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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학교도서 에서 정보활용교육이 시  변화에 따라 어떻게 개되어 왔는지를 밝히고, 

역사  변천을 통해 형성된 최근 동향에 한 심층 인 분석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련연구, 국학교도

서 의회의 간행물, 학습지도요령 등을 검토하 다. 연구 결과, 일본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은 1940년  

후반 이후 도서  이용지도의 도입기, 1950년  후반 이후 지도방법의 모색기, 1980년  이후 정보리터러시교육

의 확립기, 2000년  이후 탐구학습으로의 확 기를 거쳐 발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changes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 Japanese school libraries and in-depth research into recent educational situations. 

Related literature researches, the publication of School Library Association, The Courses of 

Study have been reviewed in this paper. As results of this research,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 Japanese school library has been developed from introductory period of the library use guidance 

after late 1940’s, seek period of teaching method development after late 1950’s, establishment 

period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fter 1980’s, and enlargement period of inquiry based 

learning after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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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재 우리나라 국가 수  교육과정은 “학습

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한 학생

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  하나

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ⅳ). 2016년도부터 

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도입되는 자유학기

제는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반 하는 상징

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 동안 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군)별로 수

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것, 창의  체험활

동을 통해 학교의 자율 인 교육과정 운 이 

강화된 것과 더불어 자유학기제를 효과 으로 

활용한다면 학교도서 을 활용하는 교육을 확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에 제안된 토론, 문제해결, 로

젝트 학습과 같은 학습자 심의 교육방법은 

필연 으로 교수자인 교사와 학습자인 학생 모

두에게 다양한 자료와 정보서비스의 제공이 요

청된다.

즉 교내의 교수학습활동에 각종 정보원과 교

육지원활동을 제공해 온 학교도서 의 기능이 

더욱 요해질 것으로 기 되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 을 심으로 개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은 정보를 탐색, 분석, 이해, 용, 

평가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길러주고 학

습의 과정을 강조한다는 에서 학습자 심의 

교육방법들과 일맥상통하는 한 계를 맺

고 있다.

정보활용교육의 요성으로 인해 다수의 연

구에서 국가수  교육과정에서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이 명확하게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지속 으로 제안되어 왔다(이병기 2007; 송기

호 2011; 박주 , 이명규 2014).

실제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교교육 제도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가수  교

육과정의 개정은 학교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총체 인 향을 미치고 있다. 학

교도서  교육의 변화 요인을 교육과정 개정에 

국한 지을 수는 없으나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련 단체의 응 략이 세워지고 실제 수업

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등에서 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사례는 우리나라 학교문화  도서  환

경과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 으로 

가까워 직간 인 향이 크기 때문에 본보기 

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련 연구는 취약한 실정이다.

연구의  축 이 부족한 가운데 부분

의 연구는 법제도의 표면 인 황 조사에 그

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일본 학교도

서  장의 진취 인 실천을 포함한 종합 인 

연구를 수행하기 한 기  연구로써 일본 학

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 개 양상을 통시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   방법

본 연구는 일본 학교도서 에서 정보활용교

육이 시  변화에 따라 어떻게 개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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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밝히고, 그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구체 으로는 정보활용교육에 

향을 미친 요인으로써 국가수  교육과정의 개

정과 련 단체의 활동을 검토하고 변화 내용

을 조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시 별 양상을 

알아본 후 역사  변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최

근 동향을 심층 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하여 일본에서 발표된 학교도서

 교육에 한 논문  서, 학교도서  련 

단체의 간행물, 교육과정에 한 정부간행물, 

국 인 학교도서  실태조사 자료 등을 수집

하여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하 다. 

정보활용교육의 변천을 기술하기에 앞서 학

교도서 이 처한 사회  상황과 교육  맥락을 

이해하기 해 학교도서 의 제도  상황과 학

교도서 의 일반 인 황을 확인하 다.

일본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은 제2차 

세계  이후부터 재까지 변화의 특징에 따

라 크게 네시기로 나 어 볼 수 있었다. 이에 

연구결과는 각 시기별 특징을 검토한 뒤 체

인 에서 개과정을 조감하여 종합분석

을 수행하 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정보활용교육’은 

용 범 , 외 인 맥락과 해석의  등에 따

라 정보이용교육, 도서 교육, 도서 활용수업, 

정보문해 서비스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고, 상

 는 유사 개념으로는 이용자 교육, 도서  

이용지도, 정보서비스가 있고, 범하게는 독서

교육  독서지도의 하  는 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권은경(2014, 158)은 독서, 도서 이용, 정보

활용은 체로서 도서 활용교육이라는 하나의 

학습 스펙트럼을 형성하여 서로 분리되기 어려

운 부분이 있으나 모든 것을 하나의 범주에 포

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정보활용교육은 독서교

육과 구분되는  다른 문 교육 역으로 체

계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견해를 수용하여 학교도서

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종합 인 정보 교육

을 독립된 문 역으로 악하고, 유사 개념 

에서 한국 학교도서  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보활용교육’이라고 통칭하 다. 일

본의 상황을 설명할 때는 지에 통용되는 ‘정

보리터러시교육’으로 표 하 다.

1.3 선행연구

도서  서비스의 보편 인 역사로써 정보활

용교육의 출발은 이용자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

만 나라별, 지역별, 도서 별로 그 개 과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제환(2011)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이용

자교육의 역사를 정리하 다. ‘교육자로서의 사

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 도서 계 체

로 확산된 도서 이용교습은 이론  기반을 갖

추고 독립  로그램을 개설하는 단계로 나아

가게 된다. 1970년 에는 학과 학교도서  

참고서비스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고 정보기

술이 보 된 1980년 에는 정보활용능력의 제

고에 서비스의 을 맞추기 시작했다. 특히 

학교와 학도서 을 심으로 도서 이 정보

활용교육의 주체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미국 학교도서 에서 이용교육의 구체 인 발

 모습에 한 연구로는 사서교사의 교수활동

에 한 역사  변화를 연구한 Craver와 Callison

의 연구가 있다.



20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5

Craver(1986)는 1950년 부터 1980년 까

지 사서교사의 교수활동을 조사하기 해 련 

보고서  기 , 연구논문 등을 분석하 다. 조

사결과 사서교사들은 1950년 기 열람실 감독

자, 자료제공자와 같은 기본 인 교수활동에서 

차 극 인 교수활동으로 발 하여 교과교

수와 력을 통한 수업 참여로 발 했다고 분

석하 다. 1980년 에는 사서교사가 학교에 보

된 컴퓨터와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자료에 

한 문가로써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경

우도 보고되어 의의 정보활용교육이 실시되

었음을 알 수 있다.

Callison(2009)은 1972년부터 2007년까지의 

미국학교도서 회지를 분석하여 사서교사의 

교수활동 경향을 연구하 다. 연구 결과, 35년

간 학교도서  교육은 교사 심에서 학생 

심으로, 도서  심에서 정보 심으로, 근

성 측정에서 평가성 측정으로 지도 방법이 바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심의 수업

이 이루어지면서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하기 

한 교육과 도서  자료를 이용하는 교육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학교도서 의 반 인 역사를 알 수 있

는 자료는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  반까지

를 다룬 塩見昇의 일본학교도서 사 (1986)

와 1940년  후반부터 1990년  까지를 다룬 

국학교도서 의회의 학교도서  50년사

(2004)가 표 이다. 

후자는 학교도서  표단체가 공식 으로 발

간한 자료이며 재 교육시스템이 정립된 1940

년  후반부터 이용지도의 변화를 으로 

정리한 논고가 실려 있다(山崎 2004). 이용지

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제1기는 문부성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1948

년부터 약 10년 남짓한 기간으로, 제2차 세계

 이후 교육개 과 더불어 학교도서 이 극 

도입되었고 이용지도의 필요성이 지 되어 교

육실천이 각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2기는 1959년 즈음부터 약 20년 동안으로 

문부성  국학교도서 의회가 학교도서  

운   이용지도에 한 가이드라인을 지속

으로 출 하고 각 지역에서 교재 등이 개발되었

으나 이용지도는 좀처럼 정착하지 못했다.

제3기는 1980년부터 2000년  반에 이르

는 시기로 학교교육의 개  논의가 진 되고 사

회의 정보화와 더불어 이용지도에 한 생각과 

지도 내용이 크게 변화한 시기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수  교

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이 학교교육 운

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고, 학교도서  활동에

도 다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  교육의 흐름을 알기 해

서는 학습지도요령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학습지도요령의 학교도서  련내용을 장기

인 에서 조사한 연구로는 渡邊(2003), 

黒川(2004), 北嶋(2004), Kim(2011)의 연구

가 있다.

渡邊(2003), 黒川(2004), 北嶋(2004)의 연

구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법 구속성이 강해

진 1958년부터 1998년 개정을 상으로 각 개

정의 특징과 학교도서  련 기술을 추출하여 

조사 검토하 다. 

Kim(2011)의 연구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시

안으로 발표된 1947년부터 최근의 2008년 개정

을 포함한  시기의 모든 교과  역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교육과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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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에 따라 크게 네시기로 특징 인 구분이 가

능했으며 학교도서 의 역할은 시 에 따라 

차 발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

순한 학교의 기반 시설로 제시되었으나 차 교

재센터, 독서센터, 학습정보센터로 역할이 확

되었고 학습정보센터로써 정보활용교육의 실시

를 명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학교도서  표 단체가 

발간한 학교도서  50년사 와 학습지도요령

에 제시된 학교도서  역할 변화가 거의 동일

하므로 두 연구에서 공통된 시기 구분을 바탕

으로 각 시기의 개내용을 심층 으로 조사하

다. 한 이용교육이 정보활용교육으로 변천

한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2000년  반 이후

의 발  과정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

완하 다. 

2. 일본 학교도서  련 제도  황

일본 학교도서 을 둘러싼 법제도와 정책에 

해서는 권은경(2004)과 이원숙(2011)의 연

구에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본고

에서는 일본 황을 이해하기 한 기본 사항과 

 연구에 포 하지 못한 내용  최근 일어난 

변화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2.1 법규  정책

일본에서 학교도서 은 1947년 학교교육법시

행규칙과 1953년 학교도서 법 제정 시에 학교

도서 이 모든 학교의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인 라로 규정되었다.

학교도서 법에서 정보활용교육과 련한 

조항은 학교도서  운 에 한 제4조의 4항에 

“도서  자료의 이용과 다른 학교도서  이용

에 하여 아동과 생도에게 지도를 실시한다”

가 있다. 법률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도서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생활의 모든 방면에

서 뿐 아니라 평생학습을 해 자료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습 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도서   어린이 독서활동에 한 정책

인 심과 응은 1990년 에 들어 에 띄

는 변화가 일어났다. 1993년에 ‘학교도서  도

서 표 ’이 설정되었고, 표 의 달성을 해 같

은 해 ‘학교도서  도서 정비 신 5개년 계획’이 

책정되었으며 매년 100억 엔을 넘는 비용이 지

방교부세로 조치되었다. 이후 문부과학성은 학

교도서  련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1997년에는 학교도서 법이 개정되어 2003년

도에부터 12학  이상의 학교에는 사서교사1)

를 반드시 발령하도록 하 다. 

1993년에는 ‘어린이와 책을 한 의원 연맹’

이 발족하 다. 그 후 2000년이 ‘어린이 독서의 

해’가 되어 다음해에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에 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는 ‘어린

이 독서활동 추진에 한 기본 계획’이 결정되

었다. 2008년에는 제2차 계획이, 2013년에는 제

3차 계획이 책정되었다. 2005년에는 ‘문자․활

 1) 일본의 사서교사는 지 명칭이 사서교유(司書敎諭)이며 우리나라 사서교사와 달리 사서교사강습을 받은 일반교

사가 교무분장 상의 직책으로 도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임이 아닌 학  는 교과 업무와 겸임으로 학교

도서 을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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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련 법안의 제정

으로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을 포함하여 

어린이의 독서 활동을 활발히 추진했던 것도 

학교도서  활용을 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독서  학교도서 이 교육계의 심을 받게 

된 것은 일본 국내외의 각종 학력 조사에서 나

타난 결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 

eration and Development)가 2000년 이후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독서

활동과 독해력의 득 과의 상 계가 나타났

다. PISA 2000에서는 하루  독서하는 시간, 

읽는 책의 종류, 독서를 좋아하는 정도, 서 이

나 도서 에 가는 빈도와 독해력에서 참가국 

반 으로 정의 상 계가 나타났다. 한 

독해력은 수학 리터러시에도 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큰 반향을 일으켰다(國立敎

育政策硏究所 編 2002).

이후 PISA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같은 다

수의 국제 학력조사 결과에서도 언어 능력이나 

독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시사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독서활동이나 도서  이용

과 학력 향상의 계를 밝히고자 한 조사가 실

시되었다. 2009년 문부과학성에 의한 학력․학

습상황조사 결과를 보면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

이 정답률이 높고, 아침독서 등의 시간을 운

하는 학교가 주 식 문제의 무응답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 도서  이용빈도가 높

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文部科學省國立敎育政策硏究所 2009, 

52-54). 

국제  국내 학력조사에서 주목 받고 있는 

독해력, 국어력, 언어 능력과 같은 말에 한 능

력은 단순히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텍스트를 이용하고 숙고하는 것까지를 포

함한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이들 능력의 육성

과 한 독서활동도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한하지 않고, 폭넓은 종류의 을 읽고 지식과 

정보를 극 으로 획득하여 분석하고, 효과

으로 표 하는 행 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 정책의 움직임은 1992년 이후 ‘학교도

서  활성화’와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이라

고 하는 두 축으로 진행되었으나 2002년에 ‘어

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한 기본 계획’이 책정

된 이후에는 ‘독서’라는 문맥 속에서 융합되고 

종합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川 2014, 238).

어린이의 ‘독서’, 즉 읽고 표 하는 다양한 활

동과 고도의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계 각층 

에서도 학교도서 에 한 기 가 국제  

국내 학력조사의 결과와 맞물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교교육  어린이 독서활동에 

한 동향은 학교도서 의 교육  역할을 강하

게 요청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학교도서 이 

이러한 기 를 소화할 수 있는 실질 인 요건

을 갖추고 있는지 반 인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학교도서 의 일반  황

일본 학교도서 의 국 인 황에 한 조

사는 문부과학성이 2008년부터 모든 학교에 

해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표 이다. 

문부과학성의 2014년 학교도서  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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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결과에 나타난 인력, 장서, 독서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文部科學省兒童生徒課 

2015).

사서교사를 반드시 발령하게 되어 있는 12학  

이상 학교의 사서교사 발령률은 소학교 98.8%, 

학교 96.7%, 고등학교 93.1%이다.

그러나 사서교사는 교과 업무와 겸임으로 학

교도서 을 운 하기 때문에 실질 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매우 요한데 이는 극

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학  

이상의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수업시수를 경감

하고 있는 학교는 소학교 6.9%, 학교 8.9%, 

고등학교 7.1%이며, 사서교사가 학교도서 을 

담당하는 주 당 시수는 소학교 0.8, 학교 1.1, 

고등학교 1.7 단 시간에 그치고 있다. 

사서교사가 실질 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

는 제도  여건과 사서교사가 발령되지 않은 

12학  미만의 학교의 담당인력 문제 등으로 

각 학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구책으로 

학교사서를 배치해 왔다. 학교사서는 다양한 근

무조건으로 채용되어 그동안 법  근거가 없었

지만 올해 학교도서 법 개정(2015년 6월 24일)

을 통해 법제화의 토 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학교도서  담당 직원을 일컫는 다양한 표   

표격이었던 ‘학교사서’가 법행정 상의 용어로 

정립 되었다.

통계조사에서 학교사서를 배치하고 있는 학

교는 소학교 54.3%, 학교 53.0%, 고등학교 

64.5%이다. 이  상근직 학교도서 담당직원

을 배치하고 있는 학교는 소학교 10.0%, 학교 

13.3%에 그치고 있고, 고등학교는 53.6%이다.

장서 황으로는 장서 수, 학교도서  도서

표 의 달성 정도, 백과사   도감과 같은 공

통교재의 구비, 장서목록의 산화, 컴퓨터 구

비, 신문 구독 등에 한 상황이 조사되고 있다. 

장서 수는 한 학교당 소학교 8,389권, 학교 

10,258권, 고등학교는 23,639권을 소장하고 있

다. 도서표 에 달성한 학교는 소학교 60.2%, 

학교 52.3%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도서  

도서 표 이 약 20년 에 설정되어 표 의 개

선이 요구되고 있고, 담당인력의 배치 상황에 

비추어 실제로는 불필요한 도서가 시에 폐기

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지 않다. 

독서활동의 황에 해서는 부분의 소

학교에서 교내 모든 학생이 동시에 책을 읽는 일

제독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

학교 96.7%, 학교 88.3%, 고등학교 42.9%). 

다음으로 책 읽어주기(소학교 97.4%, 학교 

37.5%, 고등학교 14.4%), 필독도서  추천도

서 코 의 설치(소학교 76.3%, 학교 87.2%, 

고등학교 93.7%)가 높은 실시율을 나타냈다.

기타 공공도서 과 연계 상황에 해서는 소학

교 79.9%, 학교 52.4%, 고등학교 47.7%가 자

료 공유 등의 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통계조사 결과로 보면 학교도서 에 

한 기 에 부응하기 해서는 반 으로 정비

와 개선이 한층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일본 

학교도서  실태는 통계, 특히 평균치로는  

악할 수 없는 면이 있다(中村 2013, 198). 

를 들어, 사립학교의 학교도서 은 풍부한 물

, 인  자원을 바탕으로 선진 인 교육이 일

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여 히 개방

하는 시간이 짧고, 문 인력의 손길이 닿지 않

은 학교도서 도 많은 실정으로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확산되고 있는 이 지 되고 있다.

이상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의 최근 동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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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돕기 해 학교도서  황을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의 역사  

변천 과정을 분석하 다.

변천 과정의 시기 구분은 선행연구의 구분을 

따라 네시기로 나 었고, 각 시기는 조사 결과

에 나타난 주요 특징에 따라 도입기, 모색기, 확

립기, 확 기로 정리하 다.

3. 결 과

3.1 제1기 도입기: 이용지도의 도입

일본에서 학교도서 을 활용한 교육은 통상 

두 가지로 크게 나 어서 추진되어 왔다. 하나

는 독서지도(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지도

(교육)이다.

독서지도는 독서를 하고자 하는 의욕 고양 

 독해력 육성을 목 으로 하여 독서에 의해 

주체 인 자기 형성을 계획 으로 원조하는 교

육을 의미한다. 도서  이용교육은 도서 을 

이용하는 방법의 안내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

가 자립 으로 도서 을 포함한 정보 환경을 

효과 ,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체계 , 조직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

컫는다(日本圖書館協 圖書館利用敎育委

員  編 2001, 13).

학교도서 에서 이용교육은 문부성( 재 문

부과학성)의 주도로 일 부터 도서  교육활동

의 역으로 실시되었다. 

‘학교도서  이용지도’가 ‘도서 교육’으로 소

개되어 일본 학교도서 에 도입되고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이다. 문부성이 작성한 학교

도서  운 에 한 최 의 가이드라인인 학

교도서  안내 에 ‘도서  도서  이용법 지

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尾原 1968, 24). 

이후 문부성으로부터 학교도서 교육을 

한 가이드라인이 계속 으로 간행되었고, 교육

과정 운 에 있어서 학교도서 의 교육  활용

이 도모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서  이용지

도’ 혹은 ‘도서  도서  이용지도’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 당시 학교 장에서 주로 사용

하고 있었던 ‘도서 교육’이라는 표 보다 ‘이용

지도’가 보다 구체 인 내용을 나타냈기 때문이

다(山本 1980, 10). 

제2차 세계  패  후의 이 시기는 미국의 

지도하에 민주주의로 정치  환이 이루어짐

과 동시에 교육 반에 걸쳐 발본을 꾀하는 개

이 이루어졌다. 아동의 자발 인 활동을 

시하는 아동 심주의와 경험학습이 제창되어 

학습지도요령 (1947)에는 자유연구, 사회

과, 가정과 등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교육개 의 움직임 속에 일본 국내에

서 일어난 학교도서  운동과 미국의 향이 결

합되어 학교도서 계에도 개 이 일어났다(中

村 2009).

아동 심교육의 시와 학교도서  운동이 

맞물려 1951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다수의 

교과에서 학교도서 이 언 되었고, 단순한 시

설이 아니라 학습지도법의 하나로써 학교도서

의 의의가 명시되었다.

그러나 쟁 직후 교육환경은 열악하 고, 오

랜 시간 학교도서 은 담당 인력의 배치를 포

함한 제반 환경이 미비하여 일부 선구 인 학

교를 제외하고는 정책과 이론이 장의 실천을 

앞서 나가게 되었다(野末 201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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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2기 모색기: 각종 가이드라인 발간  

지도방법의 모색

제2기에는 1959년부터 약 20년 정도의 시기

로 학교도서  운   이용지도에 한 가이드

라인이 다수 간행되고 학습지도요령 상에 별도

의 항목으로 이용지도가 언 되었으며 도서  

장에서는 효과 인 이용지도가 모색 되었다.

문부성은 학교도서  운  안내 (1959), 학

교도서 에서 도서 이외의 자료 정리와 이용

(1960), 소․ 학교에서 학교도서  이용의 안

내 (1961), 학교도서 의 리와 운 (1963), 

소학교에서 학교도서 의 이용지도 (1970), 

학교 학교도서 의 운  안내 (1972) 등을 

간행하여 이용지도의 지침서로 활용하게 하 다.

국학교도서 의회는 1965년에 이용지도

원회를 발족시켜 기존의 ‘도서 교육커리큘

럼’(1956)에 한 재검토를 시작했다. 약 6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국 회의 이용지도분

과회의 의견을 토 로 ‘학교도서  이용지도 체

계표’를 작성하 다. 1971년에는 지도 체계표의 

해설서로 학교도서  이용지도의 계획과 방법

을 간행하 다.

1958년과 196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경제 

성장을 한 산업 구조에 맞는 인재 육성을 

해 기 학력의 육성과 과학기술교육의 향상이 

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에서 시되었던 경

험학습과 생활단원학습에서 탈피하여 학습내용

의 계통성과 교육의 화를 추구한 시기이다.

이러한 방향 환은 학교도서 에도 큰 향

을 미쳐 학습지도요령 상의 학교도서  련기

술은 크게 어들게 된다. 한 도서  자료를 

정선(精選)할 것이 요청되어 장서의 다양성이 

우려되기도 하 다. 

한편 이용지도는 개정 사상 처음으로 특별활

동 역에서 학 지도활동  한 가지로 명시

되어 각 학교의 시행에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기 되었다. 

제2기에 이용지도의 모색은 계속 으로 이

루어졌으나 부분의 학교에서 좀처럼 정착하

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학

교도서 이 쟁 후에 신교육을 뒷받침하기 

해 도입되었지만 1958년 계통학습을 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된 이래 학교도서 의 필

요성이 함몰되었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심으

로 한 획일 인 학습지도에서 도서 자료는 요

구되지 않았고 이용지도의 필요성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山崎 2004, 170).

한 교사들의 이용지도에 한 낮은 이해도, 

실질 인 지도 시간을 얻기 어려웠던 교육과정 

편성, 여 히 불충분했던 도서 의 정비 상태 등

도 이용교육의 장애가 되었다( 侶 1969, 36).

3.3 제3기 확립기: 정보리터러시교육의 체계화

1980, 90년 에 이용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즉 정보리터러

시(Information Literacy)와의 계를 강력하

게 의식하는 테마가 되었다. 도서 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검색하거나 이용가능한 정보가 증가

하여 다른 정보 수단과의 상  계 속에서 

도서 을 악한 후 도서  이용교육을 실시해

야하는 정보사회가 도래하 기 때문이다. 도서

 이외의 다양한 도구를 포함한 체 인 정보 

환경에서 정보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요한 요

소로써 도서  이용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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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지가 검토되기 시작했다(野末 2003, 13).

정보리터러시는 국제 사회에서 어권 국가

를 심으로 도서 이 거 이 되는 활동으로 간

주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역사 으로 도서

이 시민의 읽고 쓰는 능력 향상에 이바지해 왔

고, 도서  자료의 이용을 지원하기 해 도서  

이용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자연스럽게 도서  

이용교육의 연장선에서 정보활용교육이 자리매

김하게 된 것이다( 川, 中村 2003, 22).

일본의 교육과 련한 공 인 문서에서는 

1986년 ‘임시교육심의회 경과 개요’ 제7장 ‘정

보과에 한 조치’에서 ‘정보리터러시’라는 용

어가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직후의 제2차 답신

부터는 ‘정보리터러시’는 모습을 감추고 ‘정보

활용능력 = 정보  정보 수단을 주체 으로 선

택하고 활용해 가기 한 개인의 기  자질’이

라는 설명이 사용되었다.

이후 ‘정보활용능력’에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의견은 담기지 않고 일본 학교교육계에는 ‘정

보활용능력’이 교육 용어로 정착하게 된다. ‘정

보리터러시’는 의의 컴퓨터  네트워크 활

용에 역 을 둔 IT 리터러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도서  분야의 종합 인 능력이라는 

을 명확히 하기 해 도서  분야에서는 정

보활용능력보다 정보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

는 경우가 많다(三輪, 河西 2013, 136-137). 

한 문헌정보학에서 정보리터러시는 정보

의 탐색  평가에 역 을 둠과 동시에 평생학

습의 시 에서 단순히 목 하는 정보를 찾아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스로 학습해 나갈지를 시하는 이 

특징이다(野口 2009, 21).

정보리터러시는 교과 공통의 능력이기 때문

에 학교에서는 범교과 으로 개하는 것이 요

구된다. 교과 통합 인 정보리터러시 육성을 

해서는 각 교과의 내용과 지도방법, 시간 편

성 등을 조정하고, 이를 추진할 심 역할이 필

요하다. 이 심 역할이 사서교사와 학교도서

이 맡아야 하는 역할이다.

도서 이 정보리터러시교육을 담당하는 것

이 일정 정도 정착한 구미의 여러 나라와 그러

한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보리터

러시교육 지원 체제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 川, 中村 2003, 138-139). 

일본의 경우에도 2장의 황에서 살펴본 것

과 같이 개별 도서 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과 

정보리터러시에 한 학교구성원의 이해도 차

이 등으로 인해 정보리터러시교육을 한 교내 

체제는 안정 으로 정착한 곳부터 시도조차 어

려운 학교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학습지도요령의 면개정은 1977년과 1989년

에 이루어졌다. 고도경제성장은 개인의 생활을 

시하는 사회  분 기를 형성하 고 과도한 

교육의 화는 심각한 학교문제를 발생시켜 

연간수업시수와 교육내용이 폭 삭감되었다. 

어든 시간을 활용하여 각 학교가 특색 있는 

커리큘럼을 운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신설

되었다.

이 시기 개정에서 학교도서  련내용은 총

칙, 국어과, 특별활동에서 나타난다. 1989년 개

정에서는 학교도서 의 이용과 더불어 시청각 

교재와 교육기기를 활용한 정보의 이용이 구체

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국어과의 경우에는 

독서지도에 편향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학교도서 의회는 ‘배우는 방법’, 

‘학습방법’(學び方, Learn How to Lear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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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라는 표  아래서 이용지도를 확 해 나갔

다. 이용지도를 통해 단순히 도서 을 이용하기 

한 자세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활용

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

고, 이를 받아들인 국도서 의회는 1992년 

‘자료․정보를 활용하는 학습방법의 지도(이

용지도) 체계표’를 발표하 다. 기존의 이용지

도와 연계한다는 을 명칭에 기재하고, 학생

들이 자료와 정보를 활용해서 학습방법을 습득

하게 하는 지도 내용을 학년에 맞추어 계통

으로 제시하 다.

1990년 후반에 들어서는 사회 변화와 교육 

황에 따른 ‘종합 인 학습시간’ 도입, 정보기

기의 발달, 작권  개인 정보에의 응 등의 

측면에서 걸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학교도서 의회에서는 문

원회를 마련하여 체계표의 개정에 착수하고 

2004년에는 ‘정보․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방

법의 지도 체계표’를, 2008년에는 해설서를 발

간하 다. 

2004년 체계표에는 학습활동을 면에 내세

워 정보와 미디어를 극 으로 활용하는 지도 

방법을 제시하 다. 

지도 역은 Ⅰ학습과 정보․미디어, Ⅱ학

습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의 이용방법, Ⅲ정보

의 활용 방법, Ⅳ학습결과의 정리법의 네 역

으로 구성된다. 소학교 학년부터 학년, 고

학년, 학교, 고등학교로 발달 단계에 맞추어 

아동생도 스스로가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정보

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과제를 해결하여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에 이르기까지 지도 내용을 계통

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4년 발표된 소학교의 지도체계표는 <표 

1>과 같다(全國學校圖書館協議  編 2008, 

46-47).

3.4 제4기 확 기: 탐구학습의 개

최근 정보활용교육은 ‘조사학습(調べ學習)’, 

‘탐구학습(探究型學習, 探究學習)’ 등과의 

련하여 극 인 개를 보이고 있다. 조사학

습은 ‘자료의 수집, 분석  장 조사 등에 의

해 어떤 과제나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

(工藤 2002, 140), 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으로써 어린이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과제

를 설정하고 그 과제해결을 해서 학습계획을 

세우고,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해결을 도모해가

는 학습활동의 형태’를 가리킨다(圖書館用語

辭典編集委員  編 2004, 251). 

즉 학습과정 안에 조사 활동이 포함되어 문

헌자료가 조사 상이 될 경우 학교도서 은 자

료를 제공하고, 찾아보는 방법을 지도하는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 으로는 폭넓은 자

료와 교재의 정비, 정리  배가의 효율성 제고, 

검색 도구의 정비  참고자료 작성, 참고서비

스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 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조사학습’이라는 말은 엄 한 정의가 없기 때

문에 학교도서 을 활용한 탐구학습을 통해 교

육방법을 체계화하여 방법론을 확립하는 시기

를 맞이하고 있다(三輪, 河西 2013, 135-141). 

제3기에는 정보활용교육 내용을 확립하 으

나 교육과정상 실제 용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에 한계가 있었고, 용 내용에 있어서도 단발

인 조사활동, 자료 검색을 한 단순한 스킬 

주의 지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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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Ⅰ. 학습과 정보․미디어
Ⅱ. 학습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의 이용방법
Ⅲ. 정보의 활용 방법 Ⅳ. 학습결과의 정리법

소학교 
학년

∙학습 목표를 가진다.
 ⋅학습 테마의 선택
∙정보와 미디어의 이용법을 
안다.

 ⋅학교도서 의 규칙
 ⋅학 문고의 규칙
 ⋅도서 다루는 방법
 ⋅컴퓨터 이용 방법

∙학교도서 을 이용한다.
 ⋅라벨과 배치
 ⋅참고서비스
∙과제에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
한다.

 ⋅도감 등의 도서자료
 ⋅게시, 시 자료

∙정보를 수집한다.
 ⋅각종 미디어의 활용
 ⋅인 정보원의 활용
∙기록하는 방법을 안다.
 ⋅발췌하는 방법
 ⋅그림을 이용한 기록 방법
 ⋅알게 된 것을 는 방법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정보의 정리
 ⋅감상을 는 방법
 ⋅그림과 문장 정리법
∙학습한 내용을 발표한다.
 ⋅ 시, 게시를 통해 발표
 ⋅그림연극, 종이인형극으로 

발표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조사방법
 ⋅정리방법
 ⋅상호평가

소학교 
학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안다.

 ⋅학습테마의 선택
 ⋅조사방법의 선택
∙정보와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
을 안다.

 ⋅도서
 ⋅시청각미디어
 ⋅ 자미디어
 ⋅인 정보원
∙정보와 미디어의 이용법을 
안다.

 ⋅학교도서 , 학 문고의 규
칙  이용법

 ⋅공공도서 의 서비스
 ⋅도서 다루는 법
 ⋅네트워크 이용법

∙학교도서 을 이용한다.
 ⋅분류 방법과 배치
 ⋅청구기호와 배가
 ⋅컴퓨터 목록
 ⋅참고서비스
∙다른 기 을 이용한다.
 ⋅공공도서
 ⋅각종 시설
∙과제에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
한다.

 ⋅국어사 , 지도 등의 도서자료
 ⋅ 일 자료
 ⋅게시, 시 자료
 ⋅시청각미디어
 ⋅ 자미디어

∙정보를 수집한다.
 ⋅각종 미디어의 활용
 ⋅인 정보원의 활용
∙기록하는 방법을 안다.
 ⋅발췌하는 방법
 ⋅스크랩, 일 만드는 방법
 ⋅요  정리법
 ⋅표와 그림 만드는 방법
 ⋅노트 정리법
 ⋅AV기기 등을 이용한 기록

방법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다.
 ⋅목 에 따른 정보의 선택
∙이용 상의 유의 을 안다.
 ⋅인터넷
 ⋅ 작권
 ⋅정보윤리
 ⋅개인정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정보의 취사선택, 정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법
 ⋅그림과 문장을 정리하는 방법
 ⋅그림과 표를 삽입하는 방법
 ⋅사진과 음성을 삽입하는 방법
 ⋅자료 목록의 작성
∙학습한 내용을 발표한다.
 ⋅ 시, 게시를 통해 발표
 ⋅그림연극, 종이인형극으로 

발표
 ⋅연극, 실연으로 발표
 ⋅OHP, OHC를 이용한 발표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미디어 이용방법
 ⋅조사방법
 ⋅정리방법
 ⋅발표방법
 ⋅상호평가

소학교 
고학년

∙학습계획을 수립한다.
 ⋅학습테마의 결정
 ⋅조사방법의 결정
∙정보와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
을 안다.

 ⋅도서, 신문, 잡지
 ⋅시청각미디어
 ⋅ 자미디어
 ⋅인 정보원
∙정보와 미디어의 이용법을 
안다.

 ⋅학교도서 , 학 문고의 규
칙과 이용법

 ⋅공공도서   각종 문화시
설의 서비스

 ⋅도서 다루는 방법
 ⋅네트워크 이용법

∙학교도서 을 이용한다.
 ⋅분류 방법과 배치
 ⋅청구기호와 배가
 ⋅카드 목록
 ⋅컴퓨터 목록
 ⋅참고서비스
∙다른 기 을 이용한다.
 ⋅공공도서
 ⋅각종 시설
∙과제에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
한다.

 ⋅한자사 , 사 , 연감 등의 
도서자료

 ⋅신문, 잡지
 ⋅ 일 자료
 ⋅게시, 시자료
 ⋅시청각미디어
 ⋅ 자미디어

∙정보를 수집한다.
 ⋅각종 미디어의 활용
 ⋅인 정보원의 활용
∙기록하는 방법을 안다.
 ⋅발췌하는 방법
 ⋅스크랩, 일 만드는 방법
 ⋅요  정리법
 ⋅표와 그림 만드는 방법
 ⋅노트 정리법
 ⋅기록카드 만드는 방법
 ⋅자작 자료의 작성법
 ⋅AV기기 등을 이용한 기록

방법
 ⋅컴퓨터에 기록하는 방법
∙정보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복수 정보에 한 비교, 평가
∙이용 상의 유의 을 안다.
 ⋅인터넷
 ⋅ 작권
 ⋅정보윤리
 ⋅개인정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정보의 취사선택, 정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그림과 문장을 정리하는 방법
 ⋅그림과 표를 삽입하는 방법
 ⋅사진, 상, 음성을 삽입하는 

방법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하

는 방법
 ⋅자료 목록의 작성
∙학습한 내용을 발표한다.
 ⋅ 시, 게시를 통해 발표
 ⋅그림연극, 종이인형극으로 

발표
 ⋅연극, 실연으로 발표
 ⋅녹음, 비디오, OHP, OHC를 

이용한 발표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미디어 이용방법
 ⋅조사방법 
 ⋅정리방법
 ⋅발표방법 
 ⋅상호평가

<표 1> 일본 국학교도서 의회의 학습방법의 지도 체계표(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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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에 들어서는 정보활용교육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여러 차시에 걸쳐 학생 스스

로 과제를 완성하는 로젝트 학습이나 고등

학생이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특화된 커리큘럼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정보활용교육이나 

조사학습과 구별되는 ‘탐구학습’으로 도서 을 

활용한 교육을 확 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정보활용교육이 탐구학습으로 발 하고 있

는 배경에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탐구 인 학

습’을 강조하고, 국제 학력평가에서 제시한 ‘독

서력(Reading Literacy)’과 북미 학교도서

계에서 추진하는 ‘탐구기반학습(Inquiry Based 

Learning)'을 수용하고 있는  등이 있다. 

1998년과 200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는 

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배우고 스

스로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의 육성을 기치로 

학습에서 습득, 활용, 탐구 활동을 시하 다.

이 개정에서 학교도서 은 사회과와 종합

인 학습시간에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 국어과에서는 문학 심

의 독서나 독해 지도의 편 에서 탈피하여 종

합 인 독서지도를 한 곳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기 , 기본 인 지식  기능의 습득

과 습득한 기본과 기 를 활용하는 학습활동은 

교과에서 행하는 것을 제로 하고, 종합 인 

학습의 시간에는 체험 학습을 배려하면서 탐구

인 학습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탐

구 인 학습이란 문제해결 활동이 발 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일련의 학습활동을 이른

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과제설정￫ 정보

수집￫ 정리와 분석￫ 요약과 표 의 학습활동

을 발 으로 반복해 가는 학습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 다(文部科學省 2008, 12).

과제설정

정보수집

정리․분석

요약․표

   <그림 1> 종합 인 학습시간에서 

탐구학습의 연속 인 과정

 

이러한 탐구학습의 과정은 “바로 문헌정보학 

역에서 연구해온 정보리터러시를 습득하는 

로세스 모델이다”라고도 해석되어( 川 2012, 

4) 교육과정에서 학교도서 의 을 더욱 공

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장의 련 정책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교육계에 PISA가 끼친 향은 매우 

컸다. 특히 PISA형 독해력은 정보리터러시와 

공통 이 많다는 에서 주목 받았다. 

PISA형 독해력은 주어진 텍스트의 상세한 

독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주장의 

신뢰성, 데이터의 정확성, 논리 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읽는 능력이며 다른 자료에서 

정보를 발견하여 비교해서 고찰하는 것이 요구

되기도 한다. 따라서 PISA형 독해력과 정보활

용능력을 별개로 악하지 않고 학생들의 평생

학습을 한 기 를 구축한다는 에서 양자 

사이의 련성을 강하게 인식해야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金澤 2007, 16).

한 PISA형 독해력은 독서교육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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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각 으로 논의되었다. 일본에서는 Reading 

Literacy가 ‘독해력’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에서는 하나의 문장을 읽는 것,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일상 인 독서생활 모두가 Reading을 

가리키기 때문에 독서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고 이러한 독서력을 육성하기 한 교육

이 독서교육이라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 

한 ‘독서’는 문 작품을 통독하는 것, 읽기 학습

과 독해 지도는 국어과가 담하는 것이라는 뿌

리 깊은 통념에서 벗어나 학교교육 안에서 계획

인 지도와 독서 후의 활동  활용을 요시 

하고 있다(米谷 2011). 

학교도서  교육에 있어서는 그 동안 독서지

도와 이용지도를 구분하여 학교도서 의 기능

을 악하고 운 한 경향이 있었으나 PISA형 

독해력의 강조로 인해 종합 인 지도가 요청되

고 있는 것이다. 

탐구학습 추진에 참고가 되고 있는 표 인 

북미 모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Kuhlthau가 고등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정보

행동 모델을 구축하고 정보리터러시교육의 이

론을 형성한 것을 토 로 2000년 에 들어서 ‘안

내된 탐구학습(Guided Inquiry)’이라고 제시한 

모델이다(Kuhlthau 2007). 두 번째는 캐나다 앨

버타 주에서 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책정한 ‘탐구

의 (Focus of Inquiry)’이다(Alberta 2004). 

두 모델 모두 학습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선형 , 순차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 사서교사와 다른 교사의 력이 

필요한  등을 지 하고 있다.

탐구학습은 최근 부상한 학습유형으로 그 정

의나 지도 방법 등에 해 합의가 형성되고 있

는 이다. 탐구학습은 교과에 공통 으로 필

요한 학습방법이면서 교과 통합을 통한 복합

구분 시기 특징

제1기 도입기
도서  이용지도의 도입

1948년~
1950년

∙경험학습, 아동 심주의와 같은 교육사조를 토 로 한 국가 교육과정 수립
∙일본 국내 도서  운동과 미국의 향으로 학교도서  개
∙학습지도요령에 학교도서  련내용이 빈번히 기재됨
∙ 앙정부(문부성) 주도로 이용지도를 도입하고 가이드라인 발간
∙ 장의 기반 미비로 확산 미흡

제2기 모색기
각종 가이드라인 발간  

지도방법의 모색

1950년  후반~
1970년

∙계통학습을 시하는 교육개 으로 학교도서  침체기
∙정부  련단체의 지속 인 학교도서  가이드라인 간행
∙학습지도요령에서 학교도서  련내용이 축소된 가운데 이용지도가 명시됨
∙효과 인 이용지도의 모색 지속

제3기 확립기
정보리터러시교육의 

체계화

1980년

∙여유교육을 기치로 한 교육 개 과 사회의 정보화로 인해 이용지도의 환  형성
∙학습지도요령의 총칙, 국어과, 특별활동에 학교도서  련내용이 기술됨
∙1986년 교육 련 공공문서에 ‘정보리터러시’가 첫 등장
∙정보활용능력이 소한 의미의 IT활용능력이 아님을 강조하기 해 도서 계에서는 
‘정보리터러시’가 통용

1990년
∙이용지도가 정보리터러시교육, 학습방법의 지도를 포 하여 체계화됨
∙ 국학교도서 의회가 1992년, 2004년 학습방법 지도에 한 체계표 발표
∙학교도서   어린이 독서활동 진흥과 련한 법규 정비  정책 추진 

제4기 확 기
탐구학습의 개

2000년  이후

∙학교도서 을 활용한 조사학습의 실천  통 계승
∙개정 교육과정에서 ‘살아가는 힘’의 육성 시로 탐구 인 학습을 강조
∙학습지도요령에 사회과, 종합 인 학습시간에도 학교도서  활용을 명시
∙국내외 학력평가 결과에서 독서의 요성 두, 탐구학습을 시하는 국제 동향

<표 2> 일본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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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종합 인 학습을 제로 하고 정보활용교

육과 독서교육의 교차 에서 근이 필요하다. 

한 정보활용교육의 발  모델이 용되고 있

다는 에서 기존 정보활용교육이 새로운 기

를 맞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일본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4. 결론  고찰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 학교도

서 에서 정보활용교육이 어떠한 역사  변천 

과정을 거쳐 발 되었는지 알아보고, 특징에 따

른 시기 구분을 제안하 다.

분석 결과 일본 학교도서 에서 정보활용교

육의 개는 다음과 같이 네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제1기는 1940년  후반부터 10년 정도의 기

간으로, 학교 장에서는 ‘도서 교육’이라는 명

칭으로 이루어졌으나 1948년 문부성의 가이드

라인 발행과 함께 ‘도서  이용지도’로 정착된 

교수활동이 정보활용교육의 시 가 되었다. 

제2기는 1950년  후반부터 1970년 까지로 

계통학습을 시하는 교육방침으로 인해 학교

도서 의 침체기가 있었던 시기이다. 발 의 정

체 속에서도 각종 가이드라인  교재 발간을 

통한 효과 인 지도 방안이 모색되었다. 

제3기는 1980~90년 로 여유교육을 내세운 

교육개 의 움직임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이

용교육이 ‘정보리터러시교육’으로 확장하여 발

하 다. 국학교도서 의회는 1992년 ‘학습방

법 지도’의 일환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체계화하

다. 1990년 에는 사회 반 으로 학교도서  

 어린이 독서활동 진흥과 련한 제도가 거 

마련되었다.

제4기는 2000년  이후로 학습지도요령의 개

정, 국제 동향, 학교도서 의 축 된 통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탐구학습’으로 발  개

되고 있다.

즉 정보활용교육은 이용지도의 연장선에서 

시  배경을 반 하여 교육 내용과 용 범

를 확장, 발 시키면서 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심 개념

으로 개 과정을 정리하 으나 이용지도의 발

달 과정, 탐구학습의 등장 배경과 같은 에

서도 풀이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탐구학습에 

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론 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고(노진  외 2009), 실천 인 측면에서는 

‘창의  쓰기 로그램’(김은정, 송기호 2015) 

‘나만의 책 만들기 로젝트’(백화  2015) 등

이 사례로 보고되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일본 사례

에서 시사 을 얻기 해서는 역사  배경을 

토 로 한 학교 장의 실천에 한 조사분석, 

정보활용교육의 효과 인 지도방법에 한 면

한 검토 등이 후속연구로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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