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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측정하는 스킬을 토 로 성인의 일상 인 삶에 필수 인 기본 

리터러시를 도출하고, 국내 공공도서 의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리터러시

의 습득을 지원하는 공공도서 의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을 구안하여 계획서와 함께 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하나의 로그램을 통해 네 가지 기본 리터러시를 습득할 수 있는 통합된 로그램으로 이용자의 

자기주도 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과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모델은 상, 주제, 실행 략, 도구, 자료, 평가의 여섯 가지 요소와 상의 선정, 상의 분석, 

주제 선정, 실행 략 수립, 계획의 성문화, 실행, 평가하기라는 일곱 단계로 이루어져 6×7모델로 명명하 다.

ABSTRACT

This study drew four essential literacies for adult’s daily life through analyzing the concepts 

of the ‘skill’ in PIAAC, and also investigated current literacy programs for adult users in Korean 

public libraries. Finally on tho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 literacy program model with 

an illustrated action plan for adult users of pubic libraries. A suggested model is planed an 

intergrated program that make users can acquire four essential literacies through participating 

in a single program. This model is characterized by self-directed learning by the users and 

can be applied freely to various subjects and user groups. The model consists of six components 

and seven steps. Six components are target, theme, strategy, tool, material, assessment. Seven 

steps are targeting, selecting theme, strategy planning, documentation, action, assessing. This 

model is named 6×7 model on the basis of components and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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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공공도서 의 핵심임무 가운데 하나인 리터

러시의 개발과 지원은 기에는 문맹의 해소와 

활자화된 텍스트에의 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개념에서 문해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서비스

가 이루어졌었다. 미권의 경우 이민자를 한 

어교육, 취학  아동을 한  읽기와 쓰기 

교육, 문맹자를 한  읽기와 쓰기 교육 등이 

공공도서  리터러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었으

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맹자와 다문화구성

원에 한 한 교육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리터러시의 개념은 단순히 자를 읽

고 이해하는 ‘문해력’이나, 텍스트의 행간과 맥

락에 한 이해를 포함하여 읽기와 쓰기를 통한 

정체성에 한 이해까지를 포함하는 ‘문식성’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로 언어교육과 련되어 논의되었던 리터러

시의 개념은 정혜승(2008)의 연구에서 보듯 변

화하는 매체와 환경을 반 한 재개념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교육과 

련된 연구들은 텍스트에 기반한 의사소통이라

는 문제에 천착하고 있어서 도서   정보센터 

등을 축으로 지식과 정보의 조직과 유통을 연구

문제로 다루는 문헌정보학에서의 리터러시 개

념은 이와 다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리터러시는 의사소

통의 목 보다는 필요로 하는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여 이를 습득하고, 지식을 조직화하는 

활동의 측면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즉, 정보

와 지식을 달하는 기호로서의 텍스트나 이미

지들을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더 나아가 이러한 

기호들을 수록한 매체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극 인 의미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러한 배경에서 그 동안 문헌정보학 분야의 리터

러시 연구는 정보 리터러시에 을 두고 이루

어져왔다. 그러나 리터러시는 Bhola(2009)가 

지 했듯 리터러시를 필요로 하는 주체, 리터

러시 습득의 목 , 그리고 리터러시를 습득하

는 데 따르는 방법론과 리터러시의 가치에 

한 이데올로기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

의 될 수 있는 개념이며, 송경진(2015)이 지

했듯이 독자 인 개념으로 존립하기보다 cultural 

literacy, financial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등과 같이 오히려 특정 주제나 상황에 결부되어 

사용되는 보통명사화 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

다. , 여러 생 리터러시 개념의 정의에는 ‘필

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의 소재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효과 으로 활용하는’ 정보 리터러시

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새로

운 개념의 리터러시는 정보 리터러시를 핵심으

로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

제를 해결하기 한 능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리터러시 개념을 수용하여 ‘문

자’라는 텍스트에 고착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리터러시 서비스를 구성하여 이용자에

게 제공하고, 공공도서 의 주요 서비스 분야인 

정보 리터러시의 함양을 핵심으로 다양한 생 

리터러시의 수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공공도서

이 이용자의 삶에 필수 인 복수의 리터러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리터러시 서비스의 

핵심으로 보고, 송경진과 차미경(2014)이 제안한 

성인 리터러시 서비스 개념을 토 로 국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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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성인이용자에게 필요한 리터러시 로

그램 모델을 구안하여 제시하고자 하 다.

1.2 연구 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 의 실정에서 성인

들의 삶에 필수 인 기본 리터러시에 한 습

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송경진과 차미경(2014)

의 연구에 따르면 리터러시 서비스는 부분 

로그램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의 상은 성인에게 필수 인 기본 리터러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 의 성인 리터러시 서비스 황

을 조사․분석하여, 성인의 기본 리터러시 습

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도서 의 로그램 

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이를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

다. 

우선, 성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 인 리터러시

의 설정과 련해서 이 연구는 OECD(2013)의 

주도하에  세계 24개국이 참여한 성인역량조사

인 PIACC에서 측정한 스킬과 련된 리터러시

를 분석하여, 이를 공공도서  성인 이용자의 삶

에 필수 인 리터러시로 용하 다. Schleicher 

(2014)에 따르면 PIACC이 측정하고 있는 스

킬은 기술과 역량을 총칭할 수 있는 개념이며, 

PIACC의 맥락에서는 역량과 스킬을 별로도 구

분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히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OECD(2013)

는 성인의 스킬을 직장, 사회, 가정에서 변화된 

21세기 환경에 응하는 데 필수 인 것으로 정

의하 으며, Shleicher(2014)는 성인의 스킬이 

삶의 여러 기회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고 언

하 다. 그리고 PIACC의 결과는 부분 학력과 

직무능력 등의 미스매치 분석을 통해 성인의 평

생학습이나 직무계획과 련된 정책개발에 활용

된다. 이 같은 을 고려할 때 PIACC의 스킬은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성인의 삶에 필요한 

기술 혹은 역량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련된 리터러시는 성인의 삶에 필수 인 기본 

리터러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6-65세 사이 성인의 스킬 평가를 해 측정하

고 있는 독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에 한 OECD 

(2013)의 정의를 토 로 련된 리터러시를 도

출하고 도출된 리터러시의 개념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의한 후, 해당 정의에 비추어 필요한 리

터러시 습득의 요소를 추출하 다.

둘째, 재 우리나라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성인 상 리터러시 로그램의 실

태를 조사하기 해 조사 상 도서 을 선정하

고 선정된 각 도서 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5- 

2016년 사이에 실시된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사례를 조사하 다. 도서 의 선정은 2014년 말 

국가도서 통계 기  이용 련 지표인 이용자교

육 실시 횟수, 문화 로그램 실시 횟수, 도서  

 독서 로그램 실시 횟수가 국 930개   

가장 많은 10개씩의 도서 을 추출하여 선정하

다. 세 가지 지표에서 상 에 오른 도서 은 

복을 제거하고 모두 26개 도서 이었으나 성

인 상 로그램이 을 것으로 생각되는 4개의 

어린이도서 은 제외하 다. 최종 으로 선정된 

도서 은 모두 22개 이었으며, 22개 도서 의 

세 가지 지표 황은 <표 1>과 같았다.



17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제4호 2016

No 지역 도서 명
로그램실시횟수(건)

이용자 교육 문화 로그램 도서   독서 련 로그램

1 강원 고성교육도서 0 367 29

2

경기

성남시 원도서 189 98 345

3 희망샘도서 142 0 705

4 수원시 앙도서 1 0 961

5 경남 김해장유도서 129 480 137

6 주 주 역시립무등도서 1,819 12 15

7

서울

개포도서 1,307 82 50

8 서울고덕평생학습 1,019 353 46

9 곡문화체육센터도서 75 398 429

10 노원평생학습 4,110 261 268

11 동 문구 답십리 도서 47 512 108

12 서 문구이진아기념도서 68 2,864 491

13 송 도서 1,599 109 47

14 등포평생학습 212 443 27

15 용산도서 1,298 53 49

16 정독도서 70,515 72 80

17 인천 인천 역시 앙도서 8,626 37 67

18
남

나주공공도서 1,270 128 1,353

19 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 1,944 77 16

20

충남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 73 340 39

21 충남서부평생학습 37 333 34

22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86 552 77

자료: 문화체육 부. 국가도서 통계(libsta.go.kr). 2014년 말 기  자료.

<표 1> 사례 조사 상 공공도서  

셋째, 사례 조사 결과 재 우리나라 공공도

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리터러시 로

그램이 앞서 도출된 성인의 필수 인 기본 리

터러시의 개념에 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분석하 다. 분석은 추출된 리터러시 개념

에서 정의한 요소들의 습득이 타당하게 로그

램이 구성되었는가를 심으로 하 다.

넷째, 도출된 기본 리터러시 개념과 행 사

례 분석 결과를 토 로 국내 공공도서 에서 성

인을 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리터러시 로그

램 모델을 구안하 다. 구안된 모델은 하나의 

로그램을 통해 네 가지의 기본 리터러시를 통

합 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문가의 검

토를 거쳐 수정한 후 노년층 여성을 상으로 

한 사례를 작성하여 시하 다.

1.3 선행연구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도서 과 련된 리터

러시 연구는 특정 이용자집단에 필요한 문해력, 

정보활용능력,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 등의 생 

리터러시와 련한 서비스로 제한하여 고찰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연구  리터러시 개념의 변천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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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리터러시 개념에 입각하여 공공도서  서

비스를 분석한 것으로는 송경진(2014), 송경진

과 차미경(201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공

공도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터러시 서비스

를 각 생 리터러시 개념에 따라 조사하고, 공공

도서  장에서 극 으로 생 리터러시 개

념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공공도

서 의 성인 이용자를 상으로 한 리터러시 서

비스와 련된 연구로는 성인의 독서지원과 

련된 최상희(2009, 2012)의 논문과 정보 리터러

시와 련된 조미아(2007), 이용재(2013)의 논문, 

그리고 건강 리터러시와 련된 이연옥(2010), 

노 희(2011), 노 희와 오상희(2011)의 논문

이 있다. 그러나 조미아(2007), 최상희(2009), 

노 희(2011)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공공도서 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국내 

황의 악이나 용에는 제약이 있다.

공공도서 의 리터러시 서비스와 련된 해

외 연구들은 90년 까지는 주로 성인의 문해력 

 독서능력과 련된 고 이고 기능 인 리

터러시 개념에 입각하여 실제 사례를 심으로 

리터러시 로그램의 제공 방안과 그 효과 등

을 분석하 다. 2000년  이후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웹이라는 정보통신환경의 발 과 다양

한 디지털 매체의 등장을 반 하여 온라인상에

서의 정보검색과 활용에 을 둔 정보 리터

러시, 오디오북이나 자책 등의 디지털 매체

의 활용과 응력의 향상을 목 으로 하는 디

지털 리터러시와 련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

작했으며, 건강 리터러시, 융 리터러시, 조기 

리터러시, 가족 리터러시 등의 기타 생 리터

러시와 련된 연구들도 나타났다. 최근의 해

외 연구들은 리터러시 서비스를 생애교육과 

련하여 고찰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이런 연

구의 제는 정보통신환경의 발달과 함께 미래

의 사회가 지식 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그 가

운데 공공도서 의 교육  역할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측을 수반하고 있다.

공공도서 의 정보 리터러시 서비스와 련

한 것으로는 O'Beirne(2012), Darbandi(2013), 

Widdowson(2013), Eynon(2014) 등의 연구

가 있다. O'Beirne(2012)은 지식 심 사회에서 

비공식 인 학습과 교육자원을 제공하는 공공

도서 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을 지 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권(Digital 

Citizenship) 제공이 공공도서  서비스의 핵심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Darbandi(2013)

는 정보 리터러시가 필요한 정보의 검색과 비

 사고,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 등이 통합된 개념

이라는 을 지 하고, 공공도서 이 이용자의 

비  사고를 길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반면, Widdowson 

(2013)은 공공도서 에서 정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고, 이용자들은 정보 

리터러시 활동에 별 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정

보 리터러시를 정보기술(information skills) 혹

은 연구기술(research skills)과 동의어로 인식하

고 있다는 문제 을 지 하 다. Eynon(2014)은 

웨일즈(Wales)라는 지역공동체를 상으로 학

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 리터러시의 

개발과 이해를 진하기 한 목 으로 기획된 

Welsh Information Literacy Project(WILP)

의 4단계 과정의 진행성과에 한 내용을 소개하

다. 2010년에 시작되어 1년을 단 로 단계 인 

정보 리터러시 개발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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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공공도서  직원들의 정보 리터러시 개발, 

학교도서  사서  직원의 정보 리터러시 개발, 

등학교 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개발, 성인교

육  고등교육을 한 정보 리터러시 네트워크 

개발 등의 4가지 목 을 지향하고 있다. 

공공도서 에 있어 정보 리터러시를 제외한 기

타 생 리터러시와 련된 최근의 해외 연구로

는 Abiolu와 Okere(2012), Xie(2012), Dalmer 

(2013), McKerracher(2013), Pendell(2013), 

Smith와 Eschenfelder(2013) 등의 연구가 있

다. Abiolu와 Okere(2012)는 지속가능한 환경

의 보존을 해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 리터러

시(envrionmental literacy)의 진이 필요하

다는 을 지 하고, 이를 한 실천 방안으로 

공공도서 의 활성화를 포함한 ICT 기술의 훈

련과 다양한 심 그룹과의 력을 제안하 다. 

Xie(2012)는 2007-2009년까지 2개 공공도서

의 60-89세 사이의 노인 이용자 218명을 

상으로 4주 동안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건강정보에 

한 근과 이용이라는 건강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잘 구성된 공공도서

  NIH의 자원을 활용한 건강 리터러시 교

육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에게 사

회 , 경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 Dalmer(2013)는 각 문헌에 나

타난 주제명 표목과 키워드의 조합을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건강 리터러시가 어떻게 개념화되

고 있으며, 공공․ 학․병원 도서  등에서 

어떠한 실천을 통해 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

고, 건강 리터러시에 한 의식이 사서와 이용

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합할 수 있는 도구이

며, 향후 도서 에서의 건강 리터러시 진을 

해서는 사서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범국가

인 련 계획에 사서의 핵심 인 역할이 포함

되어야 함을 지 하 다.

한편, McKerracher(2013)는 호주도서 회

와 호주의 공공도서 들이 성인들의 독서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해 함께 주도하고 참여

했던 National Year of Reading 로젝트를 소

개하고, 4개의 주요 사례를 통해 국가 인 리터러

시 캠페인의 효과 인 산출결과를 얻기 해서는 

캠페인의 랜딩과 커뮤니 이션이 요한 기

가 된다는 을 지 하 다. , Pendell(2013)

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있어 공공도

서 이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에 주목하

여 자기주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랫

폼과 자원 사자에 의한 면 면 학습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모델에 한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리

터러시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계

가 매우 요한 요소이며, 교수자들은 다양한 

략을 사용해 학습자를 이끌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Smith와 Eschenfelder(2013)는 

 기계화되어 가고 복잡해지는 융환경에 

처하기 해 일반 들에게 필요한 융 리

터러시와 련된 공공도서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장애물은 무엇인지에 한 경험  연구를 수행

하 다. 그리고 이와 련하여 이용자의 라이

버시, 서비스의 범 , 시․공간 인 경쟁, 융 

리터러시 정보원에 한 사서의 지식수  등을 

문제로 제기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 공공도서

의 리터러시 서비스와 련된 연구는 다양한 

생 리터러시 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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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 으로서 생애학습의 연장선에서 공공

도서 의 서비스로 리터러시 서비스를 악하

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 

사례나 서비스 모델에 한 연구보다는 개념과 

리터러시 실천의 당 성에 주목하여 부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 착안하여 오늘 날의 

지식정보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기능으

로서 리터러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존 논의에 나타난 다양한 을 바탕으로 공

공도서 의 성인 이용자를 한 실제 인 리터

러시 로그램 모델을 제안하 다는 에서 선

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2. 성인 역량과 기본 리터러시

2.1 PIAAC의 개요

PIACC은 성인 역량에 한 양  정보를 토

로 체계 인 교육 훈련 정책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 으로 2008년 OECD 주도

하에 시작되었다. 이후 2010년 비조사, 2011

년 하반기에서 2012년 상반기 동안 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4개국의 참여로 시작하여 후에 

9개국이 추가로 참여하 다. PIACC의 조사 목

과 시기, 평가 내용, 조사 방법 등은 <표 2>와 

같다. 

사업명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조사 목
성인들의 핵심 역량이 사회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직장과 가정에서 이 역량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음

조사 시기 2008년에 시작하여, 2010년에 비조사, 2011 이후 3 Round에 걸쳐 본 조사 실시

평가 내용

다양한 사회 환경  직업 생활에서 필요한 핵심 인 정보처리 역량으로 노동시장, 교육  훈련 과정, 사회생활 
등에서 필수 인 요소가 되는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을 평가.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다양한 스킬들(읽기, 쓰기, 수리력, ICT, 문제해결력, 과업재량, 직장 내 학습, 향력, 
동, 자기 리, 손기술,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에 한 정보 수집과 아울러 학력 불일치 여부, 노동시장과 

사회  성과 련 변인들을 함께 조사함.

조사 방법

24개 국가 는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16-65세 사이의 성인 15만 7천명을 상으로 조사. 참여자의 국 이나 
언어와 무 하게 데이터 수집 시 에서 각국에 거주하는 16-65세 사이 성인을 조사 상으로 선정. 배경 설문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직  응답자에게 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 내용을 조사원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역량 평가는 배경 설문이 끝난 뒤, 컴퓨터 활용 능력에 따라 컴퓨터 평가와 서면 평가  한 가지를 응답자가 
수행. 시간 제한 없음.

참가국

Round 1 (2008-2013):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미국, 벨기에( 랑드르), 키 로스1),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국(잉 랜드와 북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폴란드, 랑스, 핀란드, 한국, 호주

Round 2 (2012-2016): 그리스,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칠 , 터키
Round 3 (2016-2019): 멕시코, 미국2),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페루, 헝가리

한국 조사  연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정책과의 업 사업. 
국내 조사  연구 총 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 실행은 통계청 담당.

자료: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 p.13. 
2) OECD. 2016.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online]. [cited 2016.7.21]. 

<http://www.oecd.org/site/piaac>.

<표 2> PIACC 개요 

 1) 사이 러스라고도 불리는 키 로스는 국가로서의 지  인정에 해 유엔과 터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

로 2013년 Round 1 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 결과를 알리는 OECD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름이 

락되어 있음.

 2) 미국은 Round 1, Round 3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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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킬과 리터러시

앞서 기술한 Schleicher(2014)의 지 로 

PIACC에서 사용되는 스킬은 기술과 역량을 총칭

하는 개념이며 서로 구분하여 사용되지는 않는다. 

성인역량조사에서 사용되는 스킬은 평가와 측정

된 결과를 해석하기 한 기 을 제공하는 

임워크에 의해 정의되며, 각각의 임워크는 

내용, 인지 략, 맥락의 세 가지 측면에서 스킬을 

정의한다. <표 3>은 설문 문항과 지문에 반 된 

스킬의 정의와 인지 략, 맥락에 한 정의를 포

함한 세 가지 측정 역인 문해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에 한 개요를 나타낸다.

<표 3>에서 보듯 PIACC의 스킬 측정에 포함

되는 세 가지 역은 맥락과 내용에 따른 정의를 

감안하면 단순히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세 가지 스킬이 아니라 세 

가지 역에 포함되는 리터러시 요소들을 포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역

의 정의에 나타난 요소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문

헌에 나타난 리터러시 개념과 연결시켜 본 결과 

<표 4>와 같이 복수의 리터러시를 세 가지 스킬 

측정 역

개념 정의 

언어능력
(Literacy)

수리력
(Numeracy)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

정의
(Definition)

로 쓰인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지식과 잠재력을 개
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한 사회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로 쓰인 단어와 
문장을 해독하는 것에서부터 복잡한 텍
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
까지를 포함하지만 텍스트의 생성(쓰기)
과는 계가 없음. 

일련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수학 인 
요구와 련되거나 이를 처리하기 한 
수학  정보와 생각에 근, 활용, 해석, 
소통 할 수 있는 능력.
수리력은 실제 인 맥락에서 여러 방식
으로 표 된 수학 인 내용과 정보, 발상
에 처함으로써 상황을 조정하거나 문
제를 해결하는 것과 련 있음

실제 인 임무 수행을 해 디지털 기
술, 커뮤니 이션 툴,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의 측정은 한 목표와 계획
에 따라 설정된 문제를 컴퓨터와 컴퓨
터 네크워크를 통해 정보에 근, 활용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에 을 둠

내용
(Contents)

매체(인쇄/디지털)와 포맷에 따른 서로 
다른 유형의 텍스트
- 연속된 텍스트/산문
- 비연속 텍스트/문서
- 혼합된 텍스트
- 여러 유형의 텍스트

수학  내용, 정보, 발상
수량
- 크기와 형태
- 패턴, 계와 변화
- 데이터와 확률
수학  정보의 표
- 사물과 그림
- 숫자와 기호
- 시각  표 (도해, 지도, 그래 , 표)
- 텍스트
- 기술 기반 디스 이

기술
- H/W 장치
- S/W 응용 로그램
- 명령어와 기능
- 구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임무
- 내  복잡성
- 문제기술의 명료성

인지 략
(Cognitive 
strategies)

- (텍스트에의) 근과 확인
- (서로 련된 문장의) 조합과 해석
- 평가와 반

- 확인, 배치, 근
- 순서, 셈, 추정, 계산, 측정, 모형 
등의 활용과 이에 의거한 행동

- 해석, 평가, 분석
- 의사소통

- 목표 설정  과정 찰
- 계획
- 정보 습득  평가
- 정보 활용

맥락
(Context)

- 직무와 련된 맥락
- 개인 인 맥락
- 사회 , 공동체  맥락
- 교육훈련의 맥락

- 직무와 련된 맥락
- 개인 인 맥락
- 사회 , 공동체  맥락
- 교육훈련의 맥락

- 직무와 련된 맥락
- 개인 인 맥락
- 사회 , 공동체  맥락

출처: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p. 59.

<표 3> PIACC의 스킬 측정 역과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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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 정의 출처
PIACC 스킬 

역

독해력 

(reading literacy)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해 로 쓰인 텍스트와 맞물려 이해하고, 

활용하고, 사고하는 능력

OECD

(2016a)
언어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인지 으로나 기술 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디

지털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고, 소통

할 수 있는 능력

ALA Digital 

Literacy Task 

Force(2013)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수학  리터러시 

(mathematical literacy)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 인 해석을 용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수학  추론과 수학  개념, 차, 자료와 

도구를 활용해서 상을 묘사하고, 해석하고, 측하는 

것을 포함

OECD

(2016a)
수리력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지식과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의 소재를 찾아내고, 평가

하고, 조직하여 효과 으로 창조하며, 맞닥뜨린 문제나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정보를 활용하거나 알리는 능력

Chevillotte 

(2010)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표 4> PIACC의 스킬에서 도출한 성인의 기본 리터러시

역에 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표 4>

에 나타난 4가지 리터러시를 성인의 기본 리터러

시로 설정하 다. 

2.3 한국 성인의 스킬 황

2라운드 결과가 포함된 OECD(2016b)의 최

근 조사결과를 기 로 살펴본 우리나라 성인의 

스킬 황을 보면, <표 5>에서 보듯, 언어능력

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수리력은 평균 정

도에 해당하는 수 이었으며, 컴퓨터 기반 문

제해결 능력은 두 가지 스킬에 비해서 더 떨어

지는 양상이었다.

16-65세 사이의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언어

능력 수는 272.6 으로 OECD 평균인 267.7

보다 다소 높았으나 연령 별로는 청소년층

이 포함되는 16-24세 그룹을 제외하고 25-34

세 그룹과 55-65세 그룹간의 수 차가 45.4

으로 OECD 평균(28.6)을 크게 웃도는 국가로 

나타났다. 두 그룹뿐 아니라 16-24세 그룹을 제

외한 나머지 네 그룹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그룹의 수를 34개국 의 순

로 보면 25-34세(6 ), 35-44세(15 ), 45-54

세(24 ), 55-65세(25 )로 은 층과 장년

층 사이의 차이가 뚜렷했다. 이처럼 연령에 따

른 언어능력의 차이는 황혜진(2015)의 지

로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 수리력의 경우에도 OECD 평균(263.0)

과 근사한 수치인 263.4 을 기록했지만 언어

능력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핀란드, 칠 , 터

키 등과 더불어 25-34세 그룹과 55-65세 그룹 

간의 격차가 큰 나라 의 하나로 나타났다. 수

리력 측정 결과를 34개국 의 순 로 살펴보

면 25-34세(13 ), 35-44세(16 ), 45-54세(24

), 55-65세(28 )로 언어능력 측정 결과보다 

반 으로 낮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은 

층인 25-34세 그룹과 장년층인 55-66세 그룹 

사이의 격차도 48.9 으로 평균(27.7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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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세)

스킬
16-24 25-34 35-44 45-54 55-65

16-65 

체

OECD 

평균

독해력 292.9 289.5 277.5 258.6 244.1 272.6 267.7

수리력 280.9 280.7 270.6 251.1 231.8 263.4 263.0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Level 1 미만 2.6 6.1 12.6 15.8 8.7 9.8 14.2

Level 1 27.9 35.6 42 24.6 12.9 29.6 28.7

Level 2 53.6 42.4 26.7 10.7 3.9 26.8 25.7

Level 3 9.9 6.2 2.3 0.7 c 3.6 5.4

Level 2와 3 사이 63.5 48.6 29 11.4 3.9 30.4 31.1

컴퓨터 사용 경험 없음/ 

ICT core 검사 미통과
5.3 7.1 12 38.7 63.5 24.6 14.7

자료: OECD. 2016. Survey of Adults Skills (PIAAC) [online]. [accessed on 2016.7.21]. <www.oecd.org/site/piaac>.

<표 5> PIAAC 결과로 본 우리나라 성인의 스킬 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에 따르면 PIACC

의 응답자는 컴퓨터 는 서면으로 평가를 받

았다. 배경설문조사를 통해 컴퓨터 사용 경험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는 서면으로 평

가하 으며, 컴퓨터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클

릭하기, 하이라이트 하기, 정보 입력하기, 드래

그 하기 등의 기  기능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컴퓨터 기  사용법 검사(ICT core)를 통해 컴

퓨터 기  사용 능력을 평가하 다.  응답자 

가운데는 컴퓨터 사용 경험은 있지만 스스로 

ICT core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서면 평가를 선

택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컴퓨터 사

용 경험과 ICT core 통과 여부에 따라 응답자

간의 스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 으로 컴퓨터 검사를 거부하고 서면 평가

를 선택한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력이 

낮고, ICT core 검사를 통과한 집단이 가장 스

킬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PIACC의 스킬 측정이 컴퓨터 기반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OECD는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결과의 경우 단순히 참가자들의 스

킬 수 을 언어능력이나 수리력처럼 평균 수

로 비교하지 않고 컴퓨터 사용 여부, 기본 스킬

에 한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체 성인 비 

각 수 별 비율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성인은 

컴퓨터 사용 경험이 없는 성인의 비율과 ICT 

core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성인의 비율이 

24.6%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장 낮은 수 인 Level 1에 이르지 못한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상 으로 

높은 수 인 Level 2와 Level 3에 걸쳐 있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아서 체 으로 성

인들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다

고 볼 수는 없었다. ,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 측정 결과의 연령별 격차도 다른 스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 경험이 없

거나 ICT 테스트에서 탈락한 인구의 비율이 

16-24세 그룹에서는 5.3%에 불과했던 반면에 

55-65세 그룹에서는 63.5%로 나타나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IT 인

라가 뛰어나다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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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각 연령  별로 컴퓨터 사용 경험

이 없거나 ICT 테스트를 탈락한 인구가 모두 

OECD보다 높게 나타난 은 특기할 만한 사

항이었다. 이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반에 

한 투자에 비해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에 한 교육이나 훈련은 제 로 이루

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연령 별로 각 스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성인을 상으로 한 교육이나 로그

램을 기획할 때 연령별 세구분이 필요할 것으

로 보 다.

  3. 공공도서 의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황

3.1 로그램 분류 기

앞서 기술한 로 이 연구에서는 PIACC의 

스킬 역에 복수의 리터러시 개념을 입하여 

<표 4>와 같이 성인의 기본 리터러시를 설정하

고 <표 1>에서 선정된 도서 을 상으로 2015- 

2016년 사이에 시행된 성인 상 로그램을 

조사하여 <표 4>에서 정의한 기본 리터러시 

역에 해당하는 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성인을 상으로 한 로그램이

라고 할 때 주로 어떤 인구를 상으로 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공도서 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성인 상 리터러시 로그램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인의 기본 리터러시인 

독해력(reading literacy), 수학  리터러시, 디

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개념에 따라 분

류할 때 개념의 용이 연구자의 단에 따르

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용하는 기 을 설

정할 필요가 있었다. <표 6>은 문헌상에 정의된 

개념에 기 하여 네 가지 기본 리터러시의 

용 기 을 정리한 것이다.

각 도서 의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는 2016

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공공도서 의 성인 상 로

그램  의 기본 리터러시 개념을 용해서 

분류한 결과 <표 7>과 같이 총 92개 로그램

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독해력과 련된 것

으로 볼 수 있는 로그램은 64건(69.6%), 디

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로그램은 28건(30.4%)이었으며, 수학  리터

리터러시 개념 용 기

독해력 

(reading literacy)
한국어 독해능력과 련하여 읽기, 쓰기  비  책 읽기를 내용으로 하는 로그램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디지털 정보의 활용을 해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의 습득과 련된 로그램. 매체의 속성과 

미디어 언어에 한 이해를 통한 커뮤니 이션을 목 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달리 

디지털 기반 기술의 습득에 을 둔 로그램

수학  리터러시

(mathematical literacy)
학습이나 가계, 융 등 경제활동과 련되어 필요한 수리  지식의 습득과 련된 로그램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제3자가 강의 등을 통해 이미 조직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재조직하는 것과 련된 로그램

<표 6> 성인 리터러시 서비스의 개념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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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로그램명 상 도서 명 분류

1 다락방세계동화 성인 노원평생학습

책 읽기와 

쓰기

2 학부모독서동아리 학부모 고성교육도서

3 주부독서회 성남시민(여성)
성남시 원도서

4 인문고 독서회 성남시민

5 자녀독서교실 어린이 책과 독서문화에 심 있는 구나 희망샘도서

6 행복한 쓰기 어르신  일반 수원시 앙도서

7 디딤독서회 김해시 지역 거주자  성인 김해장유도서

8 다문화 동화구연 성인, 다문화가정

주 역시립무등도서
9 사랑주부독서회 주부

10 책으로 여는 유쾌한 세상 일반시민 

11 고 읽기반 일반시민 

12 어린이책 시민연 어린이책 시민연  강남지회 개포도서

13 고 강독 ‘쉽고 행복한 맹자 읽기' 성인

고덕평생학습
14 북 북 사랑방 북시터 자격증 소지자 

15 우행시독서회 성인

16 아침문학회 성인

17 곡문화체육센터도서 일반독서회 여성 곡문화체육센터도서

18 독깨비 성인
노원평생학습

19 仁思  노원 한자한문 지도사 과정 수료생

20 로쟈와 함께 읽는 나쓰메 소세키 성인 서 문구립도서

21 손끝으로 만드는 인생의 즐거움 - 필사 60세 이상 

이진아기념도서  

22 로쟈와 함께 읽는 셰익스피어 성인

23 목요시민강좌-철학으로보는 성 성인

24 이미애 작가와 함께 하는 동화창작교실 성인

25 성인독서동아리 성인

26 이야기꾸러미 성인

송 도서

27 어린이책시민연  송 지회 성인

28 북 북  성인

29 민들 씨 성인

30 생활문학 쓰기 성인

31 북산책(독서논술 지도자 후속 모임) 성인

32 어린이책시민연 서울지부 성인

33 멋.진.동.행(독서셀 리더십 후속 모임) 성인

34 어린이책시민연  용산지회(책놀이터) 성인

35 2라운드 인생을 한 쓰기 성인

정독도서

36 책으로 놀고 공부하며 꿈 찾기 성인

37 책키북키 청소년자녀가있는학부모 

38 책과의 수다 직사서교사 교사들 

39 서울독서모임 서울시  근교의 거주민

40 시창작 성인 

41 타래 문학회 성인 

인천 역시 앙도서42 문화코드로 읽는 삼국유사 55세 이상 성인

43 엄마표 한국사 그림책 읽기 성인

44 이화독서회 성인
나주공공도서

45 나를 찾는 자서 쓰기 어르신

46 성인독서동아리 지역주민 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

<표 7> 국내 공공도서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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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로그램명 상 도서 명 분류

47 시낭송가 양성 일반인 성인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

48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쓰기 일반인 학부모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책 읽기와 

쓰기
49 책으로 여는 세상 성인 고덕평생학습

50 책을 이해하는 여덟가지 학부모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51 쓰임NIE 성인 고덕평생학습

기타
52 역동 역사논술지도자과정 수료생

노원평생학습53 원 페이지(요약기술) 구나

54 지혜의 샘 성인

55 독서토론 지도사 성인
성남시 원도서

자격증 

과정

56 스토리텔러 지도자(동화구연) 성인

57 그림책놀이 지도사(3 ) 성인
나주공공도서

58 독서토론 지도사 성인

59 그림책놀이 지도사 자격증반 지역주민 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

60 그림책놀이 지도사 일반인 성인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

61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성남시 원도서

한국어교육
62 가나다 한  성인

노원평생학습
63 한 교실(기 반) 성인

64 성인문해교실 비문해자 나주공공도서

65 워포인트(2010)기 에서활용(ITQ자격증) 성인
고덕평생학습

ITQ 자격 

인증

66 ITQ엑셀2010자격증과정 성인

67 컴퓨터 활용능력 2  자격증반(실기) 성인 인천 역시 앙도서

68 ITQ(엑셀)자격증과정 성인 나주공공도서

69 시민정보활용교육(엑셀, 포토샵, ppt) 성인 성남시 원도서

소 트웨어 

활용

70 포토 상쉽게배우기 성인

고덕평생학습

71 (야간)엑셀 함수 특강 성인

72 엑셀2010기 에서실무 성인

73 엑셀기 부터활용(2010) 성인

74 포토샵사진편집CS5 성인

75 포토샵 CS5 성인

76 포토샵사진동아리 성인

77 엑셀(직장인) 성인 
등포평생학습

78 엑셀․ 워포인트기  성인 

79 시민정보활용교육 실버반 55세 이상
성남시 원도서

컴퓨터/

인터넷 기

80 시민정보활용교육 직장인반 성인

81 스마트폰 활용(완  기 반) 성인

고덕평생학습
82 컴퓨터기  성인

83 스마트폰과컴퓨터의만남 성인

84 컴퓨터활용과블로그만들기 성인

85 어르신 컴퓨터A(한 과 인터넷 기 ) 성인 
등포평생학습

86 어르신 컴퓨터B(인터넷 활용과 블로그) 성인 

87 실버컴퓨터  55세 이상 성인 인천 역시 앙도서

88 실버컴퓨터 어르신(55세 이상) 나주공공도서

89 스마트폰 활용하기 일반인 50  이상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

90 실버컴퓨터( ) 일반인 성인

91 실버컴퓨터( ) 노인어르신(65세 이상)
충청남도평생교육원평생학습부

92 실버스마트폰활용교육 노인어르신(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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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련 로그램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단, 나주공공도서 의 

성인문해 로그램 에 한 과 함께 간단한 

숫자 등을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 특기할 만하 다. 

3.2 상과 유형

3.2.1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의 상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의 상은 <표 8>에

서 보듯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한 92개의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상을 성별이나 연령, 직업 등으로 특정한 경

우는 총 25건으로 체 사례의 27.2%에 불과

했으며, 나머지는 구나, 성인, 일반 등으로 

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을 특정한 사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연령의 경우 10건의 사례가 모두 노인층을 

상으로 한 사례 는데, 10건의 사례  2건은

연령을 명기하지 않고 ‘어르신’으로 상을 특정

했고, 50  이상이 1건, 55세 이상이 4건, 60세  

이상이 1건, 65세 이상이 2건으로 나타나 공공도

서 이 노인 상 서비스를 기획할 때 특정하는 

노인의 연령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제외하고는 특정 과정 수료자, 자격증 소

지자, 특정 모임 참가자 등의 기타에 해당하는 사

례가 5건(5.4%)으로 많았고, 학부모(4건, 4.3%), 

여성(2건, 2.2%), 다문화인구(2건, 2.2%), 비문

해자(1건, 1.1%) 순으로 나타났다.

3.2.2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의 유형

성인을 상으로 한 리터러시 로그램은 앞

서 언 한 로 주로 독해력과 디지털 리터러

시의 두 범주의 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그  독해력과 련된 로그램은 서로 확연

하게 변별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내용의 특성에 

따라 크게 나 어보면, 가장 큰 유형으로 자서

 쓰기나 동화창작, 고 강독과 독서토론 등

을 포함하는 책 읽기와 쓰기를 들 수 있는데, 

이 유형에 포함되는 로그램이 64건  50건

(78.1%)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독서, 논술

과 련한 자격증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로그램이 6건(9.4%), 다문화 인구  문맹의 

고령자를 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과정이 4건

(6.3%), 그리고 읽기  쓰기와 련이 있지만 

앞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에는 로그램의 

특성이 다소 다르다고 보이는 기타 로그램이 

4건(6.3%)이었다. 기타 로그램에는 신문기사

를 소재로 쓰기, 읽기, 토론, 교과연계교육 등

에 활용하는 신문활용교육(NIE), 여러 주제의 

을 한 페이지로 요약․기술하는 원 페이지 학

습, 역사논술 지도, 스토리텔링 등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로그램으

구분
상을 특정한 경우 상을 특정하지 않음

(성인, 일반, 구나 등)기타 다문화 인구 비문해자 여성 연령 주부 학부모 소계

사례(건) 5 2 1 2 10 1 4 25 67 92

비율(%) 5.4 2.2 1.1 2.2 10.9 1.1 4.3 27.2 72.8 100.0

<표 8> 사례 조사 공공도서 의 성인 리터러시 서비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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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도서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의 내용 분포 

로는 스마트폰 활용과 블로그, 카페 운  등을 

포함한 컴퓨터/인터넷 기 를 교육하는 로그

램이 14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포토샵, 

엑셀, 워포인트 등의 소 트웨어 활용법을 교

육하는 로그램이 10건(35.7%)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정보활용기술에 한 국가공인시험인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인증시험과 련한 교육이 4건(14.3%)이었다. 

각각의 범주에 따른 로그램의 유형은 <그림 

1>과 같다.

3.3 시사 과 개선 방안

조사된 92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나라 공공도서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의 주

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에서 성인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터러시 로그램은 

주로 독해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로 한정되어 이

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PIAAC의 

스킬 측정 역을 통해 도출한 4가지 기본 리터

러시  수리력과 정보 리터러시가 제외된 것으

로 나머지 두 역과 련된 리터러시 로그램

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도서 이 제

공하는 리터러시 서비스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

보 리터러시 련 로그램이 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우려할만한 이라고 생각된다. 재 

공공도서 이 도서 이용안내에 포함시켜 실시

하고 있는 도서 자료의 검색을 안내하는 수

의 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용한 <표 6>의 정

보 리터러시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인들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찾고, 활용하는 종합 인 정보 리터러시를 향

상시키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해력 향상 로그램이 정작 

성인 자신의 읽기와 쓰기, 비  책 읽기에 맞

춰 통합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서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7>에서 보

듯 성인의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로그램은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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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쓰기  비  책 읽기가 어울린 로그램

을 지향한다. 조사된 독해력 련 로그램은 

총 6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0건이 책 읽기와 

쓰기라는 형 인 독해력 로그램으로 분

류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읽기

와 쓰기, 비  책 읽기가 모두 통합되어 이루

어지고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주로 독서

동아리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책 읽기와 

쓰기 로그램은 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

고 토론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독서

동아리 에도 직  로그램에 참가하는 성인 

당사자를 상으로 하기보다는 자녀의 독서지

도를 한 책을 고르고, 읽어주기 한 기술을 

연마하고자 하는 목 의 동아리가 많이 포함되

어 있었는데 이 경우 읽고 토론하는 책들은 주

로 어린이를 한 그림책, 동화책 등이었다. 이

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로그램은 14건으로 책 

읽기와 쓰기 유형에 해당하는 로그램의 

28.0%를 차지했다. 

, 자격증 과정 로그램 6건이 모두 그림

책 놀이 지도자나 독서토론 지도사와 련된 

로그램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성인의 독해력 련 로그램이 사실

상 성인 자신의 독서 소양이나 비  책 읽기 

등을 해서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자녀교육이

나 어린이 학습 지도와 련된 자격 취득의 목

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 

읽기와 쓰기, 비  책 읽기가 모두 어울린 

로그램보다는 세 가지의 독해력 련 스킬  

하나에 을 둔 로그램이 다수 다. 따라

서 성인의 독해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로그

램을 제공할 때는 읽기와 쓰기, 비  책 읽기

가 독해력을 구성하는 기본 스킬이라는 을 

고려하여 각각의 스킬을 하나의 로그램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우 디지털 정보

의 의미와 요성 등에 한 고찰이 생략되고 

상과 목 에 상 없이 동일한 내용의 학습

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로 디지털 리터러시 로그램은 

소 트웨어 활용법과 련한 로그램, 컴퓨터 

 인터넷 기 를 다루는 로그램, 그리고 국

가 공인 인증시험인 ITQ 인증시험 련 로

그램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었다. 이  소

트웨어 활용법과 련한 10건의 로그램은 주

로 마이크로소 트 엑셀, 워포인트, 포토샵 

등의 소 트웨어를 다루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ITQ 인증시험과 련한 4건의 교육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다만 ITQ 인증

시험과 련한 로그램은 유료 강의로 이루지

고 있다는 에 차이가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로그램과 련해서 특기

할만한 것은 독해력 련 로그램에 비해 

상의 특정이 노인과 일반 성인의 두 그룹으로 

매우 단순했으며, 노인 상 로그램이 6건으

로 체 28건  21.4%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노인을 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로그램

은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 , 스마트폰 활용

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는 

ITQ 인증시험과 련된 로그램을 포함한 일

반 성인 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로그램과도 

동일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재 국내 공공도

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상 리터러시 

로그램은 상과 목 에 따른 로그램의 난

이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크게 변별되

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디지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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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을 해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은 단순

히 소 트웨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기능

인 스킬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

회에서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 왜 요하고, 어

떤 의미를 갖는지에 한 이론 인 학습의 기

회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과정

이 생략되고 진행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 다. 디지털과 온라인이라는 문명의 

이기는  사회를 편리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상 으로 새로운 문명에 한 부작용도 나타

내고 있다. 자각 없이 노출되는 개인정보로 인

한 피해, 디지털 기기의 미숙한 사용으로 인한 

정보 근 기회의 제한 등에 한 인식을 심어

주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

트웨어의 활용보다 먼  선행되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기계와 소

트웨어의 활용에 더해 디지털 사회에 한 자

각과 새로운 인식을 병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4. 공공도서 의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

4.1 모델의 개요

4.1.1 모델 개발의 기본 방향

성인들의 삶에 필수 인 기본 리터러시 습득

을 지원하는 공공도서 의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 에 따라 이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에 을 두고 모델을 

구안하 다.

첫째, 성인에게 필수 인 4가지 기본 리터러

시의 습득을 통합 으로 지원하는 로그램을 

구안하 다. 이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각각의 리

터러시 스킬에 을 둔 여러 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리터러시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 더 효율 일 수 

있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PIAAC 측정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리터러시 스킬은 세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 인 리터

러시 스킬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노년층

을 상으로 한 사례를 로그램 모델에 용

시켜 시하 다.

셋째, 가능한 이용자가 주도 으로 리터러시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여형 로그램으로 

기획하고, 도서 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안하 다.

4.1.2 모델의 구성요소

의 기본 방향을 토 로 공공도서 의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을 최  구안했을 때는 

상, 주제, 실행 략, 도구, 자료의 다섯 가지 

요소 으나, 문가 검토를 거쳐 평가가 추가

됨으로써 여섯 가지 요소로 수정되었다. 

1) 상

모든 서비스가 그러하듯 리터러시 로그램 

역시 정확한 상을 특정하고 목표와 내용을 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은 보

통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리킨다. 100세 시

라고 하는 요즘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성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인구의 범 는 무 

넓다. 그리고 PIAAC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

듯 같은 성인이지만 연령 에 따라 리터러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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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의 차이가 매우 크다. , 리터러시 스킬의 개

인차도 있어서 독해력의 경우만 하더라도 비문

해자에서부터 비  책 읽기가 가능한 독서 수

을 지닌 인구까지 다양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므로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가능한 구체 으

로 서비스 상의 성격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정하는 방법이 연령이나 학력 등의 구

체 인 기 이나 사  테스트 같은 측정을 사용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심리 인 부담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공공도서 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 화된 리터러시 측정도구가 없다는 

에서 실 이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연령 를 세분하여 상을 설

정하고, 리터러시 스킬의 개인차는 4가지 리터

러시 스킬이 통합된 로그램의 주제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걸러내는 것이 실 으로 가

능한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주제

본 연구에서 구안한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은 성인에게 필수 인 4가지 기본 리터러

시를 각각의 서비스로 구 하는 형태가 아니라 

4가지 기본 리터러시가 하나의 주제를 통해 서

로 연계되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인 

모델이다. 따라서 서비스 주제는 상의 연령

과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정하는 

가장 요한 가늠자가 된다. 개인의 리터러시 

역량을 객 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 

내용을 기술할 때 이용자 스스로 해야 할 과업

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선

택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주제를 정할 때는 상 연령 의 심이 높고, 

4가지 리터러시 스킬의 습득을 한 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가에 을 두고 선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실행 략

실행 략은 기본 리터러시의 습득 내용을 구

성하고, 단계별로 어떤 리터러시 습득 과정을 배

치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과정으로서 상과 주

제, 내용에 따라 4가지 리터러시 습득과정을 

후로 배치하거나 복합 배치할 수 있으며, 계획된 

략은 실행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틀로 성문화

하는 과정이 필수 이다. 실행 략을 계획할 때

는 주제가 가장 하게 연 된 리터러시와 

련된 학습내용을 주로 하고, 이를 보완하는 형

태로 나머지 리터러시 습득과 련된 내용을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로그램 진행 과

정이나 후에 이용자의 리터러시 습득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고려도 실행 략에 

포함되며, 실행 략에 따라 필요한 도구와 자료

가 선정되고, 서비스 실행에 따른 일정이 추가

된다.

4) 자료

본 연구에서 구안한 성인 리터러시 서비스 

모델은 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와 달리 가

능한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고, 학습하는 형태

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자자료, 시청각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극 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서비스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게 함으로써 리터러시 스킬의 습득뿐 아니라 

도서 의 자료에 한 이해도 함께 높여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 인 도서  이용의 기회

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공공도서 의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193

5) 도구

성인에게 필요한 4가지 기본 리터러시의 습

득을 지원하는 과정에는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유무형의 기기와 기반 환경이 필요하다. 주제

와 서비스 내용의 구성에 따라 도구는 계산기, 

필기도구,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 폰 등으

로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주제와 내용에 따라 

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도구에 근할 수 있도록 정

확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6) 평가

로그램 구성 요소로서의 평가는 실행 략

을 수립할 때와 실제 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리고 평가결과가 다음 차수의 로그램 실행

략에 반 되는 세 단계에 걸쳐 작용한다. 실행

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정해진 상과 주

제에 따른 로그램의 목표가 얼마나 충실하게 

구 되었는가를 평가하기 한 지표와 평가 방

법의 선정 등이 포함되며, 실행단계에서는 평가

계획과 지표에 따라 설문이나 과제,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

로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 차수의 로

그램 실행을 한 계획에 반 하여 도구나 자료, 

로그램 내용 등을 수정하는데 활용된다.

4.2 모델의 검토

구안된 모델을 검토하기 해 문헌정보학 교

수 2인과 공공도서  사서 2명이 포함된 4명의 

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연구의 개요와 모델

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 다. 모델에 한 

검토는 <그림 2>의 최  구안 모델과 검토 이후 

변경된 *표 표시부분이 빠진 <표 9>의 성인 리 

<그림 2> 수정 의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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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러시 서비스 모델에 따른 계획안의 두 가지를 

제시하여 진행하 다.

검토 결과 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렴되었다.

첫째, 제시된 모델이 다양한 상과 주제에 

따라 용이 가능한 강 을 가지고 있으나 평

가에 한 부분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는 지 이었다. 기본 리터러시의 습득이 목표

라면 그에 한 평가가 간단한 설문이나 워크 

북 형태의 도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실행 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구와 

자료의 투입이 결정된다는 모델 설명에 따라 

<그림 2>의 도구와 자료 두 요소가 실행단계에 

걸쳐지는 연결선이 1단계가 아닌 실행 략 수

립의 4단계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있

었다.

셋째, 실행계획표에서 각 주차의 내용에 어

떤 리터러시의 습득이 연계되어 있는지가 나타

난다면 계획을 실행하여 로그램을 진행할 때 

진행자에게 좀 더 확실한 목표 인식이 가능하

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 이 있었다.

넷째, PIAAC처럼 이용자의 수 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상을 선정하고 분석

할 수 있다면 모델 용이 더 효과 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는 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리터러시 수 에 한 측정

이 개입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지 이었으나 

재 리터러시 측정과 련된 표 화된 도구가 

없다는 에서 향후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다섯째, 기타 의견으로 시된 <표 9>의 계

획을 실제 용할 경우 로그램의 제목을 성

인 리터러시 로그램으로 홍보할 것인지, 여

행 계획 세우기라는 일반 인 제목으로 홍보할 

것인지에 한 방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 의견과 련해서 말하자면 아

직 이용자에게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낯설고, 

이용자에게 직  학습의 목표를 드러내지 않고

도 로그램 실행을 통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

다는 에서 이용자에게 홍보할 때는 여행 계획 

세우기라는 일반 인 로그램으로 근하고, 

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서나 도서  

내부의 입장에서는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으

로 성격을 확실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

리 일 것이다.

4.3 모델의 수정과 시

4.3.1 모델 수정

문가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모델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모델 안에 평가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지 에 따라 상, 주제, 실행 략, 도구, 자료

로 이루어진 다섯 가지 요소에 평가를 추가하

고, 로그램의 실행과 평가의 환류를 추가한 

일곱 단계로 이루어진 6×7 모델로 수정하 다.

둘째, 각 요소가 투입되는 단계에 따른 연결

선을 조정하여 각 요소와 로그램 실행단계의 

계를 명확하게 조정하 다. 이에 따라 실행

략, 도구, 자료, 평가는 실행계획의 수립이 이

루어지는 네 번째 단계의 투입 요소로 명시되었

고, 평가의 경우 실행 략 수립과 실행과정의 

두 단계에 걸쳐 투입되며, 실행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시 평가를 통해 실행 략에 재투입되

는 것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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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반 해 수정된 모델을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4.3.2 모델 시

구안된 <그림 3>의 모델이 실제 용되었을 

때의 이해를 돕기 해 60  성인 여성을 상

으로 주 1회씩 모두 16회에 걸쳐 실시하는 계획

을 <표 9>와 같이 시하 다. 이 계획은 매우 

보 인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을 유도하는 내

용을 포함하 고, 여행지 선정과 련한 책 읽

기와 과정 후 활동에 한 쓰기, 여행지에 

한 정보탐색  산세우기 등으로 구성하 다. 

, 디지털 리터러시, 독해력, 수리력, 정보 리

터러시의 4가지 기본 리터러시 개념을 충실히 

용하고자 하 으며, 정보사회와 디지털 환경

에 한 특강을 삽입하여 정보 리터러시와 디

지털 리터러시의 기 인 개념에 한 이해를 

돕도록 하 다. 그러나 상 으로 각 기본 리

터러시의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상되는 노

년의 성인 여성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매

우 기 인 수 의 리터러시 습득을 목표로 

하 다. 만일 좀 더 은 연령 의 성인을 상

으로 한다면 심화된 리터러시 습득이 가능한 

주제와 학습과정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더불어 모델 검토 결과 제시된 의견을 수

렴하여, 계획표에 목표로 하는 기본 리터러시

의 습득이 각 주의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를 나타내는 ‘리터러시 용’ 과 로그램의 목

표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나

타내는 ‘평가’를 새로운 항목으로 구성하여 

시하 다. 

<그림 3> 수정된 공공도서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6×7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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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성인 리터러시 서비스 계획안

제목 따로  같이, 나를 한 여행계획 세우기

상 60  여성(총 10명 내외)

목표

여행이라는 일상의 이벤트를 주제로 련 자료를 읽고, 정보를 탐색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노년층이 퇴행하기 쉬운 읽기, 계산하기, 쓰기, 디지털 기기 조작하기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새롭게 

습득하도록 돕는다.

기간 2017년 ○월 ○일 - ○월 ○일(매주 ○요일, 총 16주)

장소 ○○도서  문화강좌실  멀티미디어실 등

로그램 

실행계획

구분 내용 비사항 리터러시 용*

1주

∙여행의 의미 발견하기: 나는 어

떤 여행을 하고 싶은가를 주제

로 여행의 동기를 부여한 책이

나 화에 한 이야기 나눔

∙디지털 사회와 정보환경에 

한 특강

∙다음 차수에 사용할 참고자료 리스트

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과제: 여행지를 선정하고, 여행지를 안

내하는 책 찾기

∙디지털 리터러시

2-3주

선정된 여행지에 한 정보 나눔: 

책을 통해 발견한 여행지의 명소, 

역사, 유  등에 한 이야기를 나

고, 가장 방문하고 싶은 장소 한 

곳을 선정

∙선정한 장소에 한 추가 정보를 인터

넷을 통해 탐색하는 과정을 교육하고 

실습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4주 여행계획 세우기 1: 일정 만들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여행 

일정 만들기
∙정보 리터러시

5주 여행계획 세우기 2: 산 세우기
∙할인정보, 환율계산(국외) 등 여러 변

수를 통한 산 조정 과정 체험
∙수리력

6주
여행계획 세우기 3: 비물 확인

하기

∙ 비물, 여행  해야 할 일 등을 정리함

과 동시에 다음 차수에 작성할 여행계

획서의 구성을 미리 안내

∙정보 리터러시

7주 여행계획서 만들기
∙목 지, 일정, 산, 비물 목록 등이 

구비된 계획서를 워드 로세서로 작성
∙디지털 리터러시

8주
과정을 마친 소감에 한 짧은 

쓰기와 과정 평가

∙계획을 세우며 느낀 , 여행에 한 

기 , 변화된 생각 등을 로 쓰기

∙간단한 설문을 통해 과정에 한 만족

도, 기본 리터러시 습득에 한 자가 

진단

∙독해력

평가*

1) 학습 진도에 한 이용자 반응과 과제를 통한 평가

2) 8주차에 이루어지는 만족도와 기본 리터러시 습득에 한 이용자 스스로의 진단을 유도하는 

설문조사

기타
과정 후 활동으로 동아리 구성  시 등으로 연계하여 이용자의 지속 인 로그램 참여 동기 

부여

담당자 ○○도서  ○○○○담당 ○○○

*표시된 내용은 문가 인터뷰를 통한 모델 검토 이후 추가된 부분임.

<표 9> 성인 리터러시 서비스 모델에 따른 계획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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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이 연구는 변화하는 매체와 정보 환경에 따라 

복수의 개념을 인정하는 등의 재개념화가 이루

어지고 있는 리터러시에 주목하여 문헌정보학

의 측면에서 리터러시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토 로 공공도서  서비스에 목할 수 있는 성

인 리터러시 로그램의 모델을 구안하 다.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은 독해력, 수리

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 능력의 세 역으로 

나 어 성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국제 인 조사

인 PIAAC의 스킬 측정과 계된 독해력, 수리

력,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의 4가지 리

터러시를 성인에게 필요한 기본 리터러시로 정

하고, 이 4가지 기본 리터러시의 습득을 통합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델로 구안하 다. 상, 

주제, 실행 략, 도구, 자료, 평가의 여섯 가지 

요소와 상의 선정, 상의 분석, 주제 선정, 실

행 략 수립, 계획의 성문화, 실행, 평가의 환류

라는 일곱 단계로 이루어진 6×7모델은 상과 

주제에 따라 기본 리터러시의 습득에 필요한 학

습 내용을 구성하고, 실행 략을 통해서 4가지 

기본 리터러시 습득 과정의 배치, 학습에 필요

한 도구와 자료의 배치, 평가도구  계획 등이 

이루어지는 략 심의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 구안된 성인 리터러시 로그램 

모델의 특징은 1) 하나의 로그램을 통해 성

인의 삶에 필요한 4가지 기본 리터러시의 습득

을 목표로 하는 통합 인 로그램이라는 과, 

2) 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스스로가 과제

와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필요한 

리터러시를 습득하도록 하는 자기주도 인 학습

을 지원한다는 , 그리고 3) 상에 따라 다양

한 주제와 난이도로 용할 수 있다는 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연구가 갖는 한계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성인에게 필

요한 4가지 기본 리터러시 측정에 사용할 수 있

는 표 화된 평가도구가 없어서 리터러시 로

그램의 실행이 궁극 인 목표로 삼고 있는 기

본 리터러시 습득의 결과를 객 으로 측정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다. 이 연구에서

는 60  여성이라는 노년층을 상으로 보

인 기본 리터러시 습득을 지원하는 로그램을 

시하고 과제와 설문을 통한 평가를 제안하

으나 이 경우 ‘ 로그램 참가 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법을 알게 되었다’와 같은 

자가 진단에 의한 평가만이 가능하고, 과제해

결에 한 평가도 평가자의 주  진단에 의

해 이루어진다는 에서 개 인 리터러시 수

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성인

에게 필요한 기본 리터러시를 심으로 실제 

공공도서 의 로그램에 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 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구안된 모델의 실행을 해서는 시

된 계획표를 작성하고 실행해야 하는 사서인력

부터 기본 리터러시의 개념과 목표에 한 인식

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상과 주제 선정을 

한 배경 지식과 기법에 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서인력에 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오늘 날의 사회와 지식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공공도서  서비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이용

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의 리터러시 개념을 

인정하는 리터러시 재개념화의 조류는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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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운 

틀에 담아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에 필요한 기본 리터러시뿐 아니라 시 변

화를 고려한 복수의 리터러시를 발굴하고, 서비

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

력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기 으로서 공공도서

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공공도서 을 옹호하

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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