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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논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을 한 정보이용에 

한 주요 연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자연스런 정보이용의 

패턴을 종합 으로 제시하고자 하 다. 어린이와 청소년

들이 직  연구에 참여한 장 심의 연구들을 통해서 어

린이와 청소년들의 정보이용은 정보문제의 성격, 근도

구의 질  수 , 근 도구와 정보 문제에 한 어린이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지  능력 간

에 한 계가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 다. 본 논문이 

연구자들에게는 후속연구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실무

자들에게는 학습을 한 효과 인 정보이용의 환경 설계

와 서비스 기획에 근거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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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dentifies some natural habits and patterns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information seeking and 

use by drawing a wide range of studies conducted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as study participants. The 

patterns reported here indicate that children's and 

adolescents' information seeking and use are affected by 

the nature of information tasks, the qualities of access 

tools, their cognitive ability to seek and use information, 

and their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e 

tasks and topics given. The findings should provide 

insights for identifying future research issues as well as 

for programming the information environments partic- 

ularly conducive to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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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변하는 정보 환경에서 효과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보이용자들의 

제반 활동을 늘 주의 깊게 찰하여야한다. 성장기에 인

쇄물 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하면서 자란 기존의 성인 세 와 인쇄물은 물론 온라인

을 통해서도 손쉽게 다양한 형태, 주제, 그리고 품질의 

정보를 하면서 자란 인터넷 세 인 오늘 날의 어린이

와 청소년들은 정보이용에 있어 근본 인 차이가 있다. 

Prensky의 유명한 용어, 디지털 이민자와(Digital immi- 

grants) 디지털원어민은(Digital natives) 이 두 집단의 

성격을 용어 자체로써 명확히 달한다(2001). 이 두 집

단은 정보이용에 있어 다른 을 보이는데 서로 다른 읽

기 방식이 하나의 이다. 즉, 인터넷에서 기인된 읽기 

습 은 효율성과 즉시성을 우선으로 정보를 단지 해독

하는 수 으로만 읽는 경향이 있으며 종이책을 읽을 때

처럼 깊게 정독하는 복잡한 사고를 하는 읽기 방식은 

취하질 않는다고 한다(Wolf 2008). 이는 빠르게 훑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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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읽기 습 이 몸에 배어 있는 인터넷 세 인 어린이 

청소년의 정보이용 습 의 단면을 보여 다. 

본고는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의 직 인 연구 참여

를 통하여 밝 진 이들의 정보 이용에 한 연구들을 분

석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주제 분야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수가 매우 고 각각의 연구가 상으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연령, 정보이용의 환경, 정보이용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에 한 연구결과들이 체계 인 이론을 쌓아가지 못하고 

편 이라는 비 이 있다(Tanni & Sommunen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환경별, 그리고 상황별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연스런 정보이용 습 에 

한 종합 인 이해는 필수 이다. 이러한 이해가 어린이

와 청소년 정보이용 분야의 지식 체계화를 한 발 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며 구체 으로는 이들이 일상생활

에서 품는 지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한 효과 인 

정보 환경을 설계하기 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 문헌정보학계에서 생산된 

연구를 비 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서비스 

장 용을 해서도, 앞으로의 후속연구의 방향제시를 

해서도 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시리즈 형식의 두 편의 논문을 계획한 가운데 

그 첫째에 해당하며 특히 학습을 한 어린이와 청소년

의 정보이용 연구들을 통해서 밝 진 어린이와 청소년

의 정보이용의 습 과 패턴을 종합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고에서는 아래의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린이: 약 12세 이 의 학령 어린이를 지칭한다. 

이 연령군은 유치원생과 등학생 집단을 포함한다.

∙청소년: 12세 이후로부터 약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일컫는다. 이 연령군은 학생과 고등학생 연령군 

집단을 포함한다. 

∙정보 이용: 정보문제를 인식하여 목 의식을 가지

고 정보를 근, 검색, 기록, 그리고 이용을 하는 포

인 과정이라고 의미한다.

3. 학습을 한 정보이용 환경

학습을 한 정보이용은 학교 교육 시스템이라는 환

경과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론의 지배를 받

는다. 국내에서는 정부산하 교육인 자원부의 주도 하에 

2002년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방안"이 수립, 추진되면

서 2007년도까지 물리 인 학교도서 의 형태를 갖추도

록 하는 환경 인 요소에 집 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이

루어내었다. 이후 도서  소장 정보자료를 통해 이루어

지는 독서지도, 정보교육과 도서  활용수업에 한 

심 한 이 에 비하여 증 되었다. 그러나 체 인 교

육시스템 내에서의 학교도서  기능에 한 근본 인 

인식 부족, 한 련 교육정책 부재, 그리고 학교도서

을 극 활용하는 교육방법론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학

교 교과과정과 통합된 정보이용을 통한 학습방식은 일

반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습을 한 정

보이용 교육은 주로 독서지도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데 학교도서  로그램에 한 학내 구성원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교과목과 연계하여 이루

어지기 어려운 이 있다. 

미국의 경우, 문헌정보학계에서 생산된 지침에 의한 

정보이용 교육이 국내에 비하여 체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학교도서 회에서는(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es, 이하 AASL) 미국교육공학 회와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이하 AECT) 공동으로 1998년 “정보의 힘

(Information Power)”라는 학교도서 로그램 운 을 

한 국 인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면서 핵심 부분으

로서 학습을 한 정보리터러시의 기 을(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student learning) 발표하 다. 이 

출 물은 인터넷을 통한 웹정보원의 근과 이용이 막 

화되는 시 에서 미국 내 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그리고 국 등 미권 국가들의 학교도서  로그램

을 한 요한 문서자료가 되었다. 이 문서자료는 교과

과정과 통합되어 수행되어야하는 정보이용교육에 한 

기술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후 학교도서  로그램

의 내실화에 공헌했다. 한 No Child Left Behind 법안

의(2002) 향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해 학교도서

의 물리 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서교사를 포함한 교

사의 계속교육에도 막 한 투자를 함으로써 학습의 질

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보다 최근에는 미국학교

도서 회 주 으로 보다 엡데이트된 “21세기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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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기 "이(Standards for 21st Learners, AASL, 

2008) 발표되어 오늘날의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 을 바탕으로 

도서  장에서는 학습을 한 정보이용에 한 교육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장에서 용하도

록 도움을  수 있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의 출 을 기

하고 있다. 

학습을 한 정보이용에 한 가이드라인이 미 권

에서 무리 없이 교육 장에 용이 될 수 있는 기 에

는 정보이용이 학습을 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일반

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이용이 요구되는 학습

은 바로 “연구(research)"라는 개념의 직 인 용이

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라는 개념은 고등교육

기 인 학이나 연구기 에서 학문분야의 새로운 지식

을 생산하기 한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방법론 인 단

계들을 ― 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해석 -- 모두 통칭

하여 의미한다. 하지만, 미권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더

하여 보다 일반 인 의미의 연구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일반 인 의미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

한다는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에 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그 주제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평가, 그리고 종합하는 과

정을 뜻한다. 때문에 정보이용은 학습을 해서 꼭 요구

되는 과정이며 의무교육을 받는 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까지 모두 “연구"가 요구되는 학습을 하는 것이 일반

이다. 

 4. 어린이와 청소년 정보이용을 보는 
이론  모형에 한 연구

정보이용과정과 학습과정은 서로 아주 한 련이 

있으며(Todd 1995; Chung & Neuman 2007) 성공 인 

정보이용을 해서는 성공  학습을 한 세 가지 조건

이 -- 즉 학습자의 의지,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학습정보, 그리고 련 선행지식 -- 갖추어

져야 한다(Mayer 1999). 특히 첫 번째 조건인 학습자의 

의지는 정보이용자 자신이 갖추어야 하는, 즉 타자가 강

요할 수 없는 조건이고, 다른 두 가지는 서비스 제공자

의 노력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

연스런 정보이용 과정을 모형화하는 작업은 학습자 이

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의지를 키워주기 한 방

법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이며 필수 인 과정

이라 말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 과정의 모형화 작업의 큰 

획을 그은 연구는 Kuhthau의 정보검색모형(Information 

Search Process, ISP)(Kuhlthau 1991)이다. 이 모형은 

구성주의 이론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보검색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계속 인 후속연구의 검증을 통하여 

일반 이용자군들에게도 용이 가능한지가 확인된 모형

이다. 정보검색과정은 <표 1>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과제

시작, 주제선정, 탐색, 형성, 정보수집, 발표, 평가의 

6단계로 확인이 되었다. 이 모형의 개발되기 이 까지

만 해도 부분의 정보이용 연구들이 인지  활동에만 

을 두었으나 이 모형을 통해서 정보이용과정에 감

정 인 변화도 함께 고려된 은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라 말할 수 있다. 개발된지 17년 지나 최근에 이루어진 

재분석은 이 모형이 디지털 정보환경 이용자들에게도 

용된다는 것을 증명하 다(Kuhlthau et al. 2008). 

그럼에도 이 모형의 한계 은 분명히 있다. 다수의 정

보원을 종합하고 소화하여 표 할 수 있는 인지단계의 

사고능력을 가진 연령 인 고등학생들과 성인들에만 

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 로 본 연구자의 

최근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고등학생들은 기본

인 읽기능력과 정보이용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Kuhlthau

의 모형에 있어 요시되는 자신만의 형성에 어려

과제시작
(initiation)

주제선정
(selection)

탐 색
(exploration)

형성
(formulation) 

정보수집
(collection)

발 표
(presentation)

감정 불확실성 낙 혼란/좌 감/의구심 명확 자신감/방향성 만족/불만족

사고
      모호함------------------------------------------> 잡힘
                                              --------------------------------------> 흥미증가

행동
련정보를 추구함 ----------------------------------------------------> 타당하고 한 정보추구함   

탐색함---------------------------------------------------------------> 기록함

<표 1> 정보검색과정 모형(Kuhlthau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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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ross의 부여된 문제(1995)

움을 보 으며, 기에 가지는 불확실성이 낙 과 자신

감으로 진행하지 못하 고, 이에 기인한 계속되는 좌 감

으로 인해 과제완성의 의지와 완성여부에 한 향을 미

쳤다는 사실을 밝 냈다. 더하여 Kuhthau의 모형은 인지

능력이 발달단계에 있는 등학생 어린이들에게도 용

될 수 없는 모형임이 제되어 있다. 특히, Piaget의 발달 

심리 이론에(Bjorkund 2005) 따르면 등학교 학년생 

어린이들은 Kuhlthau의 모형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고 그 내용을 체계 으로 소화

하기에는 인지 으로 무리가 따른다. 

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연령군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

들은 교사, 학부모, 친구들 등의 타인에 의하여 그 정보

문제가 부여되기도 하고 본인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문

제를 가지고 정보이용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라는 환경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흔히 교사로부터 -- “부여된 문제"(Gross 1999; 그림 1 

참조)를 가지고 수행하는 정보 이용 상이 일반 이라

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보이용이 

다른 이용자 집단의 정보이용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

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등 도서

 장에서 부여된 과제를 해 정보 이용을 하는 어린

이 청소년들의 상을 찰하고 증명한 Gross는 이러한 

“부여된 문제(Imposed query)"를 한 정보이용은 그 

정보문제의 부여자와 과제를 수행하는 행 자 사이의 

소통의 문제이며, 이들의 소통 능력에 따라 의미의 구성

이 달라진다고 한다. Gross에 의하면 “부여된 과제"수행

을 한 정보이용과정은 여섯 단계로 나뉜다: 시작되어

(initiated), 달되고(transferred), 해석되어(integrated), 

조정되고 (negotiated), 처리되어(processed), 마지막으

로 평가되는 (evaluated) 과정을 거친다. 특히 학교라는 

환경은 자발성보다는 부여된 학습을 요구하는 특성 때

문에 부여된 문제에 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극 인 

임하는 마음가짐이 학습을 해 요하며, 부여된 문제

가 주어지는 배경에 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5. 정보문제의 구분에 한 연구

정보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잣 로서 구분할 수 있다. 

에 언 된 내용과 같이 정보 문제의 본질에 한 고

찰을 통하여 부여된 문제와 자생 으로 제기된 문제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Gross 1995, 1999; Bilal 2002). 

Gross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Bilal의 정보 문제 택사

노미는 정보문제를 분류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문제의 종류에 따라 열린 문제(Open-ended)와 닫힌 

문제(Close-ended)로 나 고, 성격에 따라 복잡한 문제

와 단순한 문제로 나 고, 주어진 방식에 따라 부여된 

문제, 부분 으로 부여된 문제, 그리고 자발 인 문제로 

나 다. 

한 사실정보문제와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정보연

구문제에(즉, 열린문제) 따른 구분이 있다(Bilal 2000, 

2001, 2002; Schacter et al. 1998). Schacter 외(1998)는 

등학교 5학년과 6학년생들이 웹정보원을 이용할 때 

특정 사실정보를 검색하는 정보문제보다 범 한 주제 

연구를 한 정보 문제에 더 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밝

냈다. 반면에 사실정보문제, 연구문제, 그리고 학습자가 

제기한 정보문제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정보문제에 한 

검색 과정과 문제해결에 한 연구에서 학교 1학년 학

생들은 연구문제를 한 검색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었

으나 막상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사실정보문제보다 연구

문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다(Bilal 

2000, 2001, 2002). 등학생들의 경우, 검색어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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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제와 검색어가 주어지지 않은 정보문제에 한 

정보검색의 성공률에서 차이를 보 으며 검색어가 주어

진 문제에서 월등히 높은 성공률을 보 다(Hirsh 1994). 

한 검색어의 복잡성에 따라 등학교 6학년생들의 검

색 속도가 달랐다(Large et al. 1994).

자발 으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열린 문제의 경우, 

청소년들은 검색되는 정보의 감당 정도에 따라 주제를 

쉽게 바꾸는 모습도 찰되었다(Bilal 2002; Chung & 

Neuman 2007). 따라서 웹기반 정보원을 이용하는 경우 

사실정보를 찾는 닫힌 문제보다는 열린 문제가 더 합

하다는 추측도 도출되었다(Chung & Neuman 2007). 

6. 정보원에 따른 정보검색과 
        이용에 한 연구

웹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단연 인기 있는 정보원이

다(Chung & Neuman 2007; Fidel 1999; Hirsh 1999; 

Madden et al. 2007; Shenton 2007a; Williamson et al. 

2007; Watson 1998).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주 비  

시각으로 정보원들을 선택하고 이용하지만 이용하기 시

작한 정보원들은 습 처럼 계속 이용한다"는 Shenton의 

추론은(2007b) 정보를 찾기 해 습 처럼 웹을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의 한 모습을 보여 다. 하

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늘 이용하는 정보원으로서 

무나 많은 부 합 문헌이 존재하는 웹 정보원의 검색 비

효율성에 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명확한 

목 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정보이용에 방해하는 요인

이 되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Shenton & Dixon 2003). 

그러나, 웹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이용이 일반 이고 습

인 것에 반하여 학습을 하여 Google과 같은 일반 

검색엔진보다 사서나 사서교사가 웹상에서 구축한 가상

도서 을( 는 웹 디 토리를) 더욱 신뢰하고 있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Valenza 2007). 더군다나 웹자료와 

도서자료를 비교하여 평가할 때 도서자료가 더 “믿을만

"하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Williamson et al. 2007).

도서자료와 멀티미디어자료의 정보이용에 있어 차이

를 보인다는 사실 한 주목을 끈다. 학생들이 도서자

료를 이용할 때는 정보추출행 가 주를 이룬 반면 멀티

미디어자료를 이용할 때는 라우징 행 가 주를 이루

었다. 한 도서자료를 이용할 경우, 문자부분과 비문자

부분의 내용이 고루 근되었으나 멀티미디어자료의 경

우에는 비문자부분의 내용이 문자부분의 내용보다 더 

많이 근되었다(Small & Ferriera, 1994). 

멀티미디어정보와 문자정보가 섞여서 제공되는 웹정

보원들을 이용할 때는 라우징 검색이 키워드 검색에 

비하여 선호되었다(Hirsh 1999; Large et al. 1999; 

Fidel et al. 1999). 웹을 “정보의 백화 "라고 비유하며 

정보 항해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랜드마크격인 웹사

이트를 정해놓는 것 한 자주 확인되는 정보이용의 모

습이었다(Fidel et al. 1999). 

흥미로운 은 Shenton이(2007b) 지 한 로, 정보

원들이 제공하는 검색 옵션은  다양해지고 복잡해

지면서 개개인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반해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주 기본 인 기능만

을 사용하고 검색어를 단순화하여 검색한다는 것이다. 

개개 정보원의 특성을 따로 살필 여유를 가지지 않고 

보이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그  집어 넣고 클릭하는 단

순한 검색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밝 진 정보이용행태이

다(Chung & Neuman 2007; Jackson & Banwell 2005).

정보문제 설계의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

자들은 정보원들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원들과 

그에 따른 정보이용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구

체 인 정보문제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Bowler et al. 2001; Large & Beheshti 2000; Neuman 

2001; Watson 1998). 

7. 인지  측면에서의 정보이용에 한 연구

인지  측면에서의 정보이용 분석은 늘 도 을 받는

다.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이 학문의 발 을 빠르게 이루

어내고 있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뇌와 인지작용

에 하여 일부 설명을 해 주고 있으나, 사실 사고라는 

것은 표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에서 연구

를 통해 사고의 과정과 단면들을 정확히 짚어내기에는 

방법론 인 한계가 있다. 

정보이용에 있어 보다 근본 인 문제는 정보 이용과

정 자체가 이용자에게 모순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다. 

다시 말해, 미지의 정보를 찾고자하는 이용자는 그 미지

의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성공시

키기 해서 그 미지의 정보에 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

해야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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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에 한 검색을 해서는 “월드컵"이라는 단어

를 알아야 하며 “월드컵"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해서 “4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축구경기"라고 검색을 해야 한다

면 정확히 “월드컵"에 한 검색결과가 나오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정보이용의 상황은 성인들조차 당황스럽게 

만든다. 더욱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인지능력의 

발달 과정 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 인 정보 이용을 

한 읽기능력, 그리고 주제 련 지식과 경험도 다. 

따라서 성인들보다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은 당연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습 과 패턴을 확인하

기 해서 이들의 인지 모형(Mental Models)을 탐구하

여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인지모형은 개개인의 정보이

용과정에서 직 , 간 으로, 그리고 지속 으로 향을 

미치거나 표 된 특성들의 집합이며(Tanni & Somunen 

2008), 정보 이용자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 심 틀이 된

다. 인지  측면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보이용활동을 

진단한 주요 연구들의 결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1 선행지식과 경험 

선행지식과 경험의 유무는 정보이용에 분명히 향을 

다. 정보이용 과정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서는 정보추구와 이용, 생애기술, 그리고 결과물 생

산이라는 학습 구성기반 요소들이 요하며 이러한 요

소들을 활용하는 선행지식과 경험이 큰 향을 미친다 

(Pitts 1995). 한 검색시 주제에 한 선행지식이 있을 

경우 련 합정보를 성공 으로 검색할 수 있는 확률

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irsh 1994; Hultgren & 

Limberg 2003). 흥미로운 은 청소년들이 선행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심 주제에 한 정보검색에서는 자신

감을 보 으나 선행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

터 주어진 정보문제에 해서는 불확신성과 무능력을 

느 다는 것이다(Hultgren & Limberg 2003). 

 

7.2 정보이용 과정  발견되는 인지활동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이용의 특징은 상호성과 우연

성이다(Chung & Neuman 2007). 상호성은 정보원과의 

계속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제에 한 지식을 체계

화하는 정보이용의 특징을 일컬으며 우연성은 꼭 찾는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연 으로 발견되고 주제에 

련짓게 되는 정보이용의 특징이다. 특히 우연성의 개

념은 공통 으로 웹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수많은 정보들 속의 “우연성 있는 정보발견" 상과도 

일맥상통한다(Erdelez 2000). 

상호성과 우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이용 과정을 

통해 가장 많이 발견된 지식 구조의 변화는 덧붙이기, 

삽입하기, 그리고 지우기 다(정진수 2003; Todd 1999, 

2006). 한 아이디어의 분석 인 변화 등은 -- 를 들

어, 의의 개념으로 변화, 의의 개념으로 변화, 그리

고 복합  개념으로 변화 -- 정보이용과정 에서도 

반부에서부터 정보검색과 수집의 단계까지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만들어나가는 에 주로 발생하 다(정진수 

2003). 더하여, 체 정보이용과정에서 가장 단순한 사

고능력인 기억해내기 부터 고 사고능력 단계인 창의

인 종합  사고까지 모두 골고루 사용되었다는 연구결

과는 정보이용이 다양한 인지활동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증거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고 사고능력 활

동은 보조 인 학습도구들에 의해서 진되어졌다는 

에서 보조 인 학습도구의 극 인 활용이 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정진수 2003).

검색하는 정보원이 기반으로 하는 지식구조나 용어들

은 이용자들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개념구조와 용어들

과 근본 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근

본 인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Solomon 1993; Neuman 

1993). 통제  정보환경인 온라인 도서  목록검색 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검색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

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존의 정보원들은 개개인의 

인지구조와 개념용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동떨어진 지

식 구조와 용어들을 -- 를 들면, 듀이십진분류법 는 

한국십진분류법과 유강목에 쓰여진 용어들 -- 사용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자의 용어 는 정보 문가의 용

어를 추측하여 검색하도록 유도하며 이에 실패한 어린

이와 청소년들은 계속 인 추측을 통해 근을 하거나 

아  포기를 한다. Bilal과 Wang(2005)에 따르면, 어린

이와 청소년 상의 웹 디 토리인 Yahooligans!의(

문  야후 꾸러기) 디 토리 상의 구조와 용어들과 어린

이 청소년들의 인지구조와 용어들을 비교하 을 때 구

체 인 개념을 다룬 구조와 용어들은 일치하 으나 추

상 인 개념을 다룬 용어들과 구조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지  어려움은 어린이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한다. 특히 추상 인 개념

을 검색할 때에 개념도 그리기를 통해 검색 에 본인의 

정보요구에 구체 으로 생각하고 표 할 시간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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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청소년들은 검색시간을 단축하 고, 다양한 검색

어를 사용하 고, 한 더욱 깊이 있는 검색이나 범

한 검색을 할 수 있었다(Gordon 2000). 

7.3 정보이용의 결과물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인지활동

학습을 한 정보이용은 목 이 분명하다. 하지만 청

소년들은 성공 인 학습을 하여 정보이용과정에 진정

한 의미를 두지 않고 결과물 만들기 자체에 의미를 둔다 

(McGregor 1993). 즉, 정보이용의 목 이 과정  학습

이 아니라 단지 학습과제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따로 강조를 하지 않으면 정보원으로부터 내용을 그 로 

복사하여 옮겨 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McGregor 

& Streitenberger 1998). 정보원에 있는 내용을 그 로 

복사하는 과정에는 사고활동이  요구되지 않기 때

문에 옮겨 는 일은 학습을 한 정보이용이 될 수 없

다. 더욱이 이는 윤리 인 문제까지 야기하므로 바람직

하지 않다. 

학습을 해서 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결과물을 해 한 정보를 검색하여 효

과 으로 조직하여 발표하는 것 한 종합  사고 능력

을 키우기 해 강조가 된다. 특히 정보를 짜임새 있게 

조직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일은 정보 이용을 통한 학습

의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과정이 된다(Neuman 

2001; 정진수 2003; Chung & Neuman 2007). 한 가지 

로서 결과물의 틀을 템 릿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

은 정보이용을 통한 종합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한 고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한 보조 인 학

습 도구의 역할도 한다(정진수 2003).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습

을 한 정보이용도 마찬가지로 웹정보원들에 더욱 의존

하게 되었다. 하지만 복사와 붙이기가(copy-and-paste) 

용이한 웹 정보원을 이용할 때 노트 만드는 작업에서부

터 결과물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표 의 문제는 심각하

다고 Williamson 외(2007)는 보고한다. 학생들은 도서

자료 보다는 특히 웹 정보원으로부터 더욱 많이 표 을 

하 으며 표 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과물의 분량 

 최소 50%분량 이상의 정보를 표 하 다고 보고한다.

이제까지 연구들은 정보이용의 결과물을 -- 주로 

쓰기-- 만들기 한 작업과정구명에 소홀한 경향이 확

인되었다(Tanni & Sormunen 2008). 한, 결과물은 직

으로 학업성 과도 깊은 연 이 있기 때문에 정보이

용과 학습결과와의 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

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Hultegren & Limberg 

2003). 

8. 결론  제언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한 장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은 정보문제의 성격, 

근도구의 질  수 , 근 도구와 정보 문제에 한 

어린이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

지  활동 능력과 서로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습을 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은 매우 복잡

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고에서 고찰된 연구결과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Kuhlthau은(1991; 2008)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

용을 인지 , 감정 , 그리고 행동  시각에서 분석하

여 시작, 주제선정, 탐색, 형성, 정보수집, 그리고 

발표의 여섯 단계를 거친다는 모형을 개발하 다. 하

지만 이 모형은 등학교 학년 어린이들과 학습 성

취가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용되지 못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 문제의 본질에 집 하여 “부

여된 정보문제"(Gross 1995, 1999)의 상이 악되었

다. 즉, 학습을 한 정보이용 활동에서는 어린이 청소

년들의 자발 인 문제보다는 타인에 의해 부여된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부여

자, 정보이용 행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소

통과 환경에 한 이해가 요함이 확인되었다. 

∙정보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잣 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 , Gross(1995, 1999)의 구분과 같이, 부여된 문제

와 자발 인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만들어진 Bilal의 정

보문제의 택사노미는(2002) 정보문제 분석의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문제의 종류에 따라 열린 문제와 닫힌 

문제로 나 고, 성격에 따라 복잡한 문제와 단순한 문

제로 나 고, 주어진 방식에 따라 부여된 문제, 부분

으로 부여된 문제, 그리고 자발 인 문제로 나 다.

∙효과 인 정보이용을 해서 정보문제는 정보원과 이

용자의 능력에 따라 히 설계되어 주어져야 한다

(e.g., Bilal 2000, 2001, 2002; Chung & Ne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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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Hirsh 1994; Large et al. 1994; Schacter et al. 

1998).

∙정보검색과 이용의 패턴은 정보원에 따라 그리고 정

보의 형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Bowler et al. 

2001; Chung & Neuman 2007; Fidel 1999; Hirsh 

1999; Jackson & Banwell 2005; Large et al. 1999; 

Large & Beheshti 2000; Madden et al. 2007; 

Neuman 2001; Shenton 2007a; Shenton 2007b; 

Shenton & Dixon 2003; Williamson et al. 2007; 

Watson 1998). 

∙정보이용 과정  의사결정의 원인을 인지모형으로부

터 도출하여 살펴본 결과, 다양한 학습 요소들에 필요

한 선행지식과 경험이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밝 졌다

(Hirsh 1994; Hultgren & Limberg 2003; Pitts 1995). 

∙정보문제의 주제에 한 학습을 하는 정보이용 과정

에서 상호성과 우연성은 주요 특징이 되었다(Chung 

& Neuman 2007; Erdelez 2000). 

∙정보이용은 낮은 사고력단계의 인지활동 뿐만 아니라 

고 사고력단계의 인지활동까지 다양한 인지활동을 

필요로 한다. 지식구조 상의 변화로는 주로 덧붙이기, 

삽입하기, 지우기 등의 단순 구조 변화를 보 다(정진

수 2003; Todd 1999, 2006).

∙정보이용의 보다 근본 인 문제는 정보원의 지식구조와 

용어들 그리고 이용자의 인지구조와 용어들의 개념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Bilal & Wang 2005; Neuman 

1993; Solomon 1993; Gordon 2000).

∙청소년들에게는 정보이용의 목 이 과정  학습이 

아니라 단지 학습과제의 완성이었으며 정보이용과정

에서 표 의 문제가 발생하 다(McGregor 1993; 

McGregor & Streitenberger 1998, Williamson et al. 

2007).

∙가장 고  사고능력인 종합  사고를 돕기 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체계 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 이다(Neuman 2001; Chung & Neuman 

2007).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한 연구는 상 으

로 그 수가 매우 은 편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 연구

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인지능력

과 선행 지식, 그리고 경험에 있어 성인과 분명 차이가 

있다. 인지 과학  그리고 발달 단계별 연령군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뇌 기능의 발달에 따른 것이니 당연

히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함에 있

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달단계에 따른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모든 정보이용의 실패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로 가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Shenton 2007a). 연

구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이용행태에 한 이론

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한 정보환경, 정보 

문제, 그리고 정보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하

여 이들이 성공 으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

한 학습 상황에서의 후속연구가 으로 요구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으로 학습을 한 독서지도 

는 정보이용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제시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 으로 검토, 분석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의 정보이용에 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를 다양한 상황

에서의 교수설계에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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