 개발이 

사회과와 한 련성이 있는 바, 사회교사

의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수 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ckie, Pettigrew 

and Sylvain의 정보추구모형(이하 Leckie 정

보추구모형)을 바탕으로 사회과 교사들의 정보

추구행태 즉, 정보요구, 주요 정보원, 정보탐색 

결과에 따른 탐색행태 변화를 조사하여 이들을 

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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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선행 연구

2.1 이용자 정보행태 정의  범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는 이용자

의 정보요구가 발생한 시 부터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목 에 따라 이용하

는  과정을 포함한다. 일반 으로 정보추구

는 정보요구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라 할 수 있으며 정보요구의 개념과 하게 

연 되어 있다(유사라 2015).

Wilson(2000)은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

를 정보원과 계된 능동 이고 수동 인 정보

추구  정보이용을 포 한 인간행태의 총체로 

정의하 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

통은 물론이고 TV 시청이나 신문 구독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정보행태의 개념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추구행태

의 개념이 포함되며 이는 정보원에 근해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에 한 행태이다. 즉, 의

도 으로 특정 목 을 달성하기 해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며 도서 이나 신문, 웹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 정

보추구행태 하  개념으로 정보탐색행태를 언

하 는데, 이는 정보이용자와 여러 정보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 인 수 의 행

태로 컴퓨터 기반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나 

도서자료를 선택하는 과정의 지  행   정보

의 합성을 단하는 모든 행 가 포함된다. 

즉, 정보행태는 정보추구  이용에 한 포

인 분야이고 정보추구행태는 정보를 찾아 

근하는 방법 인 측면에 집 하는 하  개념으

로 인식할 수 있으며 정보탐색행태는 이용자가 

정보시스템과 구체 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정보추구행태의 하 역이다(Wilson 

1999). 한 Case(2012)도 정보행태가 정보와 

련된 인간의 여러 행태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합하다고 지 하면서 정보요구, 정보

추구, 정보이용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

으며 정보에 비의도 으로 근하게 되는 수

동  행태와 정보를 추구하지 않기 해 극

으로 정보를 회피하는 목 인 행태까지 

포함하 다.

2.2 Leckie, Pettigrew and Sylvain(1996)의 

정보추구행태 모형

이용자 정보행태의 이론화를 시도한 연구 가

운데 표 인 것이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개발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심의 정보행태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

구에서는 체로 해외 연구자의 정보추구행태 

모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 으로 Wilson 

(1999), Krikelas(1983), Kuhlthau(1993), Leckie, 

Pettigrew and Sylvain(1996) 등의 정보추구

행태 모형이 있으며, 이들 모형은 정보추구행태

에 한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고 각 요소 간의 

계를 도식화하여 표 한다(사공복희 2003).

Leckie 정보추구모형은 다양한 문가들에

게 용 가능한 모형으로 엔지니어, 변호사, 의

사들의 정보 습 에 한 경험  연구를 바탕

으로 개발되었다. 해당 모형에서는 업무 역할

이나 업무 환경이 정보추구를 유발하는 주요 동

기로 언 되고 있으며 개인 습 이나 조직 문화 

등 여러 변수가 정보추구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이 모형에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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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할(Work Roles), 과제(Tasks), 정보요구의 

특성(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Needs), 

정보원의 인식(Awareness of Information), 정

보원(Sources of Information), 결과(Outcomes)

의 6개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Leckie, Pettigrew, 

and Sylvain 1996)(<그림 1> 참조).

<그림 1> Leckie 정보추구모형(Leckie, 

Pettigrew, and Sylvain 1996, 180)

문가에게 기 하는 업무 인 측면이 역

할(Work Roles)이며, 역할은 수행하는 과업

(Tasks)과 연 되어 있다. 즉, 이러한 역할과 

과업에 따라 정보요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요구의 특성이란 정보요구를 발생시킨 업

무 역할  과업에 해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정보요구의 맥락(내재  혹은 외재  동기)과 

성질(반복성, 측가능성, 요성, 난이성), 그

리고 정보요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자

의 개인  속성( , 나이, 직업, 분야, 경력, 지

리  치)을 악하는 것이다.

정보요구에 따라 정보원을 선택하게 되는 데 

정보원에 한 인식은 정보원 선택에 향을 

미친다. 정보원에 한 인식은 정보원에 한 

직․간  지식을 말하며 주요 변수로는 정보

원의 친숙성과 앞선 성공의 경험, 신뢰성, 정보

제공 형태, 시성, 비용의 효율성, 정보의 질

(세부 수 , 정확성 등), 근의 용이성 등이 있

다. 한 결과는 정보탐색의 결과이며, 최 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 특정 역할이나 과업과 

련된 요구의 종 일 수 있다. 반면 정보탐색

의 결과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다

른 정보탐색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2.3 Leckie 정보추구모형 용 선행 연구

Leckie 정보추구모형을 토 로 문직의 정

보이용행태를 악하려는 시도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있어 왔다. 국내에서는 김지 과 서

은경(2015)이 변호사를 상으로 실무수행에 

있어서 정보추구행태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

으며, 변호사의 경험이나 로펌의 규모 같은 

변수가 정보요구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변호사들은 문

헌 정보나 비공식 커뮤니 이션 보다 온라인 

정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종삼(2017)은 Leckie 정보추구모형에 근거

하여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여

러 법률가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

유하는 주석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을 제안하 다.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도 국내에서 실시

된 바 있다. 표 으로 이은솔(2016)은 학

논문에서 Leckie 정보추구모형에 기반하여 과

학과 교사의 교수활동과 련된 정보탐색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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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요인에 한 연구를 시행하 다. 과학

과 교사들은 정보요구 해결을 해 웹, 사람, 

도서 등의 정보원을 개별 으로 사용하거나 결

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과 교사들의 정보요구는 체로 수업과 

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해 발생하며 이를 해

결하기 해서 다양한 정보원에 근하고 여

러 단계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악

되었다.

해외에서도 Leckie 정보추구모형을 용한 

연구가 꾸 히 수행되었다. Wilkinson(2001)

은 Leckie 정보추구모형을 이용하여 변호사들

이 업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보원

을 조사하고, 진보된 형태의 문가 정보추구 

행동 모형에 해 제안하 다. Baker(2005)는 

Leckie 정보추구모형을 이용하여 매춘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경찰 의 정보추구행태에 해 

조사하 다. 그 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Leckie 

모형이 경찰 의 정보요구에 한 과정이나 행

동을 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 한 바 

있다. Landry(2006)는 치과의사의 업무 역할

이 정보원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해 Leckie 정보추구모형을 용하여 12명의 

치과의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치과의사의 정보원 선택은 업무 역할과 크게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은 편리

하게 최신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에서 유

용한 정보원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는 표 으

로 Bitso(2011)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Leckie 

정보추구모형과 Savolainen, Wilson 모형을 

용하여 소토 지리교사의 업무 환경이나 정보

요구  정보검색 방식을 탐구하 다. 이 연구

를 통해 소토 지리교사들의 정보요구  정

보추구 패턴을 밝 냈으며 나아가 등 지리교

사들의 정보서비스를 설계하고 구 하는 다양

한 정보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다.

이와 같이 Leckie 정보추구 모형을 용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변호사, 법률가, 경찰 , 치

과의사 등의 문직을 상으로 활발하게 진행

된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를 상으로 수행된 

도 있으나 과학과 교사, 지리과 교사로 한정

되어 있었으며 사회과 교사를 상으로 한 연

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사회과 교사의 과업에 따른 정보

요구와 이를 해결하기 해 교사들은 어떤 정

보추구행태를 보이는지에 해 조사하 다. 특

히 사회과 교사들의 정보요구 특성, 선호하는 

정보원, 정보추구의 성공  만족도가 이후 정

보탐색에 미치는 향 등을 Leckie 정보추구모

형의 요소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사회과 교사의 

정보추구행태를 악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과 교사의 업무 역할  과업은 무엇

이며, 이에 따른 정보요구는 무엇인가?

2) 사회과 교사는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해 

어떠한 정보원을 이용하는가?

3) 정보추구의 성공  만족도는 이후 정보

추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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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면담지 구성

사회과 교사의 과업에 따른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기 해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개발하

다. 질문의 범주는 업무 역할  과업, 정보요구

의 특성, 정보원, 정보원의 인식, 결과로 구분하

여 설정하 다. 세부 인 질문 내용은 Leckie 

정보추구모형에 근거하 으며 <표 1>과 같이 

질문을 구성하 다.

3.3 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를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윤리, 일반사회 별로 공을 달리하지만, 

학교 장에서는 모두 사회과에 포함되며, 교사 

효과성이나 문성에 한 연구 한 사회과로 

통합되어 논의되고 있다(강  2013). 따라서 

연구 상자는 학교 장에서 사회과로 편재되

어있는 교사를 상으로 하 으며, 의도  표

본 추출법(Purposeful Sampling)을 용하여 

연구 상자를 구성하 다. 본 연구의 상자

는 정보요구에 한 의사 표 이 명확하고, 다

양한 정보원 이용 경험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 주제에 한 풍부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상자를 선정

하고 다음 상자를 추천받는 덩이 표본추출

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 

상자를 발굴하 다(유기웅 외 2018; 고성호 외 

2013).

면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출 하면 

기존 범주에 추가하여 반 하 으며 새로운 내

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론  포화상태에 이르

을 때 면담을 종료하 다. 그 결과, 총 13명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으며, 면담은 한 명

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들의 기본 정보는 <표 2>와 같다. 연구 상자

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에 면담 참여자에게

는 연구의 목 과 방법, 수집된 정보 보호, 연구

자의 심 사항에 해 상세하게 설명하 으며 

연구 수행을 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한 주 자가 소속된 학의 생명윤

리 원회로부터 연구에 한 승인을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 다. 

범주 질문 시

업무 역할  과업 교사로서 어떤 역할과 업무를 수행합니까?

정보요구의 특성
교사의 역할과 업무수행을 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합니까?

업무수행  정보가 필요했던 상황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해주세요.

정보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어디서) 찾으시나요?

정보원의 인식

정보를 찾기 해 이용하는 정보원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특정 정보원을 이용 시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 정보원을 통해 만족(혹은 불만족)한 결과를 얻게 된 경우 해당 정보원 이용에 향을 미칩니까?

결과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정보탐색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앞선 정보탐색의 결과가 추후 정보탐색 수행에 반 이 됩니까?

<표 1>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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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 성별 연령 경력 공 분야

T1 남 40 15년 윤리

T2 여 30 12년 지리

T3 여 20 1년 일반사회

T4 남 40 20년 역사

T5 여 50 35년 역사

T6 여 30 11년 지리

T7 남 30 10년 역사

T8 여 30 13년 일반사회

T9 남 30 13년 윤리

T10 여 20 1년 일반사회

T11 여 20 3년 일반사회

T12 남 20 1년 지리

T13 여 50 31년 지리

<표 2> 연구 상자 정보

자료 분석에 있어 업무 역할  과업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들은 Leckie 정보추구모형에 근

거하여 분석하 다. 즉, 업무 역할  과업, 정

보요구의 특성, 정보원, 정보원의 인식, 결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석 항목과 요소로 범주화하

여 정리하 다.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요소와 

세부요소로 구분하여 표로 요약, 정리하 으며, 

분석된 형태로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 

Leckie 정보추구모형에는 나타나지 않는 정보

탐색 방식과 정보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

인(교육 합성  효과성, 시간의 효율성, 과

거 경험, 근  제공)을 추가로 도출하 다. 

구체 인 분석 범   분석 항목과 요소에 

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범 분석 항목 요소

업무 역할  과업 업무 역할  과업 사회과 교사의 역할  업무

정보요구의 특성
정보요구 발생원인  맥락

정보요구를 발생시킨 업무 역할  작업

정보요구를 발생시킨 특정 상황

정보요구를 발생시킨 동기(내재 ․외재 )

정보요구의 성질 정보요구의 반복성, 측 가능성, 긴 성, 난이성

정보원 사용하는 정보원 사용하는 정보원의 종류와 방법

정보원의 인식
정보원 인식 향요인

앞선 정보탐색 성공 경험 여부

정보원의 친숙성, 신뢰성, 정보제공 형태, 시성, 비용의 효율성, 정보

의 질(세부 수 , 정확성 등), 근의 용이성

정보원 인식 변화 정보원 인식에 한 변화  과정

결과
성공 여부 정보탐색 결과의 성공 여부

피드백 정보탐색 결과 이후 탐색 수행에 반 되는 내용

<표 3> 분석 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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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담내용 정리

4.1 업무 역할  과업

업무 역할  과업이란 사회과 교사가 수행

하는 문  혹은 일상 인 업무를 말한다. 면

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과 교사의 업무 역

할  과업은 교수활동, 학교경 , 학생지도, 기

타로 구분되었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과 지도, 수업, 평가와 련된 교수활동과 학

년 업무, 교육과정, 각종 원회 등 학교운 에 

필요한 업무와 련된 학교경 은 모든 사회과 

교사가 언 하 다. 한 학 담임, 생활지도, 

인성 지도, 동아리, 상담 같은 학생지도가 악

되었으며 기타 동료교사 상담, 멘토와 같은 역

할을 수행한다는 응답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정보요구의 특성

4.2.1 정보요구 발생 원인  맥락

정보요구 발생 원인  맥락은 정보요구를 발

생시킨 업무 역할  과업, 동기로 구분되었다. 

사회과 교사의 업무 역할  과업에 따른 정보

요구 발생 원인은 교수활동, 학교경 , 학생지

도, 기타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먼  수업에 

필요한 자료 즉, 교수활동과 련된 정보요구를 

표출한 경우가 많았는데, 구체 으로 수업 비

에 있어 지도 자료나 구체 인 수치 자료( , 인

구 련)가 필요함을 언 하기도 하 다. 학교

경 과 련해서는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공문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을 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 으며, 학년을 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련된 상담  

법  처리 차에 한 학생지도 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진학지

도와 입제도와 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언 되었다.

정보요구를 발생시킨 동기는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 6> 참조). 

내재  동기는 사회과 교사가 스스로 정보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부분 교수활동과 

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수업 내용( , 시민

명 련)에 한 이해와 확인, 공 분야에 

한 문성 신장이 다수 확인되었다. 모르는 사

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유

희  측면이나 욕구 충족으로 인한 동기 유발

도 언 되었다.

외재  동기는 사회과 교사가 외부 인 요인에 

의해 정보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 역시 

교수활동과 련된 경우가 많았는데, 학생들의 

수업 흥미를 진하고 교과와 련된 질문에 응

하기 해 발생하는 경우가 언 되었다. 행정 

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업무 역할 

 과업

교수활동 교과 지도, 수업, 평가 13

학교경
업무 기획, 학년 평가, 각종 원회, 학교폭력, 교육과정, 일과, 방과 

후 수업 업무 등 각종 행정 업무
13 

학생지도 학 담임, 생활지도, 인성지도, 동아리, 상담 10

기타 동료 교사 상담, 멘토 1

<표 4> 업무 역할  과업의 세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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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정보요구 발생

원인  맥락

업무 역할 

 과업

교수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교과 련 지식 등 10

학교경 담당 업무, 보고서 작성, 공문처리 8

학생지도 담임, 학년 운 , 학교 규칙․규율, 학교폭력 4 

기타 입제도, 학정보 2

<표 5> 정보요구 발생 원인  맥락

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정보요구 

발생원인
동기

내재
교수활동

지식습득, 수업 내용 확인, 자기개발, 문성 신장, 수업 방법에 

한 정보요구
10

기타 유희  측면, 욕구 충족 2

외재

교수활동
동기 부여, 심 유발, 주의 환기, 이해 진, 정확한 지식 

달, 질문 응
9

학교경 행정 업무처리 2

기타 진로정보 제공 1

<표 6> 정보요구 발생 동기

업무를 처리( , 장학  제공 련)하거나 학생

이 요청하는 정보( , 진로 련)를 제공하기 

해 외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4.2.2 정보요구의 성질

정보요구의 성질로는 반복성, 측 가능성, 긴

성, 난이성이 식별되었으며(<표 7> 참조), 이

러한 요소는 교사의 정보추구행태에 향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소는 Leckie 

정보추구모형에 근거하 으며, 이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반복성은 사회과 교사들이 업무 역할  과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동일 과업이 반복되는지

를 의미한다. 매년 같은 교과를 지도하기 때문

에 활용 가치가 높은 수업 자료를 반복 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언 되었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작년에 시행했던 공문이

나 계획서 등을 매년 이용한다는 의견이 있었

다. 반면 교과 내용에 새로운 시 자료가 필요

함을 언 하기도 하 다.

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정보요구의 성질

반복성
반복 인 요구 4

새로운 요구 1

측 가능성 상된 요구 6

긴 성 긴 한 요구 2

난이성
어렵게 해결된 요구 6

쉽게 해결된 요구 8

<표 7> 정보요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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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가능성은 사회과 교사들이 업무 역할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상된 

것이었는지 상되지 않은 것이었는지를 의미

한다. 상된 요구는 교수활동과 련된 언 이 

많았는데 구체 으로는 꾸 한 독서를 통해 습

득된 지식을 교과 수업시간에 활용하거나 학생

들의 질문을 상하고 이에 비하기 해 정보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 가능성

을 언 한 교사들은 모두 13년 이상의 경력교사

로 나타났다.

긴 성은 사회과 교사들이 업무 역할  과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긴요하고 하게 정보가 

필요한 성질이나 정도를 말한다. 긴 하게 정

보가 필요한 경우는 업무처리와 련된 상황

( , 흡연 학생 실태 조사)이 언 되었으며 주

변 동료 교사나 나이스 업무 시스템을 주로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성은 사회과 교사들이 업무 역할  과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정보요구 해결

의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구체 으로 교육

인 내용과 재미가 포함된 학습 자료를 찾거

나 수능 시험과 련된 한 그래  자료의 

확보와 같이 교육과정에 합한 세부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인 측면에서도 구체 이고 실

제 인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언

되었다. 한 웹 페이지에 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인터넷 

자료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웹 주소가 변경되

면서 자료 근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악

되었다. 이처럼 높은 난이성이 나타나는 경우, 

웹 사이트와 동료 교사, 공 도서와 상자료 

등 다수의 정보원을 결합하여 정보요구의 해결

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한 정

보요구를 쉽게 해결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인터넷 검색( , 우리나라 기온 분

포)을 이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손쉽게 획득

한 경우가 많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쉽게 

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도 장 으로 언

되었다.

4.3 정보원

4.3.1 정보원의 종류

사회과 교사들은 교수활동, 학생지도, 학교

경 과 련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해 다양

한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을 웹 정보, 도서정보, 인 정

보, 교육정보  기타로 구분하여 체계화하

다(<표 8> 참조).

1) 웹 정보

사회과 교사들은 웹 정보 가운데는 검색엔진

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언 되었다. 네이버, 다음, 구 과 같은 국

내외의 검색포털 사이트에 속한 후, 키워드

나 내용을 입력하여 원하는 자료를 얻는 방식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상 서비스

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유튜 를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

( , 인권)와 EBS 로그램을 교수학습 자료

로 활용하는 경우가 언 되었으며, 기타 TV 

로그램( , 역사 , 지식채 e)을 이용하

는 경우도 있었다. 학술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도 악되었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

술정보검색( , 구  학술정보)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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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사용하는 

정보원

정보원의 

종류

웹 정보

검색엔진 10

50

동 상 서비스(유튜 , EBS, 기타 TV 로그램) 7

학술정보 6

특정 웹 사이트 6

뉴스 자료(기사) 4

웹 커뮤니티 4

교육기  자료 서비스 4

나이스 업무 포털 3

백과사 3

법령 련 3 

도서정보

공 도서 8

22

교과서 련 자료(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EBS) 5

일반 도서 3

출 사 자료 2

교육기  자료 2 

연수 자료 1

신문 1

인 정보

동료 교사(선배 교사, 동기, 후배 교사) 11

17
업무 담당자(장학사) 3

가족, 친구 2 

문가 1

교육정보 연수  강의 4 4

기타 화 1 1

<표 8> 정보원

학 홈페이지와 연계된 학술정보원을 이용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통계청( , 인구), 인터넷 서 , 빅 카

인즈 등과 같은 특정 웹 사이트를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신문 기사

와 같은 뉴스 자료나 카페와 블로그 등 사회과 

교사를 한 웹 커뮤니티를 정보원으로 활용하

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기 에서 제

공하는 자료 서비스와 인터넷 백과사 을 정보

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행

정 업무를 해 나이스 업무 포털을 이용하거

나, 법령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 다.

2) 도서정보

도서정보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다수 조사되

었다. 도서정보원으로 도출된 요소 에서는 

공 도서가 언 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구

체 으로 교과 내용을 직  제시하는 도서자료

( ,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를 통해 교과 지식

을 획득하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교과 지도를 해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EBS 자료와 같은 교

과서 련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악되었으

며, 공 도서는 아니지만 공과 련된 분야

의 신간 도서나 일반 도서에서 교과 지식을 얻



23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0권 제3호 2019

어 활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추가로 

연수 자료, 신문, 교육기 에서 제공하는 자료

도 이용되었다. 이상의 도서정보들은 모두 교

수활동과 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인 정보

연구 상자들은 인 정보 가운데 동료 교사

를 가장 많이 언 하 다. 구체 으로는 선배, 

동기, 후배 교사나 동일 교과 교사 등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학 경 , 교과 내용, 행정 업무, 학

생 생활지도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 업무 담당자나 장학사

를 통해 행정 업무와 련된 정보를 얻거나, 

문가를 통해 교과와 련된 지식을 얻고 있다

는 응답도 있었으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정보

를 얻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교육정보  기타

각종 연수  강의, 화를 정보원으로 활용

하고 있다는 응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문학 

련 로그램을 주제로 한 강연이나 다문화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교육 활동에 활용

하거나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애니메이션을 수

업시간에 활용하는 경우도 언 되었다.

4.3.2 정보탐색 방식

Leckie 정보추구모형에는 제시되지 않지만 

면담자료를 분석하면서 사회과 교사들의 정보

탐색 방식을 악할 수 있었다. 세부 인 정보

탐색 방식은 <표 9>와 같다.

사회과 교사들은 웹 정보의 경우 체로 키워

드 검색을 통해 정보원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 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에 속하여 ‘우리나라 기온분포’, ‘칸트’, ‘햇무

리’와 같이 교과 내용과 련된 키워드를 입력

하여 정보요구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부분

이었다. 한 주제 검색을 통해 련된 자료를 

근하는 방식과 동료 교사의 추천을 받아 이용

하는 경우도 언 되었다.

도서정보의 경우 도서 주제로 검색한 후 련 

유사주제를 다룬 자료에 근하여 필요한 정보

를 선택하는 경우가 언 되었다. 도서자료에서 

제시되는 참고문헌이나 자의 다른 책을 검색

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주변 동료 

교사를 통해 추천받은 도서를 활용하거나 기  

제공 자료를 통해 도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사용하는 정보원 정보탐색 방식

웹 정보

키워드 검색 12

주제 검색 1

추천 1

도서

정보

주제 검색 3

참고문헌 검색 2

추천 2

기  제공 자료 1

<표 9> 정보탐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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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보원의 인식

4.4.1 정보원 인식 향 요인

정보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항

목은 앞선 정보탐색 성공 경험 여부, 친숙성, 신

뢰성, 정보제공 형태, 시성, 비용의 효율성, 정

보의 질, 근의 용이성, 기타 항목으로 나 어 

악하 다. Leckie 정보추구모형에서 언 된 

정보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모두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육 합성  

효과성, 시간의 효율성, 과거 경험, 근  제공 

등의 항목을 추가로 도출하여 분석하 다. 자세

한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신뢰성은 해당 정보원이 믿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한 것이다. 사회과 

교사들은 정보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신뢰성을 가장 많이 언 하 다. 구체 으로 

교수활동과 련된 사진이나 상을 활용하는 

경우 출처가 명확한 것들만 활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 에서 발행한 정확한 자료를 우선 선

택한다고 언 하기도 하 다. 특히, 공지식이

나 교과 내용과 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학회(학

자), 형 언론사, 교육기 (교육과정 평가원, 교

육청) 등 공신력 있는 기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인터

넷 포털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유튜  등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문성의 문제로 인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정보의 질은 정보의 구체성, 정확성, 객 성 등

을 의미한다. 사회과 교사들은 객 이고 정확

한 정보를 정보 선택의 요한 기 으로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학생들에게 교

수학습과 련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기 해 백과사 이나 책, 논문 정보를 주로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 

여러 정보원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언 되었다. 

반면 인터넷 정보나 개별 블로그 자료들은 정확

성이나 객 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인해 부정

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정보원 인식 

향요인

신뢰성 얼마나 믿을 수 있고 도움이 되는지 10

정보의 질 구체성, 정확성, 객 성 등 10

정보제공 형태 편의성, 유용성 등 6

앞선 정보탐색 성공 경험 여부 이  정보탐색 략 는 정보원으로부터 결과 획득 4

친숙성 익숙함, 친근감 3

시성 필요한 때 발견 3

근의 용이성 상 인 근의 용이성 3 

비용의 효율성 상  비용 효과 2

기타

교육 합성, 효과성 4

시간의 효율성 1

과거 경험 1

근  제공 1

<표 10> 정보원 인식 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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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형태는 정보가 제공되는 형식을 의

미한다. 사회과 교사들은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정보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제공 형태가 사회과 교사들의 정보원 인식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과 교사들은 쉽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원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상이나 시각자료를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다양한 변형과 장이 편리한 

웹 정보원의 장 이 다수 언 되었다.

앞선 정보탐색 성공 경험 여부는 이  정보

탐색 략 는 정보원으로부터 결과를 획득한 

경험을 의미한다. 사회과 교사들의 앞선 정보

탐색 성공의 경험은 정보원 인식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구체 으로는 학생 시 부터 정보를 받

아 성공 으로 이용한 경험 때문에 재까지 

웹 커뮤니티를 계속 이용하거나, 경험 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작가나 출 사를 계속 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친숙성은 정보원에 한 익숙함이나 친근감

을 의미한다. 친숙성은 사회과 교사들의 정보

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구체 으로는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학생들의 심

을 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단하여 애니메이

션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사례가 언 되었고, 

학생 때부터 정보를 얻기 해 이용한 사회

과 카페를 익숙함과 친근감 때문에 교사가 되

어서도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동료 교사를 정보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친 도에 따라 문의를 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시성은 필요한 정보를 시의 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 교사들은 필

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정보원과 인 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성이 정보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

으로 웹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즉각

으로 얻을 수 있다는 과 동료들을 통해 필요

한 순간 바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을 언 하기도 하 다.

근의 용이성은 상 으로 쉽게 정보원에 

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 교사들

은 근성이 뛰어나고, 해외 정보도 손쉽게 얻

을 수 있는 웹 정보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유용한 정보원으로 단되는 정보

원이 유료화되어 있어 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언 되었다.

비용의 효율성은 정보원 이용에 있어서 상

으로 얻을 수 있는 비용의 효과를 의미한다. 

구체 으로는 교수활동과 련된 문 정보를 

얻기 해 DBpia와 같은 유료 사이트보다 학회

지 홈페이지 등 무료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선호한다고 언 되어 비용의 효율성

이 정보원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ckie 정보추구모형에서는 언 되지 않지

만, 사회과 교사의 정보원 인식에 한 면담 내

용을 분석한 결과 정보원 인식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교육 합성  효과성, 시간의 효

율성, 과거 경험, 근  제공 요인을 추가로 발

견할 수 있었다. 특히 교수활동과 련하여 교

육 장 합성, 학생들의 이해도, 흥미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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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인식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를 들어, 한 사회과 교사는 논문자

료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학생들을 지도

하는 교육 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내용이 무 

어려울 수 있으며, 그보다 쉬운 도서자료를 활

용하는 편이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더욱 효

과 일 수 있다고 언 하 다. 반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자료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이해

도나 흥미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존재하 다.

추가로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

고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요하다는 시간의 

효율성을 언 한 면담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지식채 e’를 본 경

험으로 인해 지 도 해당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과거의 경험도 언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직  얻기보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근 으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4.2 정보원 인식 변화

앞서 살펴본 정보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따라 정보원에 한 인식은 정 인 변화, 

부정 인 변화, 변화 없음으로 구분되었다. 사

회과 교사들의 주 정보원으로 언 된 웹 정보, 

도서정보, 인 정보로 정보원을 구분하여 인지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11> 참조).

정 인 인식의 변화는 웹 정보, 도서정보, 

인 정보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 정보원의 경우 검색이 잘되고 원하

는 정보를 얻어 도움을 받거나 교육 으로 탁

월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경험이 정보원 인식의 

정 인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인터넷 서 과 같이 내가 선호

하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해

당 정보원에 한 인식에 정 인 향을 주

는 요인으로 언 되기도 하 다. 도서정보와 

인 정보 역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한 

경험이나 원하는 정보를 획득한 경우 해당 정

보원에 한 인식이 정 으로 변화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정보원의 인식에 한 부정 인 변화 

역시 웹 정보, 도서정보, 인 정보에서 모두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 정보원은 정

보를 찾지 못한 경험이나 제한 인 정보의 제

공, 기 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정보원

인식 변화

정보원 인식에 한 

변화  과정

정 인 변화

웹 정보 6

도서정보 2

인 정보 2

부정 인 변화

웹 정보 5

도서정보 1

인 정보 3

변화 없음
웹 정보 9

인 정보 1

<표 11> 정보원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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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웹 정보원의 부정 인 인식의 변화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정보는 만족

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시간 낭비라고 

인식하여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언 이 있었으

며, 인 정보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이나 상 방의 부정 인 반응 등이 정보원

에 한 인식을 부정 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고 언 된 경우

도 나타났다. 특히 웹 정보원에서 인식의 변화

가 없다고 응답한 연구 상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웹 정보원의 특성

과 검색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 언

제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근의 용이성 

등이 웹 정보원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당 정보원을 이용하는 

원인으로 언 되었다. 인 정보는 한 만족스

러운 정보를 얻지 못하더라도 정보 획득에 한 

기 감 때문에 지속 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4.4.3 정보원 이용 빈도

Leckie 정보추구모형에서는 언 되지는 않

지만 면담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과 교

사의 정보원 이용 빈도를 확인하 다(<표 12> 

참조). 그 결과, 웹 정보원에 한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연령이나 경력과 상 없이 거의 

모든 교사가 교수활동에 필요한 동 상, 사진 

등을 검색하기 해 수시로 웹 정보원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정보 역시 교수 활동을 

주 목 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

회에서 2회 정도 이용한다는 언 이 가장 많았

다. 인 정보의 이용 빈도는 교수활동, 업무처리

와 련해 같은 교과나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자

주(매일) 문의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4.5 결과

결과는 정보추구과정의 최종 단계를 의미하

며 사회과 교사들의 업무 역할  과업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요구 해결의 종착 이라 할 수 

있다. 정보탐색 결과가 성공 인 경우에는 정

보요구가 충족되어 정보문제를 해결하지만, 정

보요구가 충족되지 않아 추가 인 정보탐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과에 한 

분석 항목은 성공 여부와 피드백으로 구분하여 

분석 항목을 설정하 다(<표 13> 참조).

모든 사회과 교사들은 정보탐색 결과의 성공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측면에

서 발생하는 정보요구는 필요한 수 의 자료를 

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빈도 정보원 이용 빈도

웹 정보
자주(매일) 12

가끔(주1-2회) 1

도서정보

(도서, 논문, 교육청 자료)

가끔(주1-2회) 6

드물게(월 1회) 2 

자주(매일) 1

인 정보 자주(매일) 3

<표 12> 정보원 이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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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요소 세부요소 빈도

성공 여부 정보탐색 결과의 성공 여부
성공 13

실패 1

피드백 정보탐색 결과 이후 탐색 수행에 반 되는 내용 정보원  검색 키워드 변경 후 재탐색 7

<표 13> 결과

찾아 활용하고, 행정 업무 인 측면에서 발생하

는 정보요구는 선배들의 조언을 따라 수행하는 

경우 체로 성공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

이 많았다. 반면 통계 자료나 그래  자료 등 수

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지 못해 정보요

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

다. 피드백은 정보탐색의 결과가 정보요구에 충

족되지 않아 탐색 결과 이후 탐색 수행에 반

되는 내용을 의미한다. 정보탐색의 결과가 정보

요구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보원을 변경하거

나, 웹 정보원 이용 시 검색 키워드를 변경하여 

재탐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사회과 교사의 과업에 따른 정보

추구행태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합한 교육정

보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이를 

해 13명의 사회과 교사를 상으로 심층 면담

을 실시하 고, Leckie 정보추구 모형을 용

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하 다. 주요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질문과 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회과 교사들의 주요 과업은 교수활동, 

학생지도, 학교경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요구의 특성은 업무 역할  과

업과 련이 있었다. 특히, 교수활동을 가장 

요한 자신들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요구 발생 원인  동기는 수업 

자료, 교과 련 내용 등이 주로 언 되었으며, 

반복성, 측 가능성, 난이성과 같은 정보요구 

성질도 악되었는데, 이들 부분은 교수활동

이나 학교경 과 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 질문과 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회과 교사들은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정보원은 웹 정보, 도서정보, 인 정보, 교

육정보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 

동료 교사, 공 도서, 동 상 서비스 등의 정보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과 

교사들은 통계, 그래 , 사진, 지도와 같은 시청

각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 으며 정보요구를 해

결하기 해 하나의 정보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정보원을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연구 질문과 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공 인 정보탐색 결과는 이후 정보탐

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보원을 통해 정보요구를 해결한 

경우 해당 정보원에 한 이용률이 더욱 높아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정보요구를 해

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색어를 변경하여 재탐

색하거나 정보원 자체를 변경하여 정보요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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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부가 으로 사회과 교사의 정보추구행

태에 한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원 선택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도출되었다. 특히 사회과 교사들은 신

뢰성과 객 성을 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기 의 

웹페이지나 검증된 공 서 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웹 정보원의 편리한 

근성이 정보원 선택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원에 한 인식은 

여러 요인에 따라 정  혹은 부정 으로 바

뀔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과 교사의 정보탐색은 성공과 피드

백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과 교사들은 체로 

정보탐색 결과의 성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보요구에 충족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정보원을 변경하거나 검색 키워드를 변경하여 정

보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셋째, Leckie 정보추구모형에는 나타나지 않

지만, 정보탐색 방식에 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 교사들은 웹 정보는 키워드 검

색을, 도서정보는 주제 검색이나 참고문헌 검

색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

보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 

합성  효과성, 시간의 효율성, 과거 경험, 

근  제공의 요인이 추가로 도출되었다.

한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교사

를 한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교사를 한 다양한 유형의 자

료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회과 교사들의 

정보행태는 정보요구의 특성이나 이용하는 정

보원 유형 등에서 타 교과 교사와 유사한 측면

이 있으나(김정미 2010; 길상붕 2008; 이은솔 

2016), 사회과 교사의 경우 교수활동과 련하

여 고령화, 출생, 외국인 노동자 등의 사회문

제에 한 최신 통계지표, 수치 그래 , 사진 자

료, 지도 자료 등에 한 정보요구가 많은 특징

이 있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한 신속

하고 체계 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으로 사회 교과의 표 인 특성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사를 지원하기 

한 교육정보서비스에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 유

형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과 교사에게 정보 리터러시 교육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 교사들은 교수 

활동을 한 정보를 습득하기 해 주로 웹 정

보원을 이용하여 정보탐색을 수행하고 있었다. 

구체 으로 키워드 검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

하 는데 이로 인해 검색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색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

었다. 특히, 웹 정보원을 활용한 정보습득은 개

인의 정보탐색 역량에 따라 획득되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들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한 웹 정보서비

스를 구축하거나 학교도서  차원의 정보 리

터러시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권은경(2017)

은 학교도서 이 다양한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리터러시 능력을 개발하는 공간임을 강조하

으며, 박주 (2018)은 미국의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학교도

서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사서교사

나 사서는 이용자들에게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 다. 따라서, 학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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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해서는 정보

문가인 사서교사의 역할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과 교사를 한 인  네트워크 구

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과 교사들

은 동료 교사를 통해 학 경 이나 교과 지도, 

학생지도, 행정 업무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

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인 정보를 정보요구 

해결을 한 유용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이에 따라 온라인 는 오 라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여 장성이 가미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사회과 교사의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정보서비스에 한 

정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 으

로 사회과 교사들은 정보요구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교육  효과가 탁월한 정보원, 정확하고 

객 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선호하는 자

료를 추천해주는 정보원을 선호하 고, 이러한 

정보원에 한 경험을 통해 정보원을 정 으

로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들을 한 교육정보서비스는 정보원의 신뢰성, 

객 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부

가 으로 빅데이터 기반 자료 추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과 교사를 한 도서 추천서비

스가 강조된다. 사회과 교사들은 합한 자료

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때때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

나는 등 정보요구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

우가 발생하 다. 사회과 교사들은 도서자료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간주하고 있

었는데, 이들을 한 련 도서를 지속 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서 추천에 있어 

학교도서  사서교사의 역할이 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과 교사의 정보추구행태를 분

석하기 해 Leckie 정보추구모형을 용하

다. Leckie 모형은 사회과 교사의 정보추구행

태를 이해하는 데 합하 으며, 해당 모형에

서 언 하지 않은 일부 요인을 추가 으로 식

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양질의 교수-학습을 

한 체계 인 교육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제

시하 다. 다만 사회과에 포함된 일반사회, 윤

리, 지리, 역사 등은 개별 인 교과 특성이 있으

므로 이러한 개별 교과교사의 정보추구행태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사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결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개별 교과교사 간의 서로 다른 정보추

구행태를 밝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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