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정보활용교육 
연구주제 분석 및 교육내용 제안*

A Study of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Using Topic Modeling

윤지혜 (Jihye Yun)**

정유경 (Yoo Kyung Jeong)***

초  록

본 연구는 정보활용교육 분야의 연구주제들을 악하여 정보활용교육에 제안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우선, 정보활용교육과 련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 97편을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활용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정보원 이용  

단’ 등의 주요 주제를 악하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Big 6 정보모형, 교육방법

과 련해서는 미국 사서교사 회의 정보활용 능력기 과 미국 학  연구도서 회의 정보활용교육 

개발지침을 고려하여 정보활용교육 교육내용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정보활용교육 반의 연구주제와 

연 된 교육 요소들을 악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원 이용  단’, ‘정보윤리’와 련된 교육내용을 

보다 강조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search topics and suggest an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by analyzing research articles on information literacy. For this purpose, we 

applied the topic modeling technique to 97 scientific articles and identified the core content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such as medi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nd the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suggested an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by considering the Big 6 model,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of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y, and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s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sidered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information ethics’ to suggest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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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활용능력이란 개인이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며,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교육부의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활용능력과 유사한 개

념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부, 2015), 미국(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이나 호주(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2001), 국

(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1999), 일본(日本圖書館協 , 2001)

에서도 정보활용능력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

에 한 표 들을 개발하는 등 사회 반에서 

정보활용능력을 요한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

다(박주 , 강 숙, 이병기, 2021; 이정연, 최은

주, 2006). 학교도서 에서도 정보활용능력의 

신장을 요한 교육 목표  하나로 삼고 있는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수업과 이용 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학습과제나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송기호, 2005). 나

아가 학생들이 정보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속

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하는 등, 

학생들에게 있어 정보 기기가 다양한 형태의 학

습 도구로 활용됨에 따라(이신희, 김미량, 2016) 

정보 기기를 활용한 학습도 자연스  하나의 교

육 패러다임으로 자리하고 있다. 

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학교도서 의 정

보활용교육에 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

는데, 주로 교육의 효과 분석이나(김성은, 이명

희, 2007) 국내․외 단체와 연구자들에 의해 제

시된 정보활용능력 기 과 모형 탐구(노진 , 

변우열, 이병기, 2009), 정보활용교육 사례분석

과 내용분석(김성은, 이명희, 2006) 등의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 다만, 학교도서 과 련된 

정보활용교육을 반 으로 악하여 교육과정

에 용하려 한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에, 학교도서 과 연 하여 정보활용교육  정

보리터러시와 련된 연구를 상으로 토픽모

델링을 수행하여 주요 학습 요소  교육방법을 

악하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활용능력

과 련된 주요 이론과 모형들을 고려하여 정보

활용교육에 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안하

고자 하 다. 

2. 관련 연구

국내의 정보활용교육에 한 다양한 주제  

교육내용의 개발과 련된 연구로는 ․ ․

고등학생  학생, 유아 교사 등 교육 상별 

정보활용교육의 교과과정 설계  내용 개발과 

련된 연구(박주 , 강 숙, 이병기, 2021; 유

구종, 김민경, 2012; 정재 , 2015)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정보활용교육에 필요한 학습 요소를 

분석한 연구로는 박주 , 강 숙, 이병기(2021)

의 연구가 표 이다. 이 연구는 ․ 등 정

보활용교육에 포함될 내용을 구성하고 교과서

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 정보와 시사 을 도

출하고자 하 다. 이에 기존에 개발된 정보활용

교육 교과서 3종과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안의 내용과 교과서 체계를 분석하 으며, 델

이 조사와 문가 의회를 통해 최종 인 

내용 체계를 도출함으로써 학년군별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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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개발하 다. ․ 등을 상으로 한 연구 

외에도 학생을 상으로 교육내용을 제안한 

정재 (2015)의 연구와 비유아 교사를 상

으로 한 유구종, 김민경(2012)의 연구, 정보활

용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 내용을 분석한 김성

은, 이명희(2006)의 연구, 정보활용능력 기 과 

모형을 탐구한 노진 , 변우열, 이병기(2009)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정재 (2015)과 유구종, 김민경(2012)의 연구

는 실제 인 정보활용교육 교안과 로그램을 

제시하기 해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의 사례를 검토한 연구로, 김소 (2015)

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제도  도서  환경과 

유사성이 높은 일본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

육 동향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을 활용한 조사학습의 실천과 탐구학습의 

요성에 해서 강조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

로, 정진수(2022)는 2018년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에서 발표

한 최신 기 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활용교육

의 틀을 제안하 다.

이외에도 교육내용에 해 분석하여 문헌정

보학 분야에서 특정한 연구 역의 주제를 악

하고 정보활용교육  정보리터러시의 필요성에 

해 언 한 연구로는 정 주와 김혜진(2020)

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 의 진정

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학교도서 과 련된 문

헌정보학 분야의 4  학회지 발행 논문 록을 

상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 다. 이를 

통해 추출된 토픽을 학교도서  연구 역 8개

와 매핑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교도서  연구 동

향을 보다 효과 으로 분석  제시하 다. 나

아가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에 

련된 연구나 융합 교육에 한 연구가 많이 부

족함을 언 하면서, 학교 별 발달단계까지 고

려한 연구의 필요성에 해 강조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학교도

서 과 련된 정보활용교육의 주요 내용들을 

악하고, 정보활용교육에 반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 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정보활용

교육의 연구주제들을 분석하고 정보활용교육에 

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악하고자 하 다. 

정보활용교육과 련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

술논문을 상으로 텍스트 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할 단어들을 추출하 고, 단어빈도

분석  토픽모델링을 용하여 요한 연구주

제들을 식별하 다. 이를 통해 정보활용교육에 

추가 으로 용할 수 있는 교육 요소들을 악

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하 다. 체 인 연구 개

요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3.1 데이터

분석 데이터로는 선행연구(정 주, 김혜진, 

2020)를 참조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

된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도서 ․정보학회’, 

‘정보 리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의 4개 학회지

를 심으로 논문을 수집하 다. 수집 시기로는 

학교도서 업무지원시스템(DLS, Digital Library 

System)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통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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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개요 

며 학교도서  련 교육  정보활용교육에 

한 심이 높아지던 시기인 2011년부터 재

인 2022년까지로 한정하 다. ‘정보활용교육’과 

‘정보리터러시’를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 

총 167건을 수집하 으며, 어린이,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 련 

연구들을 선별하 다. 직  리스트를 검토하여 

병원도서 과 같은 특수도서 , 혹은 장노년층 

상 정보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연구

주제와 상 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제거하여 총 

96건의 논문 록을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 

연도별로 해당 논문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1

년 이후로 매년 6건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

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3.2 텍스트 전처리

토픽모델링을 용하기 해 넷마이 4에 내

장된 한  형태소분석기를 활용하여 텍스트 

처리를 수행하 다. 이 과정에서 주제  의미가 

떨어지는 불용어 리스트를 작성하고, 용어의 일

성을 높이기 한 유의어, 복합어, 표어를 

선정하여 단어를 정제하 다. 불용어로는 지시

명사 등의 한 자 단어, 주제  표성이 떨

어지는 단어들인 ‘간, 결과, 논문, 바탕, 분석, 연

<그림 2> 연도별 정보활용교육 련 연구 논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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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표, 후’ 등의 총 98개 단어를 선정하여 분석

에서 제외하 다. 복합명사가 단일명사 단 로 

나뉘는 것을 방지하기 해 ‘고교 학 제, 사서 

교사, 학교 도서 , 력 수업, 독서 교육, 교과 

과정 개발’ 등의 단어를 각각 ‘고교학 제, 사서

교사, 학교도서 , 력수업, 독서교육, 교과과

정개발’ 등으로 수정하 는데, 총 39개의 복합

어를 32개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하 다. 

3.3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체 문서 집합에서 나타나 있

는 내재 인 의미를 탐색하기 해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문헌 집합 내에 숨겨

져 있는 토픽을 단어의 발 확률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토픽모델링의 가장 표  기법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문헌 내

의 잠재된 주제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주

제에서 어떤 단어들이 사용될 확률을 라미터

로 모델링한다(Blei et al., 2003). 따라서 각 토

픽과 련된 단어를 쉽게 악할 수 있으며, 각 

문헌을 구성하는 토픽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에 체 문헌집합이 다루고 있는 주제 

악에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활

용교육  정보리터러시와 련된 국내 논문의 

제목과 록을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

여 주요 논제들을 악하고 이를 정보활용교육 

내용 체계 제안에 활용하고자 하 다. 

토픽모델링을 용하기 해서는 분석 상

에 합한 토픽의 수를 지정해야 하는데, 연구

에 합한 토픽 수를 산정하기 해 사 실험

을 수행하 다. 토픽 수를 5~25개로 조정한 사

실험 결과, 해당 분야 연구자의 결과검토를 

통해 10개의 토픽을 한 토픽 수로 간주하

여 연구를 진행하 다. 

4. 주요 교육내용 분석 결과

4.1 단어빈도분석 결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기에 앞서, 정보활용교

육과 련된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악하기 해 가장 먼  단어빈도분

석을 수행하 다. 단어빈도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상 문헌들, 즉 말뭉치를 구성하는 단어

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한 방법으로 분석 

상의 주제를 악하는 기 인 분석 방법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빈도분석을 해 

자들이 연구의 핵심 개념으로 지정한 자키

워드를 활용하여 주요 개념을 악하 다. 물

론 단어 간의 연 성을 악하거나 주제를 

악하기 해서는 제목이나 록과 같은 문장 

형태의 자료가 더욱 합하지만, n-gram 분석

이나 단어구 추출을 수행하지 않는 한, 단순 단

어빈도를 사용하면 복합어로 구성된 주요 개념

을 악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반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어들을 악하

기 해서 추가 인 단어 후처리와 복합어, 신

조어 처리가 상 으로 덜한 자키워드를 활

용하여 단어빈도분석을 수행하 다. 다음 <표 1>

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분석 상 논문에서 

빈출한 자키워드로 주요 개념어의 시기별 변

화를 살펴보았다.

주로 다루어지는 자 키워드를 살펴보면, ‘정

보활용능력’과 ‘정보활용교육’을 제외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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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2011-2012 2013-2014 2015-2016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학교도서 10 학교도서 6 정보활용교육 7

2 정보활용교육 6 정보활용교육 5 정보활용능력 7

3 사서교사 5 사서교사 3 이용자교육 4

4 공간구성 2 정보활용능력 3 공공도서 3

5 공공도서 2 도서 활용수업 2 독서교육 2

6 독서교육 2 독서교육 2 사서교사 2

7 지역사회 2 - - 일본학교도서 2

8 - - - - 탐구학습 2

9 - - - - 학교도서 2

10 - - - - 학습방법지도 2

순
2017-2018 2019-2020 2021-2022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정보활용교육 10 학교도서 30 학교도서 35

2 정보활용능력 9 정보활용교육 26 정보활용교육 28

3 학교도서 8 사서교사 20 사서교사 22

4 사서교사 7 정보활용능력 20 정보활용능력 22

5 독서교육 5 독서교육 11 독서교육 12

6 독서리터러시 3 공공도서 6 공공도서 6

7 교육격차 2 이용자교육 6 도서 활용수업 6

8 도서 로그램 2 정보리터러시 5 이용자교육 6

9 정보격차 2 학교도서 활용수업 4 정보리터러시 5

10 정보서비스 2 독서리터러시 3 디지털리터러시 4

<표 1> 2011~2022년의 자키워드 빈도(2년 단 , 빈도 2회 이상)

으로 ‘학교도서 ’, ‘사서교사’, ‘독서교육’이 상

에 치하고 있다. 즉, 학교도서 에서의 독서

교육이나 사서교사의 역할과 련된 개념들이 

핵심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만 시기별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은 

조 씩 달라졌다.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2011

년에서 2014년까지 기의 연구들은 연구의 수

도 상 으로 작았으며 학교도서 에서 사서

교사의 독서교육이 주요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는 도서 에서의 학습 방법과 이용

자와 련된 단어들이 언 되었으며, 2017년부

터는 정보격차나 교육격차와 련된 이슈, 2019

년부터는 리터러시와 연 된 개념들이 주요 개

념으로 다루어졌다. 

4.2 토픽모델링 결과

단어빈도분석에 이어, 정보활용교육과 련

된 연구의 상세 주제들을 악하기 해 토픽모

델링을 수행하 다. 다음 <표 2>는 각 토픽별 상

 20개의 단어이며, 상  출  키워드를 바탕

으로 각 토픽별 주제명을 부여하 다. 

특히 부여된 키워드들의 연 성을 고려하여 

토픽의 주제명을 악하 으며, 그 결과 T1은 

주된 주제인 ‘평가’, T2는 ‘교육과정’, T3은 ‘정

보활용교육 구성 요소’, T4는 ‘미디어 리터러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정보활용교육 연구주제 분석  교육내용 제안  7

토픽 비 상  20단어 주제명

T1 10.23
평가, 방안, 독서교육, 개선, 기 , 인력, 자원, 운 , 공공도서 , 리, 장, 

체제, 도출, 계획, 교육청, 지역, 조례, 상황, 강화, 교육
평가

T2 9.77
교육과정, 내용, 수 , 교육, 활동, 생활, 개정, 교수, 국가, 체계, 교과, 제안, 

개발, 연계, 주제, 이론, 비교, 정보서비스, 활용, 문헌정보
교육과정

T3 10.35
활용, 사회, 제공, 자료, 제안, 개발, 이론, 구성, 데이터, 매체, 언어, 교육, 

교과서, 이용자, 탐구, 유형, 지능, 활동, 요구, 정보활용

정보활용교육 

구성 요소

T4 10.01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모델, 능력, 교육내용, 디지털, 개발, 정의, 미디어리터러

시, 시사 , 사서, 기술, 도출, 사회, 도구, 측정, 활용, 향상, 디지털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T5 10.79
수업, 모형, 과정, 설계, 문제, 용, 학습, 과제, 교과, 매체, 탐구, 교과서, 

해결, 단계, 교수, 동, 개발, 활동, 결정, 상황

정보활용교육 

교수학습방법

T6 9.46
독서, 로그램, 변화, 환경, 활동, 정보격차, 지원, 제안, 지도, 형성, 정보활용, 

어, 기존, 요인, 공공도서 , 목록, 확장, 이용자, 지 , 문제
독서 로그램

T7 10.17
사서교사, 인식, 교사, 역할, 운 , 요구, 업무, 과목, 수행, 딜 마, 커뮤니 이션, 

학교, 연수, 동료, 선택, 교원, 윤리, 등, 문, 학생

사서교사,

윤리

T8 9.86
학교, 교육, 정보활용능력, 학생, 지역, 향, 격차, 개방, 실시, 경험, 계, 

고등, 구성, 공공도서 , 환경, 사 , 검사, 지원, 정보활용능력 교육, 근

정보활용교육

 필요성

T9 10.13
학습, 교육, 효과, 지식, 도서 활용수업, 자료, 능력, 개발, 도구, 측정, 목표, 

용, 정보활용능력, 실천, 크기, 구성, 작, 검사, 유형, 학생

정보활용교육 

효과성 검증

T10 9.22
정보원, 이용, 학생, 단, 기 , 요, 신뢰, 수행, 향, 학생, 인식, 과제, 

선택, 악, 교육, 해결, 실시, 확인, 능력, 활용

정보원 이용  

단

<표 2> 토픽 20개 상 출 단어 리스트

T5는 ‘정보활용교육의 교수학습방법’, T6은 ‘독

서 로그램’, T7은 ‘사서교사, 윤리’, T8은 ‘정

보활용교육 필요성’, T9는 ‘정보활용교육 효과

성 검증’, T10은 ‘정보원 이용  단’으로 각각 

라벨링하 다.

각 토픽의 구성 단어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

면, T1의 상 출 단어로는 ‘평가, 방안, 독서교

육, 개선, 기 , 인력, 자원, 운 ’ 등으로 나타났

다. T1은 단어빈도분석에서도 시기 반에 걸

쳐 정보활용교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핵

심 주제이다.

독서 로그램(T6)  사서교사(T7) 련 주

제들 한 시기 반에 걸쳐 다루어진 것으로 토

픽모델링에서 식별되었다. 우선, T6에 나타난 상

출 단어로는 ‘독서, 로그램, 변화, 환경, 활

동, 정보격차, 지원, 제안, 지도, 형성’ 등이 있다. 

해당 토픽은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

제 을 해결하고자, 이용자 모두가 정보를 활용

하는 방법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

동의 필요성에 해 논의하고 있다. T7에 출 한 

단어로는 ‘사서교사, 인식, 교사, 역할, 운 , 요구, 

업무, 과목, 수행, 딜 마’ 등으로, 해당 토픽은 학

생이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딜 마와 정보윤리와 련

한 사서교사의 역할에 해 언 하고 있다. 실제

로 T7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연구로 ‘사

서 교사의 역할 인식 분석(송기호, 2019)’와 같

이 사서교사의 역할과 윤리  문제에 한 논문

들이 이 주제에 속했다.

학교도서   사서교사를 심으로 연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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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외에도, 정보활용교육과 직 으로 연

된 토픽이 다수 나타났다. 컨  ‘정보활용교

육 구성 요소(T3)’, ‘정보활용교육 교수학습방

법(T5)’, ‘정보활용교육 필요성(T8)’, ‘정보활용

교육 효과성 검증(T9)’ 등 가장 기 인 정보

활용교육의 필요성부터 교육의 구성 요소, 교육

을 한 효과  학습 방법, 마지막으로 효과성 

검증까지 반 인 주제들이 구체 으로 나타

났다.

우선, T3은 정보활용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

에 해 다루고 있었다. 이 토픽에서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사회 으로 올바른 윤리를 지켜 

매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탐구하는 것, 학생이 

직  탐구 과제를 제안  요구하며, 실질 인 

정보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자료를 개발하는 활

동 등을 반 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T5에서는 정보 교과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정보문제 해결을 한 다양한 단계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백워드 설계 모형을 용한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의 교수설계에 한 

연구(이병기, 2011)’, ‘학교도서 의 스마트러닝 

수업 모형 개발에 한 연구(이승길, 2013)’와 

같이 실제 수업에 활용되는 교과서, 학습방법에 

한 연구들이 T5에 속했다.

T8 토픽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에 해 다

루고 있었다. 이 토픽에 해당하는 표 인 연

구로는 ‘교육격차에 따른 정보활용능력 격차 완

화를 한 학교도서  교육 서비스 사례 연구: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의 I․II 역을 심

으로(강 숙, 2018)’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는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일 수 있는지에 해 논의하고 있다. 

정보활용교육 효과성 검증과 련된 주제는 

T9로, 표 인 단어로는 ‘학습, 교육, 효과, 지

식, 도서 활용수업, 자료’ 등으로 나타났다. 해

당 토픽은 도서 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

는지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

발하는 것이, 교육 목표 달성도를 검증하는 데 

요함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주제는 정보활용능력을 향상하기 

한 교육과정과 련된 토픽(T2)이었다. T2에 

나타난 상  단어로는 ‘교육과정, 내용, 수 , 

교육, 활동, 생활, 개정’ 등이 있다. 해당 토픽은 

교육과정의 내용  수 을 학생들의 발달단계

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표 인 연구

로는 정보활용교육의 표  교과서인 ‘도서

과 정보생활’의 개정 방향을 제안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서 과 정보생활’ 교육과

정의 개정 방향에 한 연구(이병기, 2019)’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원에 련된 ‘미디어 리터러

시(T4)’, ‘정보원 이용  단(T10)’이 주된 

토픽으로 나타났다. T4에 나타난 주요 단어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모델, 능력’ 등으로, 해

당 토픽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도구 활용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과 교

육내용 개발(박주 , 강 숙, 2020)’과 같은 연

구가 이 토픽에 표 이었다. T10은 과제 수

행에 있어 정보원의 이용과 문제 해결에 한 

주제로, 개인이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찾

고, 평가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활용

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 인 연구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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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픽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결과로 나타난 토픽 간의 계와 

단어 간의 연  계를 악하기 해,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살펴

보았다(<그림 3> 참조). 동일한 토픽에 등장한 

상  20단어들을 연결하여 총 141개의 단어 노

드와 1,812개의 엣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

하 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심성(degree 

centrality)으로 여러 토픽에 등장한 단어일수

록 크게 표시되도록 하 으며, 네트워크 클러

스터링 결과로 6개의 하  그룹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 다.

<그림 3>에 나타난 단어군집을 살펴보면, 토

픽모델링에서 식별된 주요 토픽 간의 계를 

보다 가시 으로 악할 수 있다. 크게는 하단

부에 치한 공공도서   독서 로그램 

련된 주제와 우측 상단에 치한 ‘미디어 리터

러시’, ‘도서  활용수업’, ‘교과내용 개발’과 같

이 학교도서 에서의 정보활용교육 련 주제

들로 나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앞선 단어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 결과

와 유사하게, 지속 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로 

도서 에서의 사서교사의 역할이나 독서교육

<그림 3> 토픽단어 공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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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단어들이 좌측과 하단부에 큰 군집

을 이루고 있었다. 네트워크의 심부에는 정

보원 이용, 문제해결능력과 련된 단어들이 

치하여, 정보활용능력과 련된 핵심 인 역

량이 정보활용능력 반에 연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 에서의 정보활용교육에 한 주요 

주제로 가장 상단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노란

색)와, 도서  활용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

육내용 개발 련 단어들( 란색)이 요한 요

소들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장 심 인 정

보원 이용 교육 이외에도 공공도서 과 연계한 

로그램이나 독서교육, 도서  활용 수업 등 

정보활용교육에서 필수 으로 다 져야 할 요

소들과 그 요소들 간의 연  계를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5. 정보활용교육 교육내용 제안

5.1 정보활용교육 교육내용의 성격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

의 특징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해 학

습자의 특징을 고려한 임수진과 이혜원(2008)

의 연구를 참고하 다. 이 연구는 정보활용교

육 교육과정 모델의 네 가지 구성 거를 언

하며, 해당 구성 거에 기 하여 정보활용교

육 교육과정 모델의 성격과 세부 목표, 내용 

역,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이르는 반 인 교

육과정 모델 개발 체계를 조직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논의한 네 가지 구성 거에는 구성주

의  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경험으로부

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이론으로 주어

진 사회 문화  맥락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형

성해 나가는 근법이다. 따라서 특정한 문화

나 가치, 상의 에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는 여러 문화  시 이나 경험, 가치 을 반 하

여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돕는 것이 요하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갈수록 미디어를 통해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미디

어를 올바르게 활용한 탐구, 조사 활동을 진행하

여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 더욱 필요하다. 앞선 토픽모델링 결과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T4)가 등장함으로써 정보 리

터러시 교육의 요한 역으로 밝 졌기에, 정

보활용교육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련된 교

육내용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 다.

한, 정보 리터러시 련 모델들을 검토하

여 내용 , 방법  거를 설정해 내용을 제안

하 다. 오랜 시간 연구되어 온 분야인 만큼 다

양한 련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이  Big 6 

정보모형, AASL(미국 사서교사 회)과 AECT 

(미국교육공학회,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의 정보활

용능력 기 , ACRL(미국 학  연구도서

회,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의 정보활용교육 7가지 요소의 세 가

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 다. 이 모델들은 앞선 

텍스트마이닝 결과와 선행연구들에서 다수 언

된 모델들로, 내용  측면과 련해서는 Big 

6 정보모형, 방법  측면과 련하여 ACRL, 

AASL의 모델들을 활용하 다.

5.2 교육내용 파악

Eisenberg와 Berkowitz의 Big 6 정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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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보 리터러시 정의에 기반하여 정보 문제 

해결을 해 개발된, 가장 리 알려진 정보 리

터러시 모델이다. 이는 정보탐색의 반 인 

과정과 함께, 각 과정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구체 인 능력을 기술하고 있다. 한 정보의 

이용과 련해 다양한 단계의 정보 문제 해결 

과정을 간단하면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고안

되었다(임수진, 이혜원, 2008). 본 연구에서는 

Big 6 정보모형의 각 단계에 해 앞서 도출한 

토픽모델링 결과와 연계하여 정보활용교육의 

내용 요소를 다음 <표 3>과 같이 악하 다. 

이때 토픽모델링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  토

픽 네트워크로 나타난 인  토픽들을 반 하여 

구성하 다.

우선, Big 6 정보모형의 1단계 ‘정보의 필요

성 인식’에 따라 학습자는 본인의 정보과제를 

악하며 자신만의 해결과제를 설정할 수 있도

록 구성하 다. 이는 토픽 10에 출 한 텍스트 

‘인식, 단, 기 , 과제, 선택, 악, 정보원’ 등

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는 학습자가 정보과제와 련된 문제를 

직  정의하고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궁극 으로 요구되는 정보

에 해 객 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요구 

인지’ 내용 요소를 도출하 다. 

다음으로 Big 6 정보모형의 ‘정보탐색 략 

수립’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상으로 정보

의 유형과 성격에 따른 탐색 략과 기법을 활

용하는 데에 하 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는 토픽모델링 결과의 T10의 ‘과제, 선택, 악, 

신뢰’ 등과도 연결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직  정보를 활용해 도출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

택하며, 이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자료를 어떠

한 경로로 수집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보

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 다.

Big 6 정보모형의 3단계인 ‘정보의 소재 

악과 근’은 토픽모델링 결과의 ‘정보원 이용 

 단’과 련된 단계로, T8에 출 한 ‘ 근, 

경험, 실시, 환경’, T10의 ‘정보원, 이용, 단, 

기 , 선택, 악’ 등의 텍스트와 유사한 맥락으

Big 6 정보모형 단계 련 토픽  주요 연  단어 교육내용 요소

1단계. 정보의 필요성 인식
∙T8(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 - 근, 경험, 실시, 환경 등

∙T10(정보원 이용  단) - 인식, 기 , 과제, 선택, 악등
정보 요구 인지

2단계. 정보탐색 략 수립 ∙T10(정보원 이용  단) - 과제, 선택, 악, 신뢰, 수행등 정보탐색

3단계. 정보의 소재 악과 근

∙T8(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 - 근, 경험, 실시, 환경 등

∙T7(사서교사, 윤리) - 딜 마,경험, 윤리등

∙T10(정보원 이용  단) - 정보원, 이용, 단, 기 , 과제, 선택, 

악등

정보 근  

이용, 윤리

4단계. 정보의 활용

∙T3(정보활용교육 구성 요소) - 데이터, 매체, 정보활용 등

∙T4(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리터러시, 시사 , 도출, 능력, 역량, 

향상, 활용 등

정보 이용 달 

5단계. 통합 ∙T5(교수학습방법) - 용, 학습, 해결, 동, 개발, 결정 등 정보 조직 종합

6단계. 평가
∙T1(평가) - 평가, 도출, 개선, 교육 등

∙T10(정보원 이용  단) - 단, 기 , 해결, 확인 등
정보 분석 평가

<표 3> 교육내용 요소와 토픽모델링 결과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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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주어

진 정보자원 내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정보에 

주체 으로 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정

보 근’ 요소를 반 하 다. 이와 더불어, 앞선 

토픽 네트워크에서 ‘정보원 이용  단’의 근

 토픽으로 윤리와 련된 요소들이 발견되었

기에, T7에 나타난 ‘딜 마, 수행, 선택, 윤리, 역

할’ 등을 반 하여 정보 이용에 한 ‘윤리’ 내용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 다. 

‘정보의 활용’ 단계의 경우, 학습자의 독자  

학습을 통해 미디어 속 정보원과 정보를 찾고 

이용하며 활용하는 단계로, 토픽 4에 출 한 텍

스트 ‘미디어리터러시, 시사 , 도출, 능력, 역

량, 향상, 활용’ 등의 키워드들과 연결되었다. 이

를 기반으로 정보활용교육에는 학습자가 

한 탐색 략과 기법을 용해 얻은 정보를 알

맞게 활용하여 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

보 이용 달’ 내용 요소를 포함하 다. 

다음의 5단계 ‘통합’은 T5의 ‘설계, 용, 학

습, 탐구, 해결, 개발’ 등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보활용교육이 학습자가 정보

를 조직하고 종합함으로써 최종 인 정보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조직 

종합’ 내용 요소를 갖도록 하 다. 

마지막 6단계 ‘평가’ 과정은 학습자가 인쇄, 

상, 자자료 등 매체 유형에 따라 한 정

보 분석과 이해 략을 용하 는지와 련된 

부분이다. 토픽모델링 결과, T1에 ‘평가, 도출, 

개선, 교육’ 등의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반

인 정보 문제 해결 과정에 한 분석과 평가 요

소를 교육내용 요소에 포함하 다. 

특히, 토픽모델링 결과와 네트워크에서 나타

난 주제 간의 연 성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에 

평가 단계나 마지막 단계에서 부가 으로 다루

어진 정보윤리와 련된 요소들을 정보원을 이

용하는 과정 반에 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

용을 제안하 다. 

5.3 교수학습 방법

토픽모델링 결과에서도 교수학습방법에 

한 연구가 요한 연구주제임을 감안하여 수업 

운  방법에 해서도 함께 고려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ASL과 AECT의 효과  학

습을 한 9개의 정보활용능력 기 과, ACRL

의 정보 활용 교육과정을 한 요소를 바탕으

로 구체 인 정보활용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고

려하 다.

우선, 미국 AASL과 AECT(1998)에서 발

표한 학생의 효과  학습을 한 9개의 정보활

용 능력 기 은 <표 4>와 같이 3개의 범주(정

보리터러시, 독자  학습, 사회  책임)와 9개의 

기 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주 , 강 숙, 이병

기, 2021). 나아가 13개의 지표, 그리고 지표별 

3개의 숙련도 수 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학생들이 기본 으로 갖

추어야 할 능력이자 모든 교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으로써 정보리터러시의 기 을 제시

하고 있다.

다음으로 ACRL의 Instruction Section(교

육분과)에서는 효과 인 웹 기반 정보활용교육

을 개발할 때 필요한 지침 요소를 7가지로 제시

하고 있으며(정재 , 2008),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목 과 기 치를 확

고히 하기 해 목표와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

할 것. 둘째, 목표를 반 하며 선형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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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기

정보활용능력

기 1. 정보에 효율 , 효과 으로 근

기 2. 정보를 비 이고 유능하게 평가

기 3. 정보를 정확하고 창조 으로 사용

독자  학습

기 4. 개인  이익과 련된 정보 추구

기 5. 문학, 그 정보의 창조  표  감상

기 6. 정보 추구와 지식 생성에 탁월하도록 노력

사회  책임

기 7. 민주사회에서 정보의 요성 인식

기 8. 정보  정보기술에 해 도덕  행동 실천

기 9. 정보 추구  생성을 해 단체에 효과 으로 참여

<표 4> 정보활용능력 기 (박주 , 강 숙, 이병기, 2021; AASL & AECT, 1998 재인용)

학습 모두를 제공하고자 명확하게 정의된 구성 

체계를 제시할 것. 셋째,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

동을 포함할 것. 넷째, 개념을 달하는데 집

할 것. 다섯째, 동시 의 언어와 주제를 포함하

고 간단명료하게 제작하며 오락성을 추가하는

데 두려움을 갖지 말 것. 여섯째, 사서와 의사소

통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일곱째, 정보

활용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할 것. 즉 

해당 지침은 웹 기반 교육을 배경으로 하여, 정

보활용교육에 있어 필수 으로 가미되어야 할 

방법 인 내용 요소를 포함한다. 

AASL과 ACRL의 두 모델 모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학

습자의 주도 이고 능동 인 역할을 요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앞서 진행한 토픽모델링 

결과에서도 라벨링 주제로서 ‘정보활용교육 교

수학습방법(T5)’, ‘정보원 이용  단(T10)’ 

등이 있었다. 이때 각 키워드에는 T5에 해 

‘설계, 문제, 용, 과제, 매체, 탐구, 해결, 동, 

개발, 활동’ 등의 단어, T10에 해 ‘정보원, 이

용, 단, 수행, 인식, 과제, 선택, 악, 해결, 실

시, 능력, 활용’ 등의 단어가 나타나 있었다. 여

기서 T5에 나타난 단어는 학습자가 개인 혹은 

동료와 동하여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를 조

직하는 경험이 필요함을, T10에 출 한 단어는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개인이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  정보원을 이용

하는 과정이 요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이 수업에 직  참여

함으로써 학습자 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학

생들의 수업 집 도  흥미와 교육  효과를 높

이기 한 교수학습 방법을 용하고자 하 다. 

따라서 교수(instruction)에서 학습(learning)으

로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이끌어주는 구성주의 교육학의 한 부분인 ‘탐

구기반학습(inquiry-based learning)’을 정보

활용교육에 용하 다. 탐구기반학습은 탐구

의 과정과 방법을 학습 과정에 용한 것으로, 

여기서 추구하는 탐구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의문을 제기하고 일정한 차를 거쳐 

합리 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즉 탐구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지식의 습득 과정에 주체 으

로 참여하여, 논리 이며 비 인 사고와 성

찰, 자기주도  학습을 진함으로써 문제 해

결에 필요한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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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정, 류완 ,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면서도, 학습자가 주도 으로 이끌어가는 

정보활용교육에 주안 을 두었다. 특히, 도서

의 자원을 활용하는 로젝트와 탐구기반학습

을 교육에 반 하 다. 반 인 강의식 수업 

진행 후, 학생들이 본인만의 탐구 과제를 선정

하여 해당 주제에 한 한 정보원을 검색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직  찾은 정보를 

히 종합하여 과 상 등의 미디어 자료

로 제작함으로써 정보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

을 기를 수 있도록 설정하 다. 

5.4 정보활용교육 교육내용 제안 

앞선 토픽모델링 결과와 문헌정보학 분야의 

세 가지 참고 모델을 모두 종합하여 정보활용

교육 교육내용을 조직하 다.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교육과정의 체 인 내용 요소와 순서

를 쉽게 이해하도록 주차별 수업계획서의 형식

으로 작성하 으며, 한 학기를 략 16주로 간

주하여 구성하 다. 한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내용 체계에 등장하는 학습 요소  선

행연구(박주 , 강 숙, 이병기, 2021)를 바탕

으로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도출하 다. 상

기 6가지의 내용 요소부터 세부 인 수업 계획

까지 복합 으로 고려하여 나타낸 정보활용교

육의 세부 교육과정 계획서는 다음 <표 5>와 같

다. 반 인 교육내용은 기존의 선행연구  

Big 6 정보모형과 유사하지만,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련된 내

용을 강조하여 반 하 으며 정보윤리  측면

의 수업내용을 보완하도록 구성하 다.

앞서 언 했듯 T10은 개인이 정보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찾고 평가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원의 이용  문제 해결에 한 주제

이다. 이는 정보활용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근

본 인 연구주제이기에, 체 인 정보활용교

육의 흐름을 학생이 직  정보원을 이용하고 

단하며 활용함으로써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

다. 

Big 6 정보모형과 해당 내용 요소를 매칭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순서를 재구성하

다. 가장 먼  ‘정보의 필요성 인식 단계(Big 

6, 1단계)’에 맞춰 정보과제 해결이 필요한 상

황을 설정한 뒤 본인만의 정보탐색 과제를 선

정할 수 있도록 ‘정보 요구 인지’ 내용 요소를 

습득한다. 후에 ‘정보탐색 략 수립 단계(Big 

6, 2단계)’에 정보탐색 략과 미디어 탐색에 

해 다루도록 하 다. ‘정보의 소재 악과 

근 단계(Big 6, 3단계)’에서는 앞서 설정한 정

보탐색 략을 토 로 실제 미디어를 탐색하며, 

올바른 정보 단 기 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

원과 미디어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합한 

정보를 선별하도록 ‘정보 근’ 내용 요소를 포

함하 다. 한, 정보를 이용할 때 반드시 지켜

야만 하는 정보윤리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맞은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정보윤리’와 련

된 내용 요소를 추가하 다. 나아가 ‘정보의 활

용 단계(Big 6, 4단계)’에 있어 미디어로부터 

선별한 정보원을 목 에 맞게 분류, 비교, 분석 

 조직화해 추출함으로써 정보를 체계 으로 

달하기 한 기반을 다지고자 ‘정보 이용 

달’ 내용 요소를 습득하도록 구성하 다. 이후 

‘통합 단계(Big 6, 5단계)’에서 조직화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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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6 연 토픽 수업내용 학습 요소 교육방법

-
T2

(교육과정)
수업 안내 수업 방식 소개  동기부여 ACRL 1

-
T4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이해

정보사회, 미디어 이해  정보 이용 행태
미디어 환경(정보활동을 통한 참여)
정보활용능력의 개념과 필요성

AASL 7

-
T6

(독서 로그램)
도서  이해

학교도서 의 기능(메이커스페이스 등의 공간  기능)
자료 분류법(KDC)
도서 의 정보서비스(독서 로그램 등)
학교도서  이용 방법

ACRL 6

-
T9

(정보활용교육 효과성 검증)
정보탐색 이해 미디어의 유형별 정보탐색 방법(인쇄자료, 상자료, 자자료) ACRL 4

1
T10

(정보원 이용  단)
탐구 과제 선정

정보과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 이해
나만의 정보탐색과제 선정(미디어를 활용한 진로 탐색 등)

AASL 4

2
T8

(정보활용교육 필요성)
정보탐색

정보탐색 략 설정
미디어 탐색의 실제(좋은 정보 찾아내기)

AASL 1

3
T7

(사서교사, 윤리)
정보 합성 선별

정보 단 기
과제에 합한 미디어 선별(가짜 정보 가려내기)

AASL 2

3 T7
(사서교사, 윤리)

정보윤리

정보의 공정한 이용( 작권, 표 )
지  자유  정보공유(정보 이용 )
CCL 활용 등의 개념 이해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AASL 8

4
T4

(미디어 리터러시)
필요 정보 추출 정보 추출(요약, 캡처, 다운로드, 분류, 비교분석 등)

5
T5

(정보활용교육 교수학습방법)
정보 종합

내용 유형별 정리 방법
각주  참고문헌 등의 표기 방법

5
T5

(정보활용교육 교수학습방법)
정보 표  개요

지식 생산의 목 과 필요성
정보를 연결해 내 생각 표 하기(분류로 범주화, 개요로 순서화)

AASL 6

5
T3

(정보활용교육 구성 요소)
로 표 정보 달을 한 쓰기(보고서 등의 방법 활용) AASL 5

5
T3

(정보활용교육 구성 요소)
미디어로 표

시각  정보 표 의 의의와 효과
미디어를 활용해 내 생각 표 하기(이모티콘, 인포그래픽 등 활용)

AASL 3

5
T3

(정보활용교육 구성 요소)
디지털 자료 제작 PPT, UCC 등을 사용해 탐구 과제에 한 최종 결과물 제작 ACRL 5

6
T1

(평가)
정보 평가

정보 활용 평가의 의의
탐구 과제 해결 과정  결과 평가

-
T2

(교육과정)
수업 마무리 정보활용 교육 마무리, 소감 나눔 ACRL 3

<표 5> 정보활용교육 내용 제안

를 알맞게 종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 하는 

과정을 해 ‘정보 조직 종합’ 내용 요소를 학습

하며, ‘평가 단계(Big 6, 6단계)’에 있어 학습자 

스스로 체 인 정보 활용 과정에 한 평가

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 분석 평가’ 내용 요

소를 용하 다. 

6가지 내용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보활

용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도 가장 요하

게 고려한 은 ‘정보윤리’이다. 기존의 정보활

용교육을 살펴보았을 때,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에서는 정보를 공정하게 이용하기 한 

작권과 표 에 한 이해, 지  자유와 정보

공유에 한 정보윤리의 내용이 가장 마지막 

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시



16  정보 리학회지 제39권 제4호 2022

에 들어서며 정보윤리 실천의 요성이 두

되고 있으며 앞선 토픽모델링 결과에서도 ‘윤

리, 역할, 딜 마, 선택’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

던 을 고려하 을 때, 정보활용교육이 이루

어지는 과정 내에서 정보윤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픽 네트워크에

서 ‘정보 이용’과 ‘정보윤리’ 요소가 연 성 있

게 나타났다는 을 반 하여, 정보를 이용하

는 과정에서 정보윤리에 해 학습하도록 하

다. 이는 정보를 활용해 탐구 과제를 수행한 후 

정보윤리를 학습하는 기존 정보활용교육을 수

정 보완한 것으로, 정보윤리에 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학생으로 하여  직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

에서 정보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서 의의가 있다. 

한편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된 정보활용

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과 으로 달할 

것인지에 한 교수학습 방법도 함께 고려하

다. 이에 학생들의 능동 인 수업 참여를 독려

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보 요구 과제에 해 

추출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직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학생 

심의 ‘탐구학습’ 방법을 교육과정에 용하 다. 

이때 AASL과 ACRL의 각 모델을 참고하 는

데, 체 인 교육내용 안에서 해당 모델들이 

제시하는 기 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ACRL의 첫 번째 기

(목표와 결과의 명확한 설명)에 맞춰 학생은 

체 인 수업내용에 해 안내받음으로써 수

업의 목표와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며, AASL

의 일곱 번째 기 (정보의 요성 인식)에 맞

춰 미디어 환경  민주사회에서 정보의 요

성을 인식하도록 구성하 다. 한 도서 에 

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서와 의사소통 함으

로써 ACRL의 여섯 번째 기 (사서와의 소통)

을 수행하도록 구성하 다. 다음으로 ACRL의 

네 번째 기 (개념 달)에 따라 학생들이 직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등의 개념을 습득하

며, 이와 더불어 개인의 이익과 련된 정보를 

직  추구하기 한 학습자만의 탐색과제를 설

정하도록 하 다(AASL 네 번째 기 ). 이처

럼 개념 주의 학습이 진행된 후, 본격 인 탐

구 활동 수행에 앞서 AASL의 여덟 번째 기

인 ‘도덕  행동 실천’ 거에 따라 정보 탐구 

과정  도덕  행동을 실천하기 한 정보윤

리 교육이 진행되도록 구성하 다. 탐구학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정보윤리를 바탕으로 

AASL의 첫 번째 기 (정보에 한 효과  

근)에 맞춰 좋은 정보를 찾아내며, AASL의 

두 번째 기 인 정보의 ‘창조  사용과 독자  

학습’에 따라 정보를 비 이고 유능하게 평

가함으로써 과제에 합한 미디어를 선별한다. 

이후 유형별로 정리가 된 정보들을 연결해 본

인의 생각을 표 함으로써 ‘정보 추구와 지식 

생성’이라는 AASL의 여섯 번째 기 을 수행한

다. 이때 학습자 스스로 본인의 생각을 표 하

는 것에 있어 을 쓰거나, 미디어를 활용하거

나, PPT 혹은 UCC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AASL의 다섯 번째 기

인 ‘창조  표  감상’, AASL의 세 번째 기

인 ‘정보의 창조  사용과 독자  학습’, ACRL

의 다섯 번째 기 인 ‘동시  언어 사용과 주제

를 포함한 제작’을 수행한다. 이후 ACRL의 세 

번째 기 인 ‘상호작용’에 따라 과제를 해결하

는 과정과 결과에 해 평가하고 동료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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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 다. 

이로써 학생들이 탐구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  정보활용교육 기 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체 인 정보활용교육의 내용을 구

성하 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활

용교육  정보리터러시에 한 다양한 국내 연

구를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반 인 

연구주제들을 살펴보고, 정보활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안하고자 하 다. 정보활

용교육 련 연구들의 주제를 악하기 해 문

헌정보학 주요 4개 학회지를 심으로 ‘정보활

용교육’과 ‘정보리터러시’를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수집하 으며, 이를 통해 ‘학교도서

의 독서교육, 교육과정, 정보활용교육 구성 요

소,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활용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독서 로그램, 사서교사, 정보활용교육 필

요성, 정보활용교육 효과성 검증, 정보원 이용 

 단’이라는 주요 주제를 악하 다. 이후 

식별된 토픽을 바탕으로 Big 6, AASL, ACRL 

모형을 고려한 정보활용교육 내용을 제안하

다. 특히, ‘정보이용  단’ 요소와 ‘정보윤리’ 

요소의 연 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과

정에서 정보윤리와 련된 내용을 함께 학습하

도록 교육내용을 제안하 다.

다만, 분석 상을 학교도서 의 정보활용교

육으로 제한하 기 때문에 토픽모델링에 사용

된 연구 논문의 수가 다소 고, 해외의 최신 연

구 동향 등을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을 포함한 포 인 연구주

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교육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에서 연

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에는 제안 에 따른 

정보활용교육이 반 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졌

으며, 학생 개개인이 얼마나 성장하 는지, 나아

가 어떤 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의 실증 인 

연구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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