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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표된 118편의 정보활용교육 련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여 

그동안의 연구 동향을 악하고 당면과제를 모색하기 한 것이다. 먼  정량분석을 통해 연도별, 학술지별, 

종별, 연구자별,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동향을 분석한 후, 8개의 하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연구 상 종으로는 학교도서 , 주제별로는 교육과정 개발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도서 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정보활용교육에 한 연구 방향에 해 제안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by 

analyzing 118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in Korea. 

The study first categorized the literature by year, journal title, type of library, type of researcher, 

and topic. Then, it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literature by 8 sub-topics. The study found 

that in terms of types of libraries, school libraries were the most frequently studied, and in 

terms of topics, program development. Research about public libraries was scarce.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in the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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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 이 범 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능동 이고 자

주 인 정보이용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국가경쟁

력 차원에서 매우 요한 이슈가 되었다. 더불

어, 도서 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환경 하에 

정보활용교육을 주도 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

 기 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에서(김성원 2011) 도서 계에

서 정보활용교육의 요성에 한 인식은 나날

이 증 되고 있다.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1)’의 개

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왔으나, 일

반 으로 미국도서 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에서 제시한 로 정보요구

를 인식하고, 정보에 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

아내고, 찾아낸 정보를 평가하여, 효과 으로 이

용하고, 나아가 정보이용에 수반되는 법 , 윤리

 문제들을 이해하는 종합 인 능력(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으로 이해된다. ‘정보

활용능력’이라는 용어가 최 로 사용된 것은 1972

년에 Zurkowski가 문헌정보학국가 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출한 보고서(Zurkowski 1974)에

서 다. 하지만, 정보활용교육의 시발 은 19세

기 후반 도서  이용지도 교육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도서  이용지도 교육은 다소 좁은 

에서 이용자에게 도서 의 기능을 인식시키고 

특정 도서 의 시설과 자료, 서비스를 효과 으

로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그러나 1990년 에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과 정보폭발, 그리고 평생교육에 한 사회  

요청으로 인해 특정 도서 과 무 하게 유용한 

정보활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지

도하는 방향으로 그 범 가 확 , 개편되고 있

다. 하지만 국내 도서 계의 정보활용교육은 

종을 막론하고 여 히 열악한 수 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

은 연구자들은 정보활용교육 활성화를 한 이

론  토 를 마련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활용교육의 요성에 한 인

식이 확산되고 련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시 에서 도서  이용지도에서부터 

정보활용교육에 이르는 논문들을 종합․분석하

여 지 까지 수행된 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

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한

다. 지 까지 국내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주제

로 이루어진 연구에 한 검이 미비한 상황으

로, 련 연구 동향  당면 과제를 모색하는 것

은 정보활용교육 연구의 학문  체계정립에 유

용한 기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1.2 선행연구 

북미에서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역사가 오

래된 만큼 련 연구가 활발하게 개되어 왔고, 

 1) ‘Information literacy'는 국내에서 정보 문해, 정보 소양, 정보 리터러시, 정보활용능력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서   문헌정보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정보활용능력’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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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들도 다수 

출간되었다. Rader(2002)에 따르면, 1973년부

터 2002년까지 30여 년 동안 정보활용능력에 

한 연구논문은 무려 5,000여 편 이상 출간되었

으며 특히 60% 이상의 연구가 학도서  환경

에서의 정보활용교육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Aharony(2010)는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발표된 정보활용교육 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이 도서 계와 교

육계를 월하여 보건 분야 등 다른 역으로 

확 되고 있고 그 의미 한 역에 따라 재정

의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보다 최근에 Sproles, 

Detmering, and Johnson(2013)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표된 2,052건의 정보활용교육 

논문들을 주제별, 자별, 학술지별, 국가별 등

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활용교육의 주요한 하  

연구 주제는 력, 평가, 최신 기술의 응용 등이

었으며 주된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인 것을 밝

냈다. Crawford와 Feldt(2007)는 학도서

에서의 정보활용교육 연구에 을 두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교육의 철학  측면이나 황

을 다루는 에세이 형태의 논문, 그리고 온라인

목록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한 검색교육에 

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밝 냈다. 

한, 박명규와 김희정(2011)은 LISA(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데이터베

이스에서 ‘information literacy'가 제목, 디스크

립터, 혹은 록에 포함된 908편의 논문들을 텍

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주제어들과 

논문 발표 빈도수가 높은 학술지들을 악하기

도 하 다.

반면에, 국내에서 발표된 정보활용교육 연구

의 동향을 체계 으로 분석한 논문은 서만덕과 

남 (2010)이 유일하다. 이들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발행된 73편의 정보활용능력을 주

제로 한 학 논문에 해 연구주제, 조사방법, 표

집방법, 표본 상, 표본크기에 한 일반  특

성을 살펴보고 이를 연도별, 공별로 구분하여 

동향을 분석하 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주제의 학 논문은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그 다음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 상

으로는 등학생, 통계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독

립표본 t검정을 통한 집단비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정보활

용교육 분야의 연구 동향에 한 유일한 연구이

면서 정보활용교육에 한 양  연구의 설계과

정과 통계분석과정을 정리하여 해당 분야의 연

구방법에 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

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정보활용

교육 연구 에서도 양 연구를 실시한 학 논

문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방법에 상

없이 문헌정보학계에서 발표된 모든 정보활

용교육을 주제로 한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본 연

구와는 차별이 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보활용교육 련 논문들을 살펴

보기 하여 분석 상 논문들을 다음과 같은 

차로 선정하 다. 첫째, 서만덕과 남 (2010)

의 연구에서도 주지하 듯이, 정보활용교육은 

교육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

표된 정보활용교육 연구로 그 범 를 한정하고

자 하 다. 이를 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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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 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등 총 4종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만으로 상을 

제한하 다. 따라서 학 논문  학술 회발표

논문들은 본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둘째, 한국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RISS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논문의 제목과 록에 

‘정보활용교육’, ‘정보활용능력’, ‘정보이용능력’, 

‘정보 리터러시’, ‘정보문해’, ‘정보소양’, ‘이용자

교육’, ‘이용지도’, ‘정보이용교육’, ‘서지교육’, 

‘도서 교육’, ‘도서 활용수업’, ‘도서 력수

업’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들을 검색하고 

록  원문을 확인하여 련 논문만을 추려

내었다. 도서 이용교육, 도서 활용수업, 정보

활용교육의 개념이 엄 하게 따지면 서로 다르

지만 이들은 하나의 스펙트럼을 형성하면서 의

미상 서로 분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권은

경 2014) 본 연구의 목 이 도서  이용지도에

서부터 정보활용교육에 이르는 논문들을 분석

하는 것이므로 상기된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들

을 검색하여 정보활용교육 련 논문을 폭넓게 

포함하고자 하 다. 셋째, 연구 출 의 시간  

범 는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기 연구부터 최

근까지의 연구들을 통시 으로 조사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이 추출된 논문들은 먼  연도별․학

회지별 논문 발표 황, 연구자 유형, 연구 상 

도서  유형, 연구주제 등을 분석하여 정보활용

교육 연구의 동향을 양 으로 악하 으며, 뒤

이어 각 하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

후 정보활용교육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정량분석

2.1 연도별, 학술지별 동향 

본 연구의 조사 결과 1976년부터 2014년까지 

38년 동안 정보활용교육과 련하여 총 118편

의 연구가 발표되었다(<표 1> 참조). 학술지별

로 살펴보면,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41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40편이 발표되어 이 두 

종의 학술지에서 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계

에서 최 로 등장한 정보활용교육 논문은 이

자가 1976년에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에 미

국 학도서 의 이용지도 발달 과정을 소개한 

논문으로 악되었고, 2년 뒤인 1978년에 정태

숙이 미국 학도서 의 이용지도 방법을 소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도서  분

야 이나 논문집에도 같은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 1970년  반에 미국의 

학도서  이용지도를 소개한 논문들이 국내 정

보활용교육 연구의 시작라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기 논문들이 발표된 이후에 20년

이 지난 2000년 에 이르러서야 정보활용교육 

연구가 본격 으로 재개되었다. 이는 북미에서 

1970년  반에 ‘information literacy'라는 용

어가 처음 소개되었으나 1990년  후반에 미국 

학․연구도서 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에서 ‘고등

교육 정보활용능력 기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을 승인하면서 문헌정보학계의 정보활용교육

에 한 심이 본격 으로 고조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국내에서는 련 논문이 200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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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도서 ․정보 문헌정보 비블리아 정보 리* 합계

76 1 - - - 1

77 - - - - -

78 - - 1 - 1

79-93 - - - - -

94 - 1 - - 1

95 - 1 - - 1

96 - - - - -

97 - - - - -

98 - 1 1 - 2

99 1 - 1 - 2

00 - - - - -

01 1 - - - 1

02 1 2 - - 3

03 - 2 1 1 4

04 1 3 2 2 8

05 - 2 4 2 8

06 6 5 1 1 13

07 10 4 - - 14

08 2 5 2 3 12

09 4 4 - - 8

10 2 1 2 1 6

11 7 1 3 2 13

12 2 - 3 - 5

13 2 4 2 - 8

14 1 4 1 1 7

합계 41 40 24 13 118

*정보 리학회지 1984년 창간, 다른 학술지들은 모두 1976년 이 에 창간. 

<표 1> 학회지별 논문 발표 황

기 으로 차 증가하다가 2006~8년에 정

을 이루었으며 그 뒤로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꾸 하게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2.2 종별 동향 

연구 상 기 의 종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52편의 논문이 학교도서 을 상으로 수행되

었고 학도서 을 상으로 한 연구가 50편, 

공공도서 을 상으로 한 연구가 6편, 그리고 

나머지 연구들은 특정한 종에 상 없이 수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앞서 언 하 듯이, 국내 학도서 에서의 

정보활용교육에 한 연구는 70년 부터 시작하

여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학교도

서 에서의 정보활용교육에 한 연구는 90년

 반에 시작되어 2002년부터 본격 으로 시

작되었다. 2002년은 국내 학교도서  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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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교 학 공공 해당없음 합계

76 - 1 - - 1

77 - - - - -

78 - 1 - - 1

79-93 - - - - -

94 1 - - - 1

95 1 - - - 1

96 - - - - -

97 - - - - -

98 - 2 - - 2

99 - 2 - - 2

00 - - - - -

01 - 1 - - 1

02 2 1 - - 3

03 3 1 - - 4

04 3 5 - - 8

05 3 5 - - 8

06 3 9 1 - 13

07 7 5 1 1 14

08 8 3 - 1 12

09 5 2 - 1 8

10 2 1 - 3 6

11 5 6 1 2 14

12 1 2 1 1 5

13 5 1 1 1 8

14 3 2 1 1 7

합계 52 50 6 11 119*

*한 논문에서 학도서 과 공공도서 을 모두 조사한 경우, 두 번 포함하 음. 

<표 2> 연구 상 종별 황

각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왜냐하면 2002년

에 교육인 자원부(  교육부)가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 발표하고 2003년부

터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국내에서 체계 인 학교도서  정책이 시행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학교도서 에 한 연구 동

향을 분석한 김종성(2013)에 따르면, 2003년에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학교

도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기 시작하 으

며 이 사업의 1단계 계획이 종료된 2007년에 학

교도서 과 련하여 발표된 학술논문의 수

가 최고치를 기록하 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도서 을 상으로 한 정보활용교육에 

한 논문들이 처음 등장한 시기와 최고치를 기

록한 시기가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

도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학교도서  련 연

구의 활성화가 문헌정보학계 정보활용교육 연

구의 확 에도 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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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공도서 을 상으로 한 정보활용교육

에 한 논문은 2006년이 되서야 처음 등장하

으며 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총 6편에 불과

하다. 이는 통 으로 정보활용교육이 모기

이 있는 학교도서 과 학도서 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정보활용교

육을 체계 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드문 국

내 공공도서 의 열악한 실을 반 하는 결과

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상 이용자 집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도서 과 학교도서

을 배경으로 한 정보활용교육 련 연구가 어느 

정도 양 인 성장을 이루면서 2000년  후반부

터 평생교육차원에서 이주민  다문화가정(이

용재 외 2009; 이용재, 조용완 2010; 이수상, 장

임숙 2010), 여성(송수희 외 2014), 비서(최인

숙 2008)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으로 련 연구

가 확 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 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디자인 

공 학생(김순희 2006a, 2006b), 법학 문

학원 학원생(김성은, 정종기 2011), 외국인 

학생(이 실, 황동렬 2007; 조용완, 이수상 

2010) 등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정보활용교육 련 연구는 이미 성숙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2.3 연구자별 동황 

정보활용교육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별 황

은 <표 3>과 같다. 교수  강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이 총 68편으로 체의 

57.6%의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가 단독 혹은 교수와 

공동연구를 한 사례는 34편으로 체 논문 수의 

28.8%를 차지하 다. 이는 문헌정보학 반의 

장연구를 분석한 정재 과 박진희(2011)의 연

구에서 장 실무자의 논문 참여 비율이 22.3%

의 비 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

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정보활용교

육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도서 이나 학교 장

에서 근무하는 장 인력의 연구 참여가 비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연구자

연구
상
종

단독 공동

합계교수․

강사

사서

교사
사서 기타* 소계

교수/

사서

교수/

교수․

강사

교수/

학생

교수/

사서교사

교수/

연구원
기타* 소계

학교 26 13 - 2 41 2 4 1 4 - - 11 52

학 22 - 3 2 27 10 7 3 - 1 1 22 49

공공 3 - - - 3 - 1 - - - 1 2 5

해당 없음 4 1 - 1 6 1 1 2 - 2 - 6 12

계 55 14 3 5 77 13 13 6 4 3 2 41 118

기타*: 직장인, 박사 졸, 교감 등 

<표 3> 연구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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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주제별 동향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 논문들의 주제를 크

게 (1) 정보활용교육의 개념, 방법  역사를 

고찰한 연구, (2)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기 

한 척도를 개발하고 학습자의 정보활용능력 수

을 측정한 연구, (3) 정보활용교육 황조사 

연구, (4)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

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 (5) 정보활용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 (6) 정보활용능력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 (7) 정보활용교

육에 한 이용자 인식과 수용에 한 연구, 

(8) 정보활용교육의 제도화 측면을 다룬 연구

로 구분하 다. 하나의 논문이 여러 주제를 포

함한 경우에는 자가 가장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단되는 주제를 선택하 다. 특히 특

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앞부분에 정보활

용교육 황을 짧게 소개한 경우나 결과를 바

탕으로 제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

우에는 황조사나 제도화가 아닌 자의 주요 

논지나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된 연구 

내용을 심으로 분류하 다. 

정보활용교육 련 논문의 주제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각 주제별 연구 빈도를 상세히 

살펴보면, 체 118건의 논문  정보활용교육

에 한 교육과정 개발을 시도한 연구들이 압

도 으로 높은 비율(34.7%)을 차지하 다. 다

음으로 정보활용교육의 효과 평가에 한 연구

(16.1%), 제도  측면을 다룬 연구(15.3%), 

황조사 연구(10.2%), 개념  역사 고찰 연구

(8.5%), 척도 개발  수  측정 연구(7.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능력에 향 요

인 분석 연구(4.2%)와 이용자 인식  수용에 

한 연구(3.4%)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

다.

연구주제 편수 퍼센트(%)

개념 고찰 10 8.5

척도개발  측정 9 7.6

정보활용교육 황 12 10.2

교육과정 개발 41 34.7

효과 평가 19 16.1

향 요인 5 4.2

이용자 인식  수용 4 3.4

제도화 18 15.3

합계 118 100

<표 4> 연구주제 분포

주제의 분포 양상은 연구 상 종별로도 뚜

렷한 차이를 보 다(<표 5> 참조). 학교도서

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한 교육과정 개발에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제도  측면의 연구가 그 뒤

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  련 연

구에 사서교사의 높은 참여율로 미루어 볼 때, 

학교 장에서 실제 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이용자 집단을 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와 이를 정책 으로 뒷받침해  수 있는 정보활

용교육의 제도화가 가장 시 한 안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도서 을 상으로 한 연

구 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더불어 교육

의 효과 평가에 한 연구가 높은 비 을 차지

하 다. 공공도서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황조사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특정한 종을 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들 

에서는 개념 고찰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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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 공공 해당없음 합계

개념 고찰 1 4 1 4 10

척도개발  측정 1 6 - 2 9

정보활용교육 황 3 6 4 - 12

교육과정 개발 22 16 - 3 41

효과 평가 8 10 1 - 19

향 요인 1 3 - 1 5

이용자 인식  수용 1 3 - - 4

제도화 15 2 - 1 18

합계 52 50 6 11 119*

*한 논문에서 학도서 과 공공도서 을 모두 조사한 경우, 두 번 포함하 음. 

<표 5> 종별 연구주제 분포

3. 하 주제별 내용분석 

3.1 개념 고찰 

정보활용교육 연구의 기부터 90년 까지

는 이 자(1976), 정태숙(1978), 김병주(1998) 

등이 정보활용능력의 개념  미국 학도서  

정보활용교육의 역사와 방법 등을 국내에 소개

하고, 유소 (1994)이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와

의 통합 정보활용교육을 소개하는 등 국내에서

는 아직 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던 정보활용능

력  교육의 개념 소개와 실행 방향에 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보활용능력의 개

념이 차 으로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정보활

용능력  교육에 한 개념을 재정립하기 

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의

경(2013)은 미국, 국, 호주 등 각국의 표기

들이 제시한 통 인 정보활용교육 표 들

이 오늘날 온라인 정보환경과 소셜미디어 사회

를 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소셜미디

어 시 의 정보환경에 맞도록 정보리터러시를 

재정의하 다. 그는 새로운 정보리터러시를 정

의하기 해 4가지 요소 즉, ‘사회  계’, ‘미디

어의 융합과 다양한 인식’, ‘정보에 한 평가  

안목’, 그리고 ‘각종 미디어의 이해’를 추출하

고, 정보리터러시를 교육하기 한 한 실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의 도입을 주장하 다. 송

경진과 차미경(2014)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

보활용교육 련 연구가 주로 학교와 학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게 교육환경에 을 

둔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공공도서 에서 활

용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고 주장하 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  장에서 용할 수 있는 리

터러시 서비스를 조기 리터러시 서비스, 성인 리

터러시 서비스, 디지털 리터러시 서비스, 정보 

리터러시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안하 다. 한만

성(2014)은 수사학과 정보활용교육과의 유사

성으로 발견법, 탐구성, 편재성, 학제성을 확인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필수 교양과목으로

써의 정보활용교육을 한 구체 인 로그램 

내용을 제안하 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문헌정보학계에서 성

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개념

이 등장하고 있고 그 개념들 한 상이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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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확장 혹은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정보활용능력에 한 다양한 

생 개념에 한 이론 이고 학술 인 논의뿐만 

아니라 각 개념을 장에서 실 가능하게 할 

한 교육과정 개발에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3.2 검사도구 개발  측정

정보활용교육의 효과 인 실시를 하여 반

드시 실행되어야 할 선행 작업은 학습자의 능력

을 정확히 진단․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에서는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

는 표 인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한 이용자 

집단을 상으로 정보활용능력 수  측정을 

한 검사도구 개발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

루어져왔다.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  수 있다. 첫째, 정보활용능력에 한 주

 평가기 인 자기효능감이 실제 정보활용능

력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기효

능감을 측정하는 방법과 둘째, 정보활용능력 

자체를 객 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자에 해당하는 연구로 심원식 외(2009)는 기

존에 개발된 정보활용능력 자기효능감 척도인 

Kurbanoglu의 ILES(Information Literacy 

Self Efficacy Scale)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학생의 정보문해 자기효능감 척도로써

의 용가능성을 가늠하 다. 요인 분석 결과, 

Kurbanoglu의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과 상당히 

다른 요인이 추출되어 이 척도를 그 로 국내에 

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단하 다. 후

자에 속하는 연구로 이병기(2013)는 정보활용

능력을 객 화된 능력으로 측정하고자 Guilford

의 지능구조모형을 바탕으로 학생의 정보활

용능력을 종합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웹 기반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심원식 외(2009)와 이

병기(2013)의 연구는 정보활용능력 검사도구

를 개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학습자들을 

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도구의 신뢰도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합한 

표 화된 검사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틀을 마련

하 다는 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차후에도 학습자의 정보활용능력과 교육

목표의 성과를 단하기 한 검사도구의 개발

에 한 연구는 꾸 하게 이어져야 한다. 특히 

아직 다양한 학습자 집단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바,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학

생 등 각 학습자 집단에 합한 세분화된 검사

도구의 개발  용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측정도구 개발과 더불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정보활용능력 수 을 측

정하는데 을 맞춘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표 인 로, 이수상(2007)은 자체 개발한 척도

를 통해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수 을 악

한 결과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수 은 체

로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과

제로부터 정보요구를 도출하는 능력이 매우 부

족하며 검색기법의 활용능력과 정보의 합성

을 평가하는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최근 국내에서 증하고 있는 이주민과 외

국인 유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들도 수행되었

다. 이용재 외(2009)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을 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주민의 정보

활용능력 수 이 기 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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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으며, 이용재와 조용완(2010)은 결

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의 정보활용능력 수 이 

일반 결혼이주여성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용완과 이수상(2010)의 연구에서 국인 유

학생들은 스스로의 정보활용능력을 간보다 

조  높은 수 으로 진단하 고 모국어나 어

로 제공되는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에 높은 만

족도를 보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갓 한국에 왔거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이주민 

 유학생을 하여 모국어로 된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보에 한 근성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3.3 교육 황

본 연구에서 종별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체 으로 학교도서 에 한 논문이 가장 많

은 편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  정

보활용교육 운  황을 조사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세 편 모두 

공통 으로 학교도서 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제

공하지 않거나 그 내용 면에서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 하고 있어서 국내 학교도서

 정보활용교육의 열악한 실태가 여실이 드러

난다. 

박명규와 이지원(2011)은 경북지역의 ․

․고 학교도서 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보활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반도 되지 않

을 뿐더러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 인 도서  

장서 소개와 인터넷 검색법에 머무르고 있음을 

악하 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도서  

련 연구학교들에 한 보고서를 분석한 권은경

(2014)은 많은 학교도서 에서 일회성 행사 

심의 독서 교육에 편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

과 자료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정보탐색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을 발견하

다. 그는 통 인 수업환경과는 차별화된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상당히 정 인 교육효과

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와 같은 수

업방식은 정보활용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

한 교육  효과, 즉 자기주도 학습능력, 사고력, 

비 력, 학습동기 등의 핵심역량을 발 으로 

증 시킬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 다. 이러한 

학교도서 의 열악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일말

의 정 인 기 를 갖게 하는 것은, 이만수

(2011)의 연구에서 밝 졌듯이 사서교사가 근

무하고 있는 모든 ․ ․고 학교도서 에서 

이용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는 사서교사만 배치되면 학

교도서  정보활용교육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 으며, 그의 연구는 학교도서

에서 사서교사 배치와 학교도서  정보활용

교육 로그램의 확장에 한 당 성을 확보하

다는 에서 그 가치가 있다. 

한편, 박온자(1998)는 일 이 학도서  웹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정보이용교육의 

내용을 조사하 는데 국내 학도서  웹사이

트에는 도서  자체에 련된 사항과 정보를 얻

기 해 정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즉 정보

의 물리  근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많았

지만 정보에 한 지 근  깊이 있는 이용

자교육을 한 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속연구가 부족하여 재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해서는 알려진 바

가 없다. 보다 최근에는 특정한 주제나 공을 

한 정보활용교육에 한 실태 악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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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혜 (2011)은 도서

에서 과제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4개 학

도서 을 상으로 교육시기, 교육방법, 교육내

용 등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주로 정보 유형 

 소재 악과 정보검색에 많은 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인용  참고문헌 작성 교육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후속연구에서 서

울과 경기 소재의 학 51개를 조사하여 9개 

학만이 인용  참고문헌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이혜  2012). 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 환경에서 정보활용교육

과 깊은 련성이 있는 과제작성교육의 확 와 

의무화의 필요성을 도출하 다. 정미정과 권나

(2014)은 국내 4년제 학을 수조사하여 

이용자 맞춤형 교육의 운  황을 악한 결과 

63%의 도서 에서 맞춤형 교육을 운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은과 정종기(2011)는 

22개 법학 문 학원을 상으로 정규과목인 

‘법정조사론’ 교육과정에 한 운  실태를 조

사하 다. 

이 듯 지 까지 학도서 의 정보활용교

육 황조사는 특정한 주제나 공을 상으로 

한 로그램 주로 이루어졌으나 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서  견학, 1회성 강습 

등의 통 인 교육 로그램을 비롯하여 교양

과목 등의 정규교과목, 혹은 온라인 튜토리얼 

등 웹 기반 교육 로그램 등 다채로운 형태의 

정보활용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

태조사를 해 좀 더 범 한 교육 활동에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  황조사에 한 연구로 이승길

(2008)은 5곳의 공공도서  담당자들을 설문

조사하여 등학생 상의 정보활용교육의 운

 황과 교육 내용,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분

석하 고, 조미아(2007)는 정보활용교육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 의 사례를 

소개하 다. 이들은 드물게도 공공도서  환경

에서의 정보활용교육 실태를 악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소수의 도서 을 

상으로 하 다는 한계 이 있다. 비교  많

은 수의 도서 을 상으로 하여 체 황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연구로 이제환(2011), 

배경재와 박희진(2013)의 연구가 있다. 이제환

(2011)은 16개 역시도의 32개 규모 공

공도서 을 조사한 결과, 부분의 도서 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으로 한 독서교실 혹은 

도서  견학과 같은 기존 로그램 일부를 할

애하여 사서가 간략히 도서  이용법을 소개하

는 수 에 그치고 있고, 성인을 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경재

와 박희진(2013)은 국립 앙도서   국내의 

유  기 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활용능

력 교육 황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공공도서

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제언

하 다. 38곳의 공공도서  정보활용교육 담당

자를 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반가량의 도

서 들이 정보활용교육을 확 할 계획이 있거

나 혹은 정이라고 응답하여 정보활용교육에 

한 높은 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공도서

의 시설, 산  인력 등 필요자원의 부족으

로 인해 국립 앙도서 과 같은 국가도서 과

의 연계 력이 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내 공공도서 들은 정보활용교육에 해 높

은 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합 인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한 교육보다

는 단순히 도서 이용법을 소개하는 단계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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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 교육과정 개발 

상기한 바와 같이, 국내 정보활용교육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축 된 분야는 바로 

‘교육과정 개발’이다.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

기 해 특정 학습자 집단의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 이들을 상으로 지도방법을 제시하고 그

에 따라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거나 실제 수업모

형을 설계 는 개발한 연구, 그리고 이를 장

에 용한 사례 연구들이 모두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학교도서  역에서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주로 교과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을 통합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졌다. 유소 (1994)에 따르면, 1990

년  반만 해도 사서교사들은 막연히 개념

으로만 교과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구체

인 방법에 해 아는 바가 없어서 실제로 통합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 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 에 들어오면서 교과수업

과 정보활용교육을 결합하는 도서 활용수업 

혹은 도서 력수업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설

계․제안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사서

교사들에게 실질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

었다. 학교도서  환경에서 교과과목과 도서  

정보활용교육을 연계한 통합교육이 주요한 연

구 주제가 된 이유는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

육 지도 방법에 있어서 독립 인 정보활용교육

의 운 보다 교과 교육과정과의 통합 운 이 훨

씬 효과 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합 교육

과정이 교육자로서의 사서교사의 상을 증진

시키고 궁극 으로 학교도서 의 교육  역할

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

문이다. 통합교육에 한 최 의 연구는 한윤

옥(1995)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통합수업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가 력하여 계획과정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함께 략을 세울 것을 제언하 다. 같은 맥락

에서 이병기(2005, 2006), 송기호(2007, 2008, 

2010), 송기호와 김태수(2008), 노진 , 변우열, 

이병기(2009) 등은 ․ ․고등학교에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 통합모형을 제안하

다.

이 밖에 이승길(2013)은 스마트러닝 수업 모

형을 학교도서  정보활용교육으로 용할 것

을 제안하는가 하면, 이병기(2003)는 다 지능

이론을, 서진원(2011)은 구성주의 교육 이론을 

정보활용교육에 용하고자 시도하 다. 이러

한 시도들은 상이한 교수학습 이론이나 방법론

을 용하고 있지만,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력을 진시키고 학교도서 의 풍부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창조  사고력  자기주

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에서 궁극 인 

목 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다만, 연구 결과물

의 상세화 정도와 장 용가능성 정도에 있어

서 편차가 있으므로 실무 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수법이나 교수설계안에 한 제안이 지

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도서  환경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련하여 강혜 (2002)은 미국, 국,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 모델과 미국 학․

연구도서 회(ACRL)의 기 을 비교․분석

하여 효과 인 정보활용능력 교육 로그램에

서 필수 으로 다루어야할 요소들을 밝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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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정리한 요소에는 정보요구의 확인, 정보원

의 이해, 정보 근 략과 기술, 정보탐색과 기

술, 그리고 정보의 이용이 포함된다. 이후에 이

실(2004), 고 만(2004), 김성은과 이명희(2006), 

김지은(2011)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들

의 정보활용능력교육에 필수 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인 정보활용능력 요소들을 추출하

고 학에서 기  교양과목으로써 1학기(14-16

주) 과정에서 이를 반 하도록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 다. 이들은 여러 국가의 표기 이 제

시한 통 인 정보활용교육 표 이나 기존의 

정보행태모델로부터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 기 

때문에 결과 으로 제안된 교육과정들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공계열을 막론하고 일반 으로 학습해야 할 교

육 내용에 해서 상당 수 의 동의가 이루어졌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후에는 일반 교양과목

으로써의 정보활용교육에 한 연구를 지속해

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학, 의학, 술 등 각 

학문분야별로 세분화, 문화된 교육과정 개발

에 한 연구에 더 많은 비 을 실어야 할 것으

로 단된다. 

한, 학교도서  정보활용교육 연구 역과

는 차별되는 것으로, 학도서  정보활용교육 

역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는 바로 온라인 교육

이다. 즉, 학도서 에서 제공하는 오 라인 

정보활용교육의 실질  제한 을 지 하고 온

라인 교육의 효용성을 피력하면서 웹을 기반으

로 한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목 으

로 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이란주(1999), 

이명희(2001), 신경훈과 최상기(2004), 윤희윤

과 김신 (2006), 정재 (2008), 장덕 과 최

고은(2008) 등은 웹 기반 학도서  정보활용

교육 로그램의 설계시 교육의 내용  측면뿐

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측면, 운 의 측면, 면

면 교과과정과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

할 사항들을 제안하 다. 하지만 실 으로 국

내 학도서 에서 웹 기반 정보활용교육의 

용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고, 효과에 한 검증

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기 때문에 면 면 

교육의 새로운 안으로의 웹 기반 교육의 가

능성은 여 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5 효과 평가

정보활용교육의 효용성을 실증 으로 검증

하는 것은 정보활용교육 제도화에 한 정당성

을 확보하고 피교육자  계자들에게 홍보를 

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요하며, 이에 

따라 정보활용교육의 다양한 교육  효과를 입

증하려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표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의 효용성 평가는 체

으로 정 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

보활용교육은 일차  목 인 정보활용능력의 

실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정보활용능력에 한 자가인식, 도서 에 한 

인식  이용도, 학업성취도와 교과흥미도, 그

리고 자아정체성 향상과 친구 계향상 등과 같

은 학습자의 내․외면  성장에도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유재옥(2004)의 

연구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의 효과가 교육 직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

하는 것으로 밝 져 정보활용교육의 유용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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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효과 

유재옥(2004) 자가진단한 정보활용능력, 검색성공건수, 검색소요시간

노동조, 민숙희(2006) 학술정보서비스 이용법에 한 인지도

박수희, 최성우(2006) 정보활용능력 

김순희(2006c) 정보활용능력 

이정연, 최은주(2006)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에 한 자신감, 도서  인식도, 도서  이용빈도, 도서  웹 정보원의 

이용횟수 

김성은, 이명희(2007) 정보활용능력, 자가진단한 정보활용능력

이 실, 황동렬(2007)
도서  이용도, 도서  서비스 경험, 도서  사이트 방문횟수, 도서  서비스 용어 지식, 정보이용 

문제풀이 능력

이정연(2007)* 학습동기유발, 수업참여도, 학업성취도, 정보활용능력 등 

이승길(2008) 생애능력(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 미(2009)
정보활용능력에 한 자가인식, 도서  홈페이지 이용빈도, 도서 에 한 인식(도서  의존도, 

요도, 만족도)

김종성(2010)
독서/도서 이용/ 쓰기에 한 심  자신감, 학습효과, 학습능력과 태도, 내면 성장  

생활 개선

김성원(2011) 학업성취도

오의경(2011) 도서  불안 수  

이덕주, 조미아(2012)
참고자료 탐색능력, 정보 활용 능력, 다양한 학습자료 활용 능력, 수업시간 집 도, 학업에 

한 흥미, 수행평가 등 다른 과제 수행, 학업에 한 자신감

노 희(2012)
건강정보 련 용어에 한 친숙도, 인터넷 건강정보 탐색  분석 능력,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원

에 한 지식 향상

강 숙(2013)
학습효율성, 독서습 형성, 이해력  사고력, 정보탐색능력, 도서  이용빈도, 자아정체성, 

친구 계 등 18가지

기민진, 송기호(2013) 학업성취도 

우윤희, 김종성, 이용구

(2013)
정보활용능력, 학업성취도

조미아(2014) 교과 흥미도, 문제기반학습(PBL)에 한 흥미, 동기(학습 련 성취욕, 학습실행력), 동기 체 

*이정연(2007)의 연구는 연구자가 직  정보활용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신에 ｢2006년 학교도서  활성화 우수사례집｣의 

내용  정보활용교육 효용성 평가를 한 내역을 조사하 음.

<표 6> 정보활용교육의 효과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보활용교육의 정

인 효과를 가시 으로 입증하 음에도 불구

하고 제한 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

의 효과는 로그램 자체의 구성, 교육자와 피

교육자의 특성, 정보활용능력 평가 방법 등 다

수의 변수들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련 변수들을 하나의 연구에서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연구들은 

단편 인 결과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정

미 2009). 이에 따라 간혹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산출되기도 한다. 를 들어, 박수희와 최성우

(2006), 김순희(2006c)는 정보활용교육의 형태

에 상 없이 면 면과 웹기반 교육 두 가지 형

태 모두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킨

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조와 민숙희(2006)의 

연구에서는 오 라인 교육에 비해 온라인 교육

의 효과가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둘 이상의 시 에서 동일한 집단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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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단면 인 연구(longitudinal study)에서 

수업기간이 짧거나 실시회수 가 한두 번에 그쳐

서 교육 효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둘 이상의 조사 상 집단을 비교하는 횡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에서는 조사 상 

집단을 다양하게 비교하지 못하고 한 두 집단의 

학습자들을 비교하는데 머물러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박남진, 

최은주 2006). 셋째, 학교도서 의 도서 활용

수업의 경우, 국어과 교과목에 편 되어 연구가 

수행되어 타교과목으로의 일반화된 조사결과를 

기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우윤희 외 2013). 이

러한 제한 을 보완하기 해서는 향후 다양한 

종에서 다른 특성을 지닌 학습자 집단을 상

으로 장기 인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하

는 실증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 실험 결

과들이 축 된다면 정보활용교육의 효과에 한 

일반화가 가능해지고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에 

한 당 성이 보다 강력하게 부여될 것이다. 

3.6 향 요인 

본 연구에서 정보활용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낮은 비 을 차지하

다. 그러나 이는 해당 주제를 독립 으로 수

행한 연구의 수가 낮음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정

보활용교육의 효과 분석이나 정보활용능력 수

 측정에 을 둔 연구에서도 부수 으로 해

당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존재하 다. 정보활용

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표 7>

과 같다. 

<표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정보활

용능력은 인구통계학  요인(연령, 성별, 결혼

여부 등), 내  요인(정보활용능력에 한 자기

효능감  태도 등), 환경요인(도서 이용경험, 

인터넷 서비스 경험 수 , 교수진의 조언 정도 

등)  경제 , 사회 ,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 으로 향을 받는다. 이런 

정보활용능력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에서도 도서 계에 가장 큰 함의를 가지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활용교육에 한 사 경험과 도

서  이용빈도일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

르면, 학교도서 과 학도서  이용자 모두 정

보활용교육  도서  이용에 한 경험 수 이 

체 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용자로 하여  도서  이용  교육에 한 

정  경험을 자주 하게 하는 것이 정보활용능

력을 향상시키기 해 가장 시 한 문제이다.

연구 향 요인 

오의경, 장혜란(2005)
컴퓨터교육, 인터넷교육, 정보원에 한 근 경험, 컴퓨터 로그램 경험 수 , 인터넷 서비스 

경험 수 , 교수진의 조언 정도, 정보리터러시 태도, 성별, 공계열

최은주, 박남진(2005) 컴퓨터 활용능력, 도서  지식정도, 자료이용빈도

박남진, 최은주(2006) 사  교육경험, 컴퓨터조작기술, 도서 이용지식, 자료이용빈도

배경재(2009) 정보활용능력에 한 자기효능감  태도

이수상, 장임숙(2010)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한국어교육, 정보활용교육, 정보기술에 한 응력, 사회활동에 한 

극성, 사회연결망 등의 개인  차이와 기술 , 경제 , 사회 , 정책  요인 

<표 7> 정보활용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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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용자 인식  수용

강혜 (1999)은 교수들의 도서  정보활용

교육에 한 인식도를 악하기 해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교수들이 학부생의 

정보활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나 본인

의 교과목과 도서 교육을 통합하거나 사서와 

력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채 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효과 인 정보활용교육을 

해 교수와 사서가 더 긴 한 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김연

례와 홍연진(2006)은 기술수용모형(TAM)을 

토 로 하여 학교 교사들의 정보활용교육의 수

용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다. 

그 결과, 정보활용교육 수용 의도는 인지된 유

용성과 용이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 져 

정보활용교육의 유용성과 용의성에 한 교사

들의 인식 향상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을 입증하 다. 한 김연례와 강혜 (2007)은 

학도서  사서들의 웹 기반 정보활용교육의 

수용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 결과, 

사서들은 정보활용교육의 효과성에 한 인식

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보기술의 인지된 유용성

과 용이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웹 기반 정

보활용교육을 수용하고자 하 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정보활용교육 수용  활

성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

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발표된 연구 편수가 어

서 다양한 종에서 정보활용교육 수용에 향

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밝 내기 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3.8 제도화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활용교육 

련 연구의 부분은 특정한 이용자 그룹을 상

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한 노력에 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미시  차원의 연구에서 벗어나 거시  근을 

통하여 정보활용교육을 제도 으로 확립하기 

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

들은 주로 학교를 배경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에서 지 된 정보활용교육의 향후 과제는 

(1) 국가수  정보활용교육의 제도화, (2) 사서

교사 양성  배치, (3) 기타 지원체제의 측면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병기(2007)는 국가수 의 교육과정에 정

보활용교육을 한 ｢도서  정보활용｣ 교과를 

포함시키고, 이 교육과정에 도서 활용수업  

도서 력수업에 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정보활용교육과 도서 활용수업을 공식 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같은 맥

락에서 김성 과 서진원(2009), 박주 과 이명

규(2014)도 재 국가수 과 시․도교육청수

의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이 명문화되어 있

지 않아서 실 으로 정보활용교육을 단 학

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용하기 어려운 실을 

지 하며 정보활용교육을 공식 으로 제도화하

고 수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노

진 , 변우열, 이병기(2008)는 교과서 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도서 활용수업과 도서 력수업에 합하도

록 교과서를 개편할 것을 역설하 다. 

사서교사 양성  배치의 측면에서, 장덕

(2002)은 사서교사들이 부분 교사자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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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있고 일정과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데 비해서 학도서  사서들은 교육자로서의 

타당한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

다고 주장하 다. 이에 따라 그는 사서들이 주

제분야의 계속교육뿐만 아니라 교수법에 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구하 다. 함명식(2008), 박주 과 이명규

(2014)는 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서교사

를 단 학교에 의무 배치할 것을 제안하 다. 

사서교사 양성  교육에 한 개선방안과 련

하여 이병기(2007)는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서

교사 기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사서교사의 교수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고 사서교사의 교수역량 강화 모형을 제

시하 다. 그는 이 게 추출된 모형을 기반으로 

직 사서교사의 교수역량을 실제로 측정하

으며 사서고사 임용고시에 ‘수업실기평가’를 포

함시키는 등 사서양성 제도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시하 다(이병기 2008). 

기타 지원체계 측면에서 박주 과 이명규

(2014)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도서 지원센터를 학교도서 이 학습․교수지

원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시키고 사서교

사를 장학컨설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고 주장하 다. 한 김성은과 이명희(2007)

는 한국도서 회의 기  산하에 종별, 주제

별, 산업별 정보활용능력 분과 원회를 정보활

용교육 기 과 로그램을 개발, 보 하여야 한

다고 제안하 다. 

학 환경에서의 정보활용교육과 련해서 

이병기와 김기오(2013)는 한국 학평가인증

기 에 정보활용능력의 개념을 반 해야 할 당

성과 인증기 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 다. 요

컨 , 재 한국 학평가인증기 은 교육시설

의 하나로써 도서  운 만을 언 하고 있으며 

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주요 학습성과의 하나

로써 정보활용능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

므로 장차 우리나라 학평가인증기 에도 정

보활용교육에 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성을 주

장하 다. 

그동안 정보활용교육의 제도화를 한 안

으로 국가수 의 학교도서  교육과정 설정, 

문직 단체의 지도  지원, 사서교사 양성제도 

개선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여

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한 지속 인 논의가 필요하다. 

4. 결 과 

본 연구는 1976년부터 2014년까지 문헌정보

학 분야의 표 인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

회지,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

회지, 정보 리학회지에 발표된 정보활용교육 

련 학술지 논문 118편을 상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8년간 생산된 118편의 연구를 시

기별로 분석해보면, 2000년  반부터 본격

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6~8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후로도 정보활용교

육 련 연구가 꾸 하게 수행되면서 가시 인 

양  성장을 이루었고 연구의 주제 한 차 

세분화되는 경향으로 보아 이 분야의 연구는 기

연구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향상된 연구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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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연구 결과에 나타난 정보활용교육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 도서  정보활용교육은 여 히 

보 인 수 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이제환

(2011)이 지 한 로, 연구자들의 심은 도서

선진국형 담론을 따라 앞서나가고 있는 반면

에 도서 의 실은 여 히 열악한 수 임을 입

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방향

은 이러한 연구와 실무의 간극을 이고 양질의 

정보활용교육을 제공하기 한 지식의 토 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사서/사서교

사가 연구자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 이론

 지식뿐 아니라 장의 문제를 하게 다루

는 실천  논의들을 포용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이 더욱 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주제별로 살펴볼 때, 정보활용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한 연

구가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이

는 연구자들의 심이 사서/사서교사의 정보활

용교육의 효과  시행을 돕기 한 구체 인 방

안 마련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뒤를 이어서 정

보활용교육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효과 평가 연

구(16.1%), 정보활용교육의 제도화를 한 연

구(15.3%), 황조사 연구(10.2%)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 듯 정보활용교육 역에서 다

양한 하 주제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각 주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기 인 정보활용교육 황 연구

에서조차 최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종별로 정보활

용교육 황에 한 갱신은 물론이고 각 하 주

제별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 상 종을 살펴보면, 국내 정보

활용교육 연구는 주로 학교도서 과 학도서

에 주력하여 왔고 공공도서 에 한 연구는 

불과 6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는 공공도서 의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 기

능이 강화되면서 각 도서 마다 다양한 로그

램이 개발․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육의 핵심이 되는 정보활용교육에 한 연구

가 매우 미흡하고 실천 사례가 드물다는 것은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 유의해보아

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차후에는 무엇보다 

공공도서 의 정보활용교육 활성화를 한 

련 연구가 반 으로 확 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정보

활용교육 분야에서 추후 활성화되어야 할 연구

과제에 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분야 연구는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

섰으므로 일반 인 주제의 연구를 지속하면서 

세분화된 주제 연구에 보다 큰 비 을 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학의 정보활용

교육과정 개발 역에서는 일반 교양과목 외에

도 공학, 의학, 술 등 각 학문분야별로 세분화, 

문화된 교육과정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웹 기반 교육, 도서  주  1회성 

강습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활용교육을 상으

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활용능력 측정 

역에서는 표 화된 검사도구의 개발  용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등학생, 학생, 고

등학생, 학생 등 각 학습자 집단에 합한 세

분화된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보활용교육의 제도화를 다룬 연구는 

그 수가 은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학교 환경에

서 정보활용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여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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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서 과 공공도서 을 한 정보활용교육 

정책 한 제 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식 인 

지원체계도 없다. 따라서 학교도서 을 한 제

도화 연구를 꾸 하게 수행하면서 학도서

과 공공도서  환경에서도 하루빨리 정보활용

교육의 제도화를 확립하고 효과 인 지원체계

를 마련하기 한 연구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서 언 하 듯이, 공공도서 은 다

양한 계층, 다양한 특성을 지닌 주민들을 상

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그룹의 특성에 

합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서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 인 정보활용교육 략  

로그램 개발 등 구체 인 용 방안을 제시하

는 연구가 시 한 과제이다. 

넷째, 정보활용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 

정보활용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이용자의 인식  수용에 한 연구 등은 양

인 면에서 부족하고,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산출

되기도 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는 다양한 종에서 여러 학습자 집단을 상으

로 장기 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들을 축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RISS 검색시스템에서 

검색한 4종의 학술지 논문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학술지를 

비롯하여 학 논문  학술 회 발표논문들이 

연구 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70년  반부터 시

작된 정보활용교육 연구의 체 인 흐름을 

악하고 부족한 연구 분야들에 한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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