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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의 목 은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3종의 내용 요소가 어떻게 개되는가를 살펴보고, 향후 

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시사 을 찾는 것이다.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3종은 시간을 달리해 순차 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별 교과서별 특징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정보와 매체(1996)와 도서 과 정보생활(2011)의 내용 요소는 선조  

구성으로 개되는 반면, 정보와 도서 (2002)은 주제 심의 단회성 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서의 

단원은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이 고르게 의미상 계성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의 

경우, 일부 단원에서 학습목표와 내용, 활동 사이의 계가 단 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런 단 은 교과서 내용 요소의 

개에 있어 신뢰성과 직 인 계가 있는 만큼 향후 교과서 개발에 있어 충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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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ontent components of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s develop and is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of textbook publication. Three kinds 

of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s were published sequentially over time. The content components 

of Information and media(1996)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2011) are processed by filament 

structure and Information and library(2002) has a topic-driven project activity. Generally, a small 

lesson unit of the textbook consisted of three components (learning goals, learning contents, learning 

activities) and each component in the unit have to make semantic close relationships. However, 

in some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s, there are cases that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goals, 

contents, and activities are cut off. This disconnection cases can be a fatal drawback for the reliability 

of textbooks, so sufficient attention is needed to develop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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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서  이용자를 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이용서비스 제공 등은 종에 구애받지 

않는 통 이고 기본 인 도서  서비스이다. 종별로 특정된 도서  서비스는 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학교도서 은 ․ 등학교에 설치된 도서 으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

수활동 지원’(법률 제15368호. 학교도서 진흥법 제2조 2항)과 ‘도서  이용지도  독서교육, 

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법률 제18763호. 도서 법 제38조 5항)을 고유의 서비스로 

특정하 다. 이는 학교도서 의 교육  역할을 담당하는 인 자원의 직 를 (행정)직원이 아닌 

교원으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도서 의 교육  역할 수 은 도서  이용지도에서부터 교과 동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가장 높은 수 인 정보활용과 련된 교육 활동은 국가 수  교육과정에 편제된 교과목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 내 상시 수행되는 형식  교육이 되기 어렵다. 이런 

한계에 하여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의 개발은 단 학교 내 형식  교육으로 편입하려는 노

력의 일환이다. 한 사서교사 개인 역량에 의존했던 정보활용교육을 국 단  수 으로 공통화, 

표 화를 기 할 수 있다. 

정보와 매체(1996)는 정보활용교육을 인정 교과서라는 공  교재틀로 표 화하려는 결과물

이다. 이후 정보와 도서 (2002) 발행을 거쳐, 문단체 수 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도서 과 

정보생활(2011)이 발행되어 비로소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개발은 정 에 이른다. 

도서 과 정보생활 개발의 근간이 된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의 기 ’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개발된 문단체 수 의 교육과정이다. 이후 국가 수 의 교육과정은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른다. 국가 수 의 교육과정은 많은 차수로 

개정되었지만, 정보활용교육 련된 교육과정 기 의 개정 은 학술 연구로 논의되는 수 이다. 

표 으로 정보와 도서 을 심으로 사서교사의 교육  역할은 어떤 과정으로 실 되는가

를 밝힌 함명식(2008)에서부터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에 한 연구는 시작되었다. 김성

(2011)은 도서 과 정보생활의 개발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했으며, 이병기(2019)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고려해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의 기 ’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

다. 그리고 박주 , 강 숙, 이병기(2021)는 도서 과 정보생활의 후속 내용 체계에 미디어 

교육의 수용을 제안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교과서를 상으로 한 외  근이라는 공통 이 있다. 함명식(2008)을 제

외한 선행연구는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서의 개발과정을 밝히거나 후속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는 내용 체계의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한다. 반면, 교과서 학습내용에 한 분석, 

목표-내용-활동 간의 상  계 분석 등 교과서의 내  근에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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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 은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정보와 매체(1996), 정보와 도서 (2002), 
도서 과 정보생활(2011) 등을 상으로 교과서 내용 요소의 개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교과서 

개발과 개선 방향에 시사하는 을 밝히는데 있다.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는 국가 수 의 교육과정과 유리되어 교과 교육과정 없이 개발되거나 

문단체 수 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인정교과서로 개발되었다. 한 지 까지 선행연구는 개 

교과서의 외  근에 한 것이다. 이에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의 내용 요소의 개 양상을 

국가 수  교육과정에 편제된 검․인정교과서의 편수, 검정의 기 을 참고해 내  근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과 검정하는 주요한 기 의 하나는 ‘교육과정의 구   목표 진술’이다

(교육부, 2017, 75). 교과서 편찬은 먼  국가 수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성취기 )와의 통일성

을 이루는 것과 함께, 교과서 단원의 기술이 학습목표를 심으로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사이 일

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 수  교육과정에 편제된 교과는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내 

성취기 을 거로 단원의 학습목표를 설정해야만 한다. 통사 구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등은 일치시킨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교과서의 동일 형식을 유지

한다. 이 게 설정된 단원의 학습목표는 학습내용과 학습활동과 의미상 결속 계를 맺어 교과 

교육과정을 구체 으로 실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교과 교육과정 기 교과 교과서

…
①

- 소단원 -

성취기 학습목표

…

학습내용  ②

학습활동

<그림 1> 교육과정의 교과서로의 개 과정

다만 이 연구는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3종의 단원 내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학습활동의 

계성을 밝히는 것(<그림 1>의 ②)으로 한정하 다. 이는 도서 과 정보생활을 제외한 2종은 

교육과정 없이 교과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의 계성(<그림 1>의 ①)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도서 과 정보생활은 학교 별로 4책이 발행된 것과 문단체 수 의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된 것을 고려해 후속 연구로 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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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정보활용능력과 정보활용교육

사서교사는 정보 문가로서 도서 자료(정보자원)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원으로서 교과 수업에 직  참여하고, 교과 지식 이해에 필요한 정보활용능력을 방법  지식

(procedural knowledge)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때 사서교사가 가르치는 정보활용능력은 교과 간 

연계가 가능한 역 보편 인 학습기술, 간 학문  기능, 일반  사고능력의 성격을 갖는다(송기

호, 2018, 25-26).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은 Paul Zurkowskir가 1974년 미국 문헌정보학국가 원

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보활

용능력이 있는 사람(information literate)이 갖고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격 으로 

등장하 다. 연구자에 따라 information literacy는 정보이용능력, 정보소양, 정보문해, 정보문식

력, 정보사용능력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김성원, 2010; 김순희, 2008; 김태경, 2007), 학교

도서 에서는 정보활용능력으로 수렴된다. 

일반 으로 정보활용능력은 ALA에서 제시한 ‘정보요구를 인식하고, 정보에 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찾아낸 정보를 평가하여, 효과 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정보 이용에 수반되는 

법 , 윤리  문제들을 이해하는 종합 인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를 좀 더 우리나라 도서  환경

에 변용하면 정보활용능력은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획득하기 한 략을 세워 탐색  분석

한 후 한 정보인가에 한 평가를 통해 달하거나 새로운 정보로 재생산하는 과정과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매체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정재 , 2008, 197). 

정보활용교육은 정보활용능력을 기르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정보활용교육은 도서 과 정보

자료의 이용에 한 방법(library skills)에서 시작해 학습자가 정보활용능력을 갖추기 해 필요

한 기 을 제시하면서 내용 체계가 구체화되었다. 그 정보활용교육의 이론  체계는 ‘미국 학교도

서  기 ’이란 별칭으로 알려진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
(1998)으로 보는데 이견은 없다. 이 연구는 학습자를 한 정보활용능력 기 을 설정해 정보활용

교육의 명시  목표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의 구체화 단서를 제공했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

(김성 , 2011, 3). 물론 이 기 (standards)은 정보활용의 방향성과 목 을 제시하 으나 교수․

학습의 직 이고 구체 인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그 안으로 정보문제 

해결모형을 정보활용교육의 방법  지식으로 차용하 다. 정보문제 해결모형은 Irving의 9단계 

모형, Kuhlthau의 ISP 모형, Stripling과 Pitts의 연구과정 모형 등이 있으나 국제 으로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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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모형은 Eisenberg의 Big6 Skills이다. 연구자마다 정보문제 해결모형을 구분짓는 단계는 

다르더라도 <표 1>과 같이 과제정의-정보 탐색과 근-분석과 해석-종합과 표 -평가의 단계를 

공통으로 포함한다. 

Irving의 9단계

(1985)

Kuhlthau의 ISP 모형 

(1988)

Big 6 Skills 

(1990)

정보문제 해결모형의 

공통 역

1. 과제 정의하기
1. 과제 시작 1. 과제정의

과제정의
2. 주제 선정 2. 탐색 략 수립하기

2. 정보원 선정하기 3. 주제 련 정보 조사
3. 정보 탐색  근하기 정보탐색과 근

3. 정보원 찾기 4.  구조화

4. 선택하기 5. 정보원 수집 4. 정보 해석하기 정보분석과 해석

5. 효과 으로 활용하기

6. 표 5. 정보종합하고 표 하기 정보종합과 표
6. 기록하기

7. 의미 만들기

8. 과제 표 하기

9. 과정 평가하기 7. 평가 6. 평가하기 정보평가

<표 1> 정보문제 해결모형의 제단계 비교 

2. 검․인정 교과서의 발행

법령 ‘교과용도서에 한 규정’( 통령령 제32547호)은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 상  자 작물로 정의한다. 교과서의 발행은 교육과정

의 변화에 향을 받기는 하지만 국가가 직․간 으로 개입하는 국․검정제를 유지해왔다. 

국․검정제 심의 교과 교과서는  규정을 근거로 학교의 장이 선정, 사용하고 국․검정제 교과

서가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

교과서 발행의 과정에서 국정제는 교육부가 작권을 가진 교과서로, 편찬계획에서부터 발행

과 공 까지 국가가 장하는 발행체제이다. 검정제는 국정 이외의 교육부 장 이 정하여 고시하

는 교과목에서 개인이나 민간회사가 출 한 도서를 교과서로 합한지 심의해 교과서로 발행하

는 체제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교과서가 검정제를 

통해 발행된다. 인정제는 국정제 는 검정제 교과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고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 의 인정을 받아 발행되는 체제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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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정의
교육부가 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교육부장 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하여 교육부장 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심의권자
장  

(심의 원 )

장  

(검정심사기 에게 탁)

장  

(시도교육감에게 임)

차 편찬→심의 개발→심의→선정 개발→신청→심의→선정

작자

(발행권자)
교육부장 작자(발행사) 작자(발행사)

과목

등 교과용도서 

검․검인정도서 구분 

고시에 따름

左同 국․검정도서 이외의 교과용 도서 

<표 2> 발행 주체별 교과 교과서의 구분과 특징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인정교과서에 하여 ‘인정도서심의 원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가 도입

되었고, 기존 인정 교과서 이외에 자유발행 용 인정 교과서 조항도 신설되는 등 국정제보다 검․인

정제로 확 되고 있다. 이는 <표 3>과 같이 국․검인정 도서 상 과목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 교과서 제도로 바 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창언, 2018, 14).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제7차 교육과정 721책 (69.2%) 187책 (17.9%) 134책 (12.9%)

2007 개정 교육과정 537책 (56.1%) 181책 (18.9%) 239책 (25.0%)

2009 개정 교육과정 334책 (39.2%) 136책 (16.0%) 382책 (44.8%)

2015 개정 교육과정 138책 (14.8%) 107책 (11.5%) 685책 (73.7%)

(출처: 교육부, 2017, 65)

<표 3> 교육과정 개정 변화에 따른 교과서별 개발 종수

Ⅲ.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류와 교육과정의 개

1.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류

1996년 발행된 정보와 매체는 정보화 사회에 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활용능력의 증진을 

목 으로 개발되었다. 교과서를 구성하는 6개의 단원은 정보활용의 순차  단계에 따라 목차를 

이루는 기술방식을 취하 다(김용철 외, 1996). 정보와 매체는 고등학교 학교 별을 상으로, 

1998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정보활용교육을 내용으로 한 최 의 교과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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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매체 단원 구성은 선행 단원의 학습내용이 후행 단원과 시간의 순차  흐름에 따른 

논리  계를 맺는 선조 (線條的) 구성을 이룬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한 단원 한 단원이 

<그림 2>와 같이 정보활용능력의 증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의 증진

⇑

Ⅰ단원 → Ⅱ단원 → Ⅲ 단원 → Ⅳ 단원 → Ⅴ 단원 → Ⅵ 단원 

｢정보와 매체｣(1996)

<그림 2> ｢정보와 매체｣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특징

2002년 발행된 ꡔ정보와 도서 ꡕ 역시 인정제를 통해 발행 으며, 등학교 4~6학년, 학교, 

고등학교 등 모두 3책으로 개발해 학교 별로 확 다. 한 교과서의 내용 체계는 학교 별 

최  27개 안 의 단원으로 구성 다. 각 단원은 국어, 사회 등 교과 내용을 탐구 주제로 

설정하고 Big6 skills와 같은 정보문제 해결모형의 제단계를 따라 실습하는 방식으로 설계 다. 

다만, 학교도서  활용 수업을 주도할 인 자원으로서 사서교사의 부족과 교과 교실 심의 수업 

방법, 정보문제 해결모형을 용한 학교도서  력수업에 한 정  인식 결여 등으로  교과

서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가 일반화되지 못한 것이 한계이다(김성 , 2011, 277). 그럼에도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발행은 교원으로서 사서교사의 교육  역할 인식을  수 있고, 교육활

동 시수 인정에 한 요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함명식, 2008, 178).

정보와 매체와 정보와 도서 은 정보활용교육을 해 개발된 인정제 교과서란 과 교육

과정 없이 단독으로 개발된 이 공통이다. 반면, 두 교과서의 내용 요소 기술 방식은 선조(filament) 

기술이나 독립 주제 기술이냐로 차이가 있다. 

2011년 개발된 ꡔ도서 과 정보생활ꡕ은 문단체 수 의 교과 교육과정 기 을 토 로 ․

등 모든 학교 별로 개발된 인정제 교과서이다. 2007년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의 개정에 한 필요성과 공감 가 형성되었다. 도서 계 문단체인 한국도서 회는 

문헌정보학계와 사서교사 연구자를 심으로 학교도서 교육과정 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도
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을 발행하 다. 이 문단체 수 의 교육과정을 근거로 등

학교( 학년․고학년), 학교, 고등학교 등 4책이 개발되었다. 도서 과 정보생활은 기존 학

도서 과 공공도서 을 심으로 개되었던 문헌정보학의 교육을 ․ 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개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 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김성 , 2011,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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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의 교과서로의 개 과정

국가 수 의 교육과정에 편제된 교과는 해당 교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국정제 는 검․인정제 

교과서로 개발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 으로, 모든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717종이 있으며, 과목의 상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근거로 검․인정제 교과서로 개발되

었다(교육부, 2015, 75-85). 다만, 정보활용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은 국가 수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으므로 국가 수 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교과용 편찬의 기본 방향에서 최우선 순 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 하는 교과용 도서’이다(교

육부, 2017, 69). 이는 국가 수 의 교육과정에 편제된 과목의 교과서는 ‘교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개발돼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수  교육과정 내 교과 교육과정은 <그림 3>과 같이 모든 교과에 

공통으로 목차 체계에 제시된다.

<그림 3>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교과 교육과정의 일러두기 시

교과서 내용 요소의 개는 교육과정 일러두기의 ‘3. 내용 체계와 성취기 ’과 직 인 계가 

있다. 성취기 은 교과서 단원의 학습 목표를 진술하는 직 인 거가 된다. 교과서 단원의 학습

목표는 본시 학습이 시작되기 에 제시되며, 교과의 내용 지식을 배움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지향 이다. 구체 인 학습목표의 기술은 개 교육과정의 성취기 을 참고해 진술된다. 

<그림 4>는 교육과정의 성취기 이 교과서의 학습목표로 용되는 과정을 보여 다. 미래엔 

출 사에서 발행한 교과서 통합과학의 8장 3단원의 학습목표는 ‘지구온난화가 지구 환경과 인

간 생활에 주는 향을 설명할 수 있다’와 ‘사막화와 엘니뇨  라니냐 상을 설명할 수 있다’이다

(김성진 외, 2018, 258). 이 학습목표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10통과 08-03]인 ‘엘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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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 등과 같은 상이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와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 토론할 수 있다’(교육부, 2015, 104)를 배경으로 진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 이 교과서의 학습목표로 진술될 때 문장의 통사  구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 명제의 의미역은 동일하다. 이같이 교육과정의 성취기 이 교과서의 학습목표와 

동일한 의미 계를 맺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 동일 형식을 유지하는 ‘외재  응집성(external 

cohesion)’을 이룬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계성과 함께 교과서 단원 내의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 사이 계

성을 악하는 것 역시 교과서를 내  분석하는  다른 방법이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교육부, 2015, 104) 

통합과학의 학습목표

(김성진 외, 2018, 258)

⇒

<그림 4> 국가 수  교육과정 성취기 의 교과서 학습목표로 반  과정

<표 4>는 앞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 ‘외재  응집성’의 확인을 해 제시한 미래엔 출 사의 

통합과학 8장 3단원 교과서 일부 내용이다. 학습목표는 내용 요소인 지구온난화를 배운 후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학습내용에서는 기후 변화의 

원인, 지구 온난화의 정의와 원인을 배운다. 이 배운 내용을 토 로 학습활동에선 그림 자료를 

보고 지구 온난화가 동식물 등에 끼친 향을 설명하도록 문제화하 다. 단원 내 학습목표는 학습

내용과 학습활동은 의미상 결속 계를 맺는 ‘내재  통일성(internal coherence)’을 이루며 기술

된다. 

지 까지의 논의는 교육과정의 성취기 이 교과서 학습목표로 반 돼 ‘외재  응집성’을 이룬 

후(<그림 4> 참고), 교과서 단원의 기술은 학습목표를 심으로 학습내용-학습활동이 의미상 결

속 계인 ‘내재  통일성’을 맺어(<표 4> 참고) 개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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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 내 ‘통합과학’ 과목의 성취기  시

(김성진 외, 2018, 258-259)

 

학습목표

지구 온난화,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끼친 향

 

학습내용

기후 변화의 원인, 지구 온난화 정의와 원인 

 

학습활동

지구 온난화의 지구 환경(동식물)에 끼친 향

<표 4> 교과서 단원 내 학습목표의 학습내용, 학습활동 반  과정 

Ⅳ.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류의 내용 요소 개 분석

1. 정보와 매체 내용 요소의 개 양상 분석

정보와 매체는 정보문제의 해결과정을 근-분석- 용-평가 등으로 나 고, 련 이론 내용을 

더하여 6개의 단원으로 목차를 구성하 다. 단원은 <표 5>와 같이 하  ․소단원을 가지는 

상하 층  구조를 이루어졌다. 단원은 평균 3개 내외의 학습과제(학습목표)가 제시된 다음, 

소단원에서 흔히 교과서 본문이라 불리는 학습내용이 개된다. 소단원이 끝나면 연습문제(학습

활동)를 통하여 학습과제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며 단원은 종결된다. 단원 내의 내재  통일성은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으로 구성된 단원을 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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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단원

개수
학습과제

(학습목표)

소단원

(학습내용)

연습문제

(학습활동)

Ⅰ. 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  3개 10개  6개 11개

Ⅱ. 정보 매체와 정보 근  5개 15개 14개 20개

Ⅲ. 정보 매체와 정보 분석  3개  9개 10개 13개

Ⅳ. 정보 매체와 정보 용  4개 11개 12개 16개

Ⅴ. 정보 매체와 정보 평가  3개  7개  7개 11개

Ⅵ. 정보 매체와 생활  3개  4개  4개  6개

18개 52개 49개 71개

<표 5> 정보와 매체(고등)의 단원별 하  구성요인 개수

정보와 매체 내 단원 개에 있어 일부 학습목표가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한 

사례가 종종 보인다. 단원 서두에 제시된 학습목표가 학습내용에는 반 으나 그 성취여부를 

학습활동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다든가, 학습목표 는 학습내용만 있고 역시 다음 단계로 연계되

지 못하고 단 이 되는 경우이다. 이는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이 의미상 결속 계를 맺는 

내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로, 그 사례 시와 유형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정보와 매체 내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의 단  사례

(김용철 외, 1996, 59-78)

학습과제

(학습목표)

1. 자 통신 정보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안다.

2. 자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안다.

3. 자 통신 정보의 탐색 방법을 안다.

소단원 내 

학습 내용

자 통신 정보는 컴퓨터에 장되어 있는 정보와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도 근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 컴퓨터에 장되어 있는 정보란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해독하고, 처리하며,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원거리에서도 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연습문제

(학습활동)

1. 시디롬은 정보 통신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2.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3. 국제 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용 소 트웨어를 찾아보자.

유형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 횟수

1 학습과제 본문 Ⅹ 연습문제 8건

2 학습과제 Ⅹ 본문 연습문제 0건

3 학습과제 Ⅹ 본문 Ⅹ 연습문제 1건

4 학습과제 Ⅹ 본문 Ⅹ 연습문제 2건

<표 6> 정보와 매체의 내재  통일성 단  사례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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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매체의 학습과제 1에서 진술된 ‘ 자 통신 정보의 정의’는 단원 내 학습내용(  

참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학습내용을 통해 배운 자 통신 정보의 정의와 특징은 연습

문제(학습활동)를 통해 확인하는 활동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학습목표가 학습내용에는 반 되었으나 학습활동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단 되는 유형

은 모두 8회 나타났다. 한 학습목표만 제시되고 이에 따른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에 반 되지 

않은 유형은 1회(김용철 외, 1996, 185-189),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에 언 되지 않고 학습내용만 

제시되는 유형은 2회(김용철 외, 1996, 125-126, 212-213)가 나타났다. 정보와 매체는 52개의 

학습목표가 학습내용, 학습활동으로 연결돼 내용 요소의 내재  통일성을 이룰 것으로 기 되었

지만 <표 6>과 같이 11건은 그 지 못하 다.

2. 정보와 도서  내용 요소의 개 양상 분석

정보와 도서 은 27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보활용교육 련 이론 내용을 담은 1단원

을 제외하고 남은 단원은 독립 주제로 이루어졌다. 앞선 정보와 매체의 단원이 ․ ․소단원

의 상하 층 로 구성된 반면, 정보와 도서 은 상하 층  구성없는 단일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 내용을 달리해 모두 26개로 이루어졌다. 비록 독립 단원의 주제 내용이 다르지만 단원 하나 

하나가 <그림 5>와 같이 정보문제 해결과정을 반복하도록 설계 다.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의 증진

1단원 2단원 3 단원 4 단원 … 27단원

｢정보와 도서 ｣ (2002)

<그림 5> ｢정보와 도서 ｣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특징

정보와 도서 은 1단원을 제외하고, 단원의 형식 개는 정보문제 해결모형의 공통 단계를 

동일하게 용하 다. 26개 독립 단원은 주제 내용을 달리하지만, 단원 형식은 ‘정보 과제 정하기-

정보요구 악하기-정보 탐색하기-정보 분석하기-정보 종합하고 표 하기-정보 이용 과정 되돌

아보기’에 맞춰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의 단원은 정보활용단계를 용한 독립된 탐구 

로젝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의 기존 단원 형식에, 정보

활용의 6단계를 학습내용에 포함하는 복구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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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제 (학습활동)

(학습목표)

(학습내용)

정보활용단계 1.

(출처: 김용철 외, 2002, 35, 42)

<그림 6> 정보와 도서  단원의 형식 구분 시

<그림 6>은 정보와 도서 의 단원 4의 내용 요소가 개된 시이다. 단원 내 도입에 학습목표

라는 표제를 쓰지 않았지만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란 명칭으로 학습목표를 

신해 제시하 다. 학습내용은 정보활용단계 ‘1. 정보 과제 정하기’에서 시작해 ‘6. 정보 이용 과정 

되돌아보기’라는 명칭으로 문단 수 으로 제시되었다. 이 6단계 명칭은 단원별로 동일하지만 단원

명에 따라 용 내용은 달라진다. 단원 마무리의 실습과제는 학습활동에 하며 단원명 활동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의 경우, 단원명 우리 집 꾸미기라의 확장으로써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꾸미기 활동이 제시되었다.

단원 4 ‘우리 집 꾸미기’는 학습내용인 정보활용단계를 통한 수업 결과로, 컴퓨터를 활용한 집 

도면 그리기가 탐구 로젝트 활동의 주된 내용이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인  정보원의 활용, 

정보 요구에 한 달, 신문의 이용, 요약을 통한 정보의 종합 등으로 정보활용단계로 설정되었

다. 반면 실습과제(학습활동)의 내용은 1.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집 설계하기와 2.공부방 등의 

내부 배치도 그리기로, 표면상 단원명인 우리 집 꾸미기의 주제 내용의 확장을 한 활동에 가깝

다. 즉, 실습과제가 정보활용단계로써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직 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라 보기

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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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도서 의 표면상 기술 방식은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에서 정보활용단계를 직 으로 

제시하지만, 학습활동에서는 단원명과 내용 인 측면에서 연계되어 학습목표와 단 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학습내용에 포함된 정보활용단계 ‘5.정보 종합하고 표 하기’와 실습과제(학습활동)

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학습내용) 내 
정보활용단계 5. 정보 종합과 표

실습과제 (학습활동)

(출처: 김용철 외, 2002, 36-42, 49-56)

<그림 7> 정보와 도서 의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비교 시

<그림 7>은 정보와 도서  4단원과 6단원의 학습내용 일부와 실습과제 시 내용이다. 두 

단원명은 학습내용의 정보활용단계 5 ‘정보 종합과 표 ’에 이르러 ‘우리 집의 도면 그리기’와 ‘생활

비용을 도표, 그래  등 그리기’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들 결과물은 단원 내 학습목표의 성취로 

보기는 어렵다. 학습목표는 학습내용의 정보활용단계에서의 성취를 지향하지만 그 결과물은 단원

명의 내용  성취로 나타난다. 물론 단원명의 내용  성취에 이르는 과정이 정보활용단계를 따르

지만 결과 으로 교과서 문면구조가 아닌 심층구조로 숨어버리기에 혼선을 다. 특히 실습과제

(학습활동)가 단원명의 내용  성취를 다시 확인하거나 확장되면서 이런 혼선은 더욱 심화된다. 

즉, 정보활용단계 1~4를 거친 정보의 종합과 표  결과물은 바로 단원명(주제)이 되고, 실습과제

(학습활동) 역시 단원명을 확장한 활동이 된다. 

정보와 도서 은 주제 심의 단회성 로젝트 활동이 강한 독립 단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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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방법,과정)-학습내용-학습활동 는 단원명(주제)-학습내용-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층 구조로 개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정보와 매체 내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의 단  사례

(김용철 외, 2002, 49-56)

단원명 나의 생활비용은 얼마일까

학습과제

(학습목표)

1. 사회 생활과 련된 정보 요구를 악할 수 있다.

2. 통계 정보를 효과 으로 찾을 수 있는 략을 세울 수 있다.

3. 상 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필요한 상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4. 토론에 참여하여 효과 으로 발표할 수 있다.

학습내용

(정보활용단계 5)
스 드 시트를 이용한 “나의 생활 비용” 셀 서식, 차트 만들기

실습과제

(학습활동)

1. 한 달 동안 사용한 용돈의 지출 내역을 그래  형태로 표 해보자.

2. 아래의 표는 2000년 1/4분기부터 2001년 2.4분기 동안의 가구당 소비 지출 동향을 나타낸 

수치 자료이다. 모둠별로 다양한 형태의 그래 로 표 하고 그 경향을 토론해 보자.

단원명 학습내용

학습목표 실습과제
정보활용단계 1~4, 6 단계 5

<표 7> 정보와 도서 의 내재  통일성 단  사례

3. 도서 과 정보 생활 내용 요소의 개 양상 분석

도서 과 정보생활은 앞선 두 교과서와 다르게 교육과정을 배경으로 개발되었다. 한국도서

회 학교도서 교육과정 원회(2007)에서 제시한 문단체 수 의 교육과정인 도서 과 정보

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을 근간으로 등( 학년, 고학년)․ ․고등 모두 4책이 개발 다. 

교과서 개발이 교육과정을 배경으로 한 만큼 교육과정 성취기 과 교과서 학습목표 사이 ‘외재  

응집성’과 교과서 내 학습목표를 심으로 맺어진 학습내용, 학습활동 사이의 ‘내재  통일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앞선 두 교과서와 공통의 분석 방법을 용하기 하여 

교과서 내 내재  통일성만 상으로 분석하 다. 교육과정 기 과의 학습목표 사이의 계를 

분석하는 외재  응집성은 후속연구로 돌리려 한다. 

도서 과 정보생활은 앞선 정보와 매체와 같이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목표로 각 단원이 선조  

구성에 따라 내용 체계를 이룬다. 단원의 구성은 교육과정인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 에 

근거해 <표 8>과 같이 5개로 구성 으며, 각 단원은 하  ․소단원을 가지는 상하 층  구조를 

이루어졌다. 단원 내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의 구성은 정보와 매체의 구성과 동일하다. 

단원 내의 내재  통일성은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으로 구성된 단원을 상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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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단원

개수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

Ⅰ. 정보와 도서  생활 3개 8개 6개 13개

Ⅱ. 정보 과제와 정보 탐색 3개 8개 7개 13개

Ⅲ. 정보 분석과 이해 4개 10개 10개 21개

Ⅳ. 정보 종합과 표 5개 13개 16개 11개

Ⅴ. 정보윤리와 사회  책임 3개 9개 8개 11개

18개 48개 47개 69개

<표 8> 도서 과 정보생활(고등)의 단원별 하  구성요인 개수

도서 과 정보생활에서도 단원 개에 있어 일부 학습목표가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으로 연계

되지 못해 내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교과서 기술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 

기 과 2회에 걸친 인정 교과서 발행 경험이 있어 그 사례는 많지 않다. 도서 과 정보생활 
내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이 의미상 결속 계를 맺는 내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로, 

그 사례 시와 유형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도서 과 정보 생활 내 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활동의 단  사례

(한국학교도서 의회 교과서편찬 원회, 2011, 38-47)

학습목표

1. 정보 과제를 악하고 한 탐색 략을 수립할 수 있다.

2. 과제 해결에 필요한 1,2차 자료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3. 정보 매체의 특성에 따른 탐색 방법을 알고, 필요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소단원 내 

학습내용

다음은 탐색 략을 수립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매체 정보와 인   지역 사회 련 정보원이다.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학습활동

1. 주어진 과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에서 정보 과제를 악하여 보자.

2.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련하여 정보 과제를 설정하고, 다음의 단계에 따라서 탐색 략을 수립하여 

보자.

3. 환경 오염과 련된 자료를 찾아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여 보자.

유형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 횟수

1 학습목표 본문 Ⅹ 학습활동 2건

2 학습목표 Ⅹ 본문 학습활동 0건

3 학습목표 Ⅹ 본문 Ⅹ 학습활동 1건

4 학습목표 Ⅹ 본문 Ⅹ 학습활동 0건

<표 9> 도서 과 정보생활의 내재  통일성 단  사례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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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과 정보생활의 단원 2 ‘정보 과제와 정보 탐색’의 1 단원 ‘정보과제 악과 탐색 략 

수립’의 내용으로, 학습목표 3은 소단원 내 학습 내용 (1) 탐색 략의 수립에서 인쇄자료, 상자

료, 자자료 등 정보 매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탐색방법을 설명하 다(  참고). 하지만 

학습활동 3은 환경 오염 련 다양한 매체에 따른 탐색방법을 확인하기보다 찾은 자료를 1차, 

2차로 구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처럼 학습목표가 학습내용에는 반 되었으나 학습활동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단 되는 유형 1의 

사례는 모두 2회(한국학교도서 의회 교과서편찬 원회, 2011, 38-47, 118-120) 나타났다. 한 

학습과제만 제시되고 이에 따른 본문, 학습활동이 없는 유형 3은 1회(한국학교도서 의회 교과서

편찬 원회, 2011, 182-185) 나타났다.

Ⅴ. 결 론

이 연구의 목 은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3종의 내용 요소가 어떻게 개되는가를 살펴보고, 

향후 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시사 을 찾는 것이다. 가장 근래에 발행된 도서 과 정보생활이 

2011년인 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보활용교육의 역으로 수용하려는 연구 성과(박주 , 

강 숙, 2020; 박주 , 강 숙, 이병기, 2021; 이병기 2019) 등을 고려할 때 후속 교과서 개발이 

필요함은 명확하다.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3종은 시간을 달리해 순차 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별 교과서별 특징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먼  정보와 매체(1996)와 정보와 도서 (2002)은 교육과정 없이 단독

으로 개발되었다는 에서 공통이지만, 도서 과 정보 생활(2011)은 문단체 수 의 교육과정 

기 을 근간으로 개발된 에서 차이가 있다. 한 정보와 매체와 도서 과 정보생활은 단원 

내용이 선조  구성을 이루어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지향하도록 구조화되었지만, 정보와 도서 은 

독립 단원 구성을 이루어 다른 학습 주제를 반복해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었다.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내용 요소 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의 ‘외재  응집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교과서 내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의 ‘내재  통일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다만, 3종의 교과서 가운데 2종은 교육과정 없이 개발 으므로, 교과서 단원 내 학습내용, 학습활동이 

의미상으로 학습목표를 지향하는가를 확인하는 내재  통일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분석하 다. 

정보와 매체는 학습목표가 학습내용에 반 되지만 학습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 된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한 단원 내 오직 학습목표만 단독으로 제시되거나 는 학습내용만 기술되는 

유형도 찾을 수 있었다. 정보와 도서 은 학습목표와 단원명(주제)이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으로 

이원화돼 반 되는, 주제 심의 단회성 로젝트 활동으로 기술된다. 학습목표는 학습내용을 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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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보활용능력을 지향하지만, 학습활동은 단원명과 연계돼 주제를 확인 는 

확장하는 층구조로 구성되었다. 결국 학습목표는 학습내용에 문면구조 수 에서 반 되지만 

학습활동은 심층구조 수 에서 학습목표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었다. 도서 과 정보생활은 정
보와 매체에 비하여 학습목표가 학습내용에만 반 되거나(2회) 오직 학습목표만 단독으로 제시

되는(1회) 단  사례가 나타난다. 이는 교과서 개발의 선행 경험과 문단체 수 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개발된 교과서이며, 국가 수  교육과정에 편제된 교과의 검인정 교과서 개발 과정에 

가장 근 한 차를 거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개발은 충분한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많은 산과 집필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는 국가 수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아 상호 이익을 제로 한 교과서 

출 사와 동등 수 의 계약사항에 근거한 교과서 개발이 쉽지 않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개발된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3종은 내용 개의 과정에서 학습목표를 심으로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이 

의미상으로 단 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표 으로 학습목표에서 제시한 도달 수 이 학습활동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학습목표 는 학습내용 단독으로 교과서에 제시되는 수 이다. 이런 단  사례는 

교과서 내용 요소의 개에 있어 신뢰성과 직 인 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개발에 있어 충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이 연구가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서 3종의 내용 

요소 개에만 을 두었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 사항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정보활용

교육 련 교과서에서 정보와 도서 은 교육과정 기 을 근간으로 개발되었고, 학교 별 4책으로 

구성되어 공시  에서 외재  응집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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