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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업을 실행함으로써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수

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에 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변화를 목 으로 하 다. 이를 하여 등학교 

4학년 사회과와 과학과를 심으로 1년간 20회(40시간)에 걸쳐 실제 수업을 실행하 으며, 연구보고서법 

수행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 학교도서 에 한 학생들의 인식과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었

으며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사들의 심도 확 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information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study, three 4th grade classes of an elementary school in Daegu were provided a two-hour 

instruction about basic training on how to utilize information and school library, after which 

one of the three classes received 2 hours long weekly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s associated 

with social studies and science curriculum for 20 weeks. The study, implemented in two phases 

with mid-term assessment, involved three interview sessions with students, two interview 

sessions with homeroom teachers, a general descriptive survey, a performance assessment and 

a follow-up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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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지난 10여 년간 학교도서  장은 크게 개

선되었고, 장서도 많이 확충되었다. 정규 인력

의 배치가 미비한 것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제는 학교도서 의 교육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는 시 에 이르 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

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도서  본연의 역할을 한 노력

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도서 은 교수학습을 지원하며,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궁 한 것을 탐구함으로써 지  

호기심을 해결하고, 자기주도 인 독서를 통해 

자기교육을 성취할 수 있는 장으로 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애독서와 도서 을 통한 생애교

육의 기 가 될 것이며, 그 방법의 하나로 정보

활용교육을 통한 도서 활용수업을 연구하고자 

하 다.

이에 이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  도서자료를 활용하여 정보

과제를 해결하는 정보활용교육을 실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학교도서 을 교수학습지

원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정기 인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다

양한 정보요구에 응하여 스스로 자료를 탐색

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지속 으로 경험함으로

써 등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셋째, 교과과정과 연계한 주제 심의 도서

활용수업을 실행함으로써 교육 장에서 교사

들이 도서 활용수업을 진행하는 데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4학년 교육과정에서 도서 활용수업에 당한 

주제를 추출하고 실제 수업을 한 장서를 개

발하여 도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2 연구방법과 차

이 연구는 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정보

활용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도서 활용수업을 설

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업일지 등 자료

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학생과 교사

의 인식 변화를 해 사 , 간, 사후 면담과 설

문으로 조사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평가․분석

하는 실행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 인 차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차 연구 내용  자료수집 내용 기간

문헌연구
∙문헌연구(질 연구, 정보활용교육, 도서 활용수업)

∙수업 설계
2011년 1월~

1차 실행 계획  비

∙도시 이용  정보활용 방법 기본교육 2차시(4학년 

체 3학 )

∙1차 실행수업 주제추출

∙주제 련 장서목록 개발

∙수업할 1개 학  선정

∙모둠별 사  심층면담(1개 학  25명, 6모둠)

2011년 3월

<표 1> 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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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교과와 연계한 도서 활용수업을 실제로 수

행한 연구로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

진 연구가 많으며, 련교과는 국어과가 가장 

많았다. 수업을 통한 교육  효과는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동기를 유발하고, 학업성취도, 자

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김찬

 2011; 강희정 2009; 강인순 2007; 백미자 

2007; 박미정 2006; 김효경 2005 등)가 많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수업 기간이 짧아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제한 을 들고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도 정 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장

기 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변화에 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제언하 다.

선행연구의 일반 인 내용을 요약하면 정보

활용교육을 통한 도서 활용수업은 어렵더라

도 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도서 활용수업은 장기 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정보활용능력을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는 

있을지라도 일상 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학생

들에게는 한 번의 체험정도로만 기억될 것이다. 

교과목으로는 국어, 국사, 사회, 과학 과목이 효

과가 높으며, 단편 인 교과내용이 아니라 통

합 인 주제를 심으로 수업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수업의 특성상 탄력  시

간표, 블록형 시간표를 운 하여 2차시가 연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서 활용수업은 교

실 수업보다 더 재미있고, 각자 자신이 심 있

는 주제를 심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마무리 수

업과 반복 수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

룬다. 

하지만 도서 활용수업이 학습자에게 효과

인 수업이라 할지라도 장 교사들의 인식변화

와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 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교사가 도서 활용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 반 하고

자 하 다. 

차 연구 내용  자료수집 내용 기간

1차 실행 수업
∙주 1회 2시간 수업
∙10회 실행
∙자료수집(수업일지, 사진)

2011년 4월~7월

간 평가
∙학  체 집단면담
∙담임교사와 이메일면담

2011년 7월~8월

2차 실행 계획  비
∙2차 실행수업 주제추출
∙주제 련 장서목록 개발

2011년 8월

2차 실행 수업
∙주1회 2시간 수업
∙10회 실행
∙자료수집(수업일지, 사진, 비디오)

2011년 9월~12월

수행 평가
∙  학  탐색과제 부여  수거
∙  학  탐색과제 해결과정에 한 설문조사
∙수행평가 결과물 평가  설문조사 분석

2011년 12월

평가  설문
∙심층면담(개인 6명)
∙서술형 설문조사(1개 학 )
∙담임교사와 이메일면담

2011년 12월~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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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 활용수업 설계

2.1 수업 설계 원칙

이 연구를 한 수업을 설계함에 있어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하 다. 

첫째, ‘사회과와 과학과 심’ 수업이다. 2009

년에 한국학교도서 의회가 발표한 학교도

서  활성화 우수사례집을 살펴보면 교과교육

지원 등 교과 련 로그램 사례는 ․고등학

교에 집 되어 있고, 등학교 사례는 이리 동

의 ‘도덕과’ 지원 수업이 유일하다(한국학교

도서 의회 2009). 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육

련 수업보다 독서교육 련 수업으로 운 되었

기 때문에 도서 활용수업이 국어과 심의 문

학교육수업으로 설계되었다. 물론 문학책을 읽

는 것은 모든 독서의 기본이며 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도서 이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 기

능하기 해서는 국어과만을 한 시설이 될 수

는 없음 한 자명한 일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등학교 4학년 사회과와 과학과를 심으

로 학습주제를 추출하고, 다른 교과와 통합주제

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 다. 

둘째, ‘도서자료 심’ 수업이다. 학교도서

이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

장 큰 요소는 도서 이 가진 자료이다. 그 에

서도 등학교 도서 은 자자료나 연속간행

물 등은 거의 갖추고 있지 않고1) 도서자료  

단행본 심이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

는 것이 도서 활용수업의 큰 장 이지만, 자료

가 다양하지 않은 등학교 도서 의 특성상 도

서자료를 심으로 설계하 다. 이는 무엇보다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도 무 하지 

않다. 학교도서 에 좋은 책이 있어도 학생들은 

그런 책에 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서자료

를 활용한 자원기반학습을 설계하고자 하 다. 

셋째, ‘자유로운 자료탐색 심’ 수업이다. 학

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익히는 일은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을 높이

는 일이며, 도서 에서의 자기교육을 성취하기 

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넷째, 원활한 수업 운 을 해 필요한 장서

를 미리 구비하도록 한다. 도서  자료를 기반

으로 하는 도서 활용수업을 해서는 무엇보

다 도서 에 탐색할 장서가 충분해야 한다. 따

라서 수업 주제를 선정한 뒤 참고도서 목록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측에 제안하여 구비되도록 

하 다. 주제 련 도서를 학 문고로도 설치하

다. 학  안에는 도서 에 가기를 꺼려하는 

학생도 있고, 도서와의 근성이 높은 학 문고

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 학생들의 독서습 형성

에 도움이 된다는 장 교사들의 사례 발표는 

아침독서운동본부 사례(진 란 2012)에서도 볼 

수 있다. 

다섯째, 수업 마지막에 ‘그림책 읽어주기’를 

한다. 책읽어주기 활동은 책읽기를 즐기지 않거

나 책을 읽는 데 필요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

은 이들과 책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기에 좋은 

 1) 한국도서 기 (한국도서 회 2003)에서 등학교 기본 자료 수는 도서 학생 1인당 5권 이상, 연속간행물 학

교당 20종 이상, 시청각자료 학생 1인당 3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국도서 운 평가 학교도

서  평가 결과 등학교 도서  단행본 수는 91.6%가 10권 이상인데 반해, 연속간행물은 81.2%가 0.03종 미만

이며 시청각자료는 68.4%가 2종으로 기 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업 실행연구  293

활동이다. 수업 마지막에 다음 수업과 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림책을 읽어 으로써 학생

들의 다음 수업에 한 기 와 심을 높이고, 

좋은 과 그림을 담은 그림책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수업 모형

이병기(2006)는 정보활용교육을 한 6개 모

형을 비교․분석하여 학생들이 수행하는 정보

활동을 추출하고, 이 정보활동을 바탕으로 도서

활용수업 모형(정보제시․안내형, 정보탐색․

정리형, 정보분석․해석형, 정보종합․표 형, 

정보탐구․ 로젝트형, 정보탐구․토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형은 학생들의 정보활동을 심으로 제

시된 모형이라 실제 수업에 응용하기 용이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실행 수업에 정보탐색․정

리형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 으며, 간평가를 

거쳐 가능하다고 단되면 2차 실행 수업에는 

정보분석․해석형 수업을 용하고자 하 다. 

그리고 1차 실행과 2차 실행에서 각각 8회 수업

을 마친 뒤 2회 수업(9~10회와 19~20회)은 

정보종합․표 형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설

계하 다. 다만 수업 모형을 용함에 있어 

상이 등학교 4학년임을 감안하여 각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하고자 하 다. 

2.3 주제 추출

이 연구에서 추출한 주제는 등학교 4학년 

2010년 개정교과서 ‘사회과’와 ‘과학과’ 각 단원

과 련되어 있으면서, 어린이책 시장에 출간된 

도서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하 다. 

2.3.1 사회과 수업을 한 주제 추출

4학년 1학기 사회과에서는 크게 ‘우리 고장 

구’와 ‘지도’, ‘민주주의’와 ‘다문화’를 추출할 

수 있었다. 그  ‘우리 고장 구’는 로젝트 

학습법을 활용하여 연구(김보미 2010)된 바 있

어 제외하 다. ‘민주주의’는 어린이책 시장에서 

정치 분야 도서가 많지 않아 충분한 장서를 활

용할 수 없어 치 않아 선정하지 않았다. 따

라서 4학년 1학기 사회과에서 추출한 주제는 ‘지

도’와 ‘다문화’이다. 

2학기는 ‘진로와 직업’, ‘ 명한 소비’, ‘도시

와 농 ’, ‘농  생활’, ‘다문화’ 그리고 ‘환경과 

인구문제’를 큰 주제로 추출할 수 있었다. 그  

‘다문화’는 1학기 주제와 복되므로 제외하고, 

‘도시와 농 ’은 련 도서가 많지 않아 제외하

다.  ‘환경과 인구문제’는 1학기 주제인 ‘흙’

과 ‘물’에서 살펴볼 수 있어 1학기 주제로 통합

하여 진행하 다. ‘ 명한 소비’의 경우 채택하

고자 하 으나 시수가 부족하여 제외하 다. 그

리하여 2차 실행 사회과 주제는 ‘진로와 직업’, 

‘농  생활’로 결정하 다.

 

2.3.2 과학과 수업을 한 주제 추출

4학년 1학기 과학과에서는 ‘ 력’, ‘힘의 원

리’, ‘흙’, ‘한살이’ 그리고 ‘물’을 주제로 추출할 

수 있었다.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과학도서 

출간이 늘어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도서 종

류가 많고 사회과와도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참고자료가 다양하지 않은 ‘ 력’

을 제외하고 모두 채택하 다.

4학년 2학기 과학과에서는 ‘서식지’, ‘공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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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열’ 그리고 ‘화산과 지진’을 추출할 수 있

었다. 이  ‘열’은 참고자료가 많지 않아 선정하

지 않았고, 나머지 주제는 모두 채택하 다. 어

린이책  과학분야가 생물과 지구과학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와 화학주제는 채택하기 

힘든 이 있다. 그리하여 2학기 과학과 주제는 

‘서식지’, ‘공룡과 화석’, ‘화산과 지진’이다. 

2.4 수업 개 과정

첫 단계는 ‘문제제기  생각열기’이다. 수업 

 학생들과의 화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수

업 내용과 련된 조직화된 화이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 상 혹은 이야기, 그림책 등으로 

확산 인 발문2)을 함으로써 인스토 과정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재 알고 있는 정도를 가늠할 수도 있고, 심

을 많이 가지는 분야에 해 악할 수도 있다. 

수업의 목표를 안내하고, 앞의 인스토 과

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는 남학생 3명, 여학생 3

명으로 구성된 모둠별로 제시하기로 하 다. 

두 번째는 ‘자료탐색’이다. 주어진 탐색과제

를 해결하기 해서는 어느 주제 분야에서 탐색

해야하는지 략을 제시하고, 한 자료를 찾

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한다. 자료탐색과정

에서 개인차가 커서 뒤늦게까지도 자료를 찾지 

못하는 학생은 탐색과정을 짚어가며 안내한다. 

자료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비슷한 소

주제를 선택할 경우 자료가 부족할 경우가 생긴

다. 이럴 때 교사의 조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료정리’이다. 한 자료를 탐

색한 다음에는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에 한 교

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마다 선호하는 정리

방법이 있어 세세히 지도할 필요는 없으나 탐구

하고자 하는 소주제에 합한 내용인지 다른 자

료를 참고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해 조언할 

필요가 있다. 정리한 내용에 한 참고도서의 

서지사항을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네 번째는 ‘학습자 평가’이다. 등학교 4학

년 학생이 정해진 주제 안에서 스스로 탐색주

제를 설정하여 자율 으로 탐색한 뒤 정리하는 

과정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등학교 도서

활용수업 사례가 교과교육지원 부문에는 많

지 않은 이유도 이와 무 하지 않다. 이에 매 수

업마다 활동지에 수업평가를 함으로써 힘든 

이나 바라는 을 어 연구자에게 해지도록 

하 다. 

다섯 번째는 ‘그림책 책읽어주기’이다. 그림

책 읽어주기 과정은 다음 수업 주제와 련된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단계

이다. 강희정(2009)과 양소라(2009)의 선행연

구를 통해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 인터넷정보원에 

한 의존도가 높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학력

이 떨어지는 경우 독서력이 낮아 독서를 즐기지 

않으며, 독서에 한 거부감이 있을 경우 도서

자료를 심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수업에 흥미

를 가지지 못하거나, 수업 진행과정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그림책을 읽어 으로써 좋

 2) 발문이란 주로 수업 장에서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교사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그 로 설명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동들 스스로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물음이라 할 수 있다(이주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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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책을 소개하고, 수업주제에 한 심을 

높이고, 책에 한 호감을 높이고자 하 다. 

3. 도서 활용수업의 실행

3.1 1차 실행 

3.1.1 수업 모형

1차 실행 수업은 정보탐색․정리형 수업과 

정보종합․표 형 수업으로 진행하 다. 1회부

터 8회차 수업은 정보탐색․정리형 수업을 통

해 정보활용능력의 기 를 익혔으며, 9회와 10

회 수업은 정보종합․표 형 수업을 ‘책만들기’ 

활동으로 정보표  활동을 하 다. 정보탐색․

정리형 수업을 통해 자료를 탐색하고 자신의 정

보과제에 합한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하는 경

험을 반복 으로 경험한 다음 9회와 10회차 수

업에서는 ‘책만들기’를 통한 정보표 을 하 다. 

‘책만들기’ 활동은 4학년 국어과와 미술과에 공

통으로 들어있는 표 방법이며, 1차 실행 수업

에서 부분 인 소주제만 탐색․정리했던 주제

를 체 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여 표 할 수 있

는 활동으로 당하다. 

3.1.2 주제 선정

행 2007년 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 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익히고, 정보활용을 통한 

문제해결과 민주 인 공동체 구성원의 자질을 

기르는 데 그 목 (한춘희 2010)이 있다. 과학과

는 자연 상과 사물을 탐구하여 과학 개념을 이

해하고, 창의 이고 과학 인 문제해결을 한 

소양을 기르는 데 그 목표(김찬  2011)가 있다. 

사회과와 과학과가 모두 미래사회에서 요구

되는 문제해결능력을 한 탐구능력과 정보활

용능력을 높이는 것을 요하게 언 하고 있다. 

그리하여 4학년 1학기 1차 실행에서 선정한 주

제는 ‘힘의 원리’, ‘지도’, ‘흙’, ‘다문화’, ‘한살이’, 

‘물’ 그리고 ‘환경’이다. 

3.1.3 수업 실제

1) 정보탐색․정리형 수업

수업 주제에 한 다양한 그림, 사진,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제에 해 생각을 넓힐 

수 있는 발문과 화를 나 었다. 화를 통해 

만들어진 주제망에서 모둠별로 탐색할 소주제

를 제시하고, 각 주제를 어느 주제 분야에서 찾

아야 할 지 안내한 뒤 모둠원이 서로 의논하여 

자료를 탐색하도록 하 다. 

1회와 2회차 수업에서는 탐색과제 선정을 연

구자가 직  제시하 는데, 4회차 수업인 ‘지구

와 흙’ 수업에서 학생들이 연구자가 모둠별로 

탐색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해 이의를 제기하

다. 각자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정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건

의에 따라 4회차 수업부터는 탐색과제 선정도 

개인이 자유롭게 하기로 하 다. 

2) 정보종합․표 형 수업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정보탐색․정리형 수업을 8회에 걸쳐 수행하면

서 주제망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세부 인 주제

를 정하고 자신의 정보과제를 선정하 다. 이는 

정보활용능력의 기 인 역을 습득할 수 있

는 수업으로 평소 교과와 연계한 도서 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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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주제 탐색 과제 탐색 주제 참고 도서 주제 분류

1 힘의 원리

봄소풍

소풍 장소인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놀이

기구의 원리와 에 피는 꽃에 해 탐구한다.

∙ 에 피는 꽃

∙놀이공원기구의 원리

∙힘과 운동

400 자연과학 - 식물, 물리

2

지도

지도가 말을 해요!

지도는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옛날 지도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본다.

∙지도

∙지도의 쓰임

∙옛지도

∙ 동여지도

900 역사 - 지리, 인물

3

지도를 만들어 봐요

다양한 주제지도에 해 알아보고, 심있는 

주제 지도를 직  그려본다.

∙주제지도

∙세계 주제 지도

∙우리나라 주제 지도

300 사회과학 - 문화재, 민속

600 술 - 건축

900 역사 - 여행, 지리

4 흙

지구와 흙

지구와 지각에 해 알아보고, 흙의 성질과 

미생물과의 계에 해서 알아본다.

∙지구의 역사

∙지구의 속과 겉

∙흙

∙흙이 건강하려면?

∙흙 속 동물들

400 자연과학 - 지구

5 한살이

동물의 한살이

동물을 다양한 기 으로 분류해 보고, 좋아하

는 동물의 한살이를 조사한다.

∙동물의 분류

∙다양한 동물의 한살이
400 자연과학 - 동물

6 다문화

옛이야기로 보는 다문화

여러 나라의 옛이야기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

에 해 알아본다. 

∙여러 나라 옛이야기

∙옛이야기 속의 생활모

습, 등장동물, 자연환

경, 풍습과 언어

300 사회과학 - 민속

800 문학 - 구비문학

7 물

물

물의 성질에 해 알아보고, 물의 순환과 날씨

의 계에 해 알아본다.

∙물의 상태변화

∙물의 순환

∙물의 결정

∙날씨 변화

∙비, 구름, , 안개 등

∙물부족 국가

400 자연과학 - 지구

500 기술과학 - 환경

8 환경

물, 공기 그리고 땅

앞서 탐구한 흙과 물 그리고 공기가 왜 요한

지 알아보고,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본다.

∙환경이란?

∙건강한 땅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인구와 환경문제

400 자연과학 - 지구

500 기술과학 - 환경

<표 2> 1차 실행 탐색 과제  주제

업으로 당한 모형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과제를 악하여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같은 주제 범  안에서도 자신이 조

사하지 않은 주제 역은 알지 못하는 단 이 

있었다. 

1차 실행 수업에서 다루었던 주제 에서 자

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다양한 방

법으로 책을 만드는 과정은 1차 실행 수업을 통

해 향상된 정보활용능력을 종합 으로 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수업을 진행

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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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탐색 주제
수업 내용

(★: 교사, ●: 체, ◉: 모둠, ○: 개인)

1

봄소풍

∙  꽃 축제

∙ 에 피는 꽃

∙놀이 공원

∙놀이 기구의 원리

∙힘과 운동

∙에 지

★ 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놀이공원으로 장체험학습을 가게 되었음을 알린다.

★ 놀이공원 홈페이지를 링크해 보여주며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 어떤 꽃이 피어있는지 

확인한다. 

★ ‘놀이공원’을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주제 범 를 넓힌다.

★ 1․2모둠은 ‘ 에 피는 꽃’으로, 3․4모둠은 ‘놀이기구의 원리’를 심으로 소주제를 

정하여 자료를 탐색하도록 지도한다. 

★ 자료탐색 활동을 지도한다.

◉ 각 모둠별로 각자 탐색한 자료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다. 

○ 수업평가를 활동지 아래 칸에 는다.

★ 《지도는 언제나 말을 해》(논장)을 읽어 다.

2

지도가 말을 해요!

∙지도

∙지도 제작 이유

∙지도만드는 방법

∙지도의 요소

∙지도의 쓰임

∙옛지도

∙옛지도 제작 방법

∙ 동여지도

★ 국지도, 구시지도, 달서구지도, 도원동지도, 학교 찾아오는 길 안내 지도를 성지도, 

웹 지도, 간략화된 지도, 그림지도 등 다양하게 보여 다.

★ ‘지도’를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주제 범 를 넓힌다.

★ 동여지도와 혼일강리역 국도지도를 보며 옛지도는 어떻게 만들었을지 이야기 나 다.

★ 1․2모둠은 지도제작방법과 요소를 심으로, 3․4모둠은 옛지도의 종류와 제작방법에 

해 탐색하도록 안내한다. 

○ 각자 탐색과제를 한 자료를 탐색한다.

★ 자료탐색을 지도한다.

◉ 각 모둠별로 각자 탐색한 내용을 정리한다.

○ 수업평가를 활동지 아래칸에 는다.

★ 《나의 사직동》(보림)을 읽어 다.

3

주제지도 만들기

∙민속의상세계지도

∙세계 요리지도

∙세계 문화재 지도

∙세계 지형지도

∙우리나라 특산물지도

∙우리나라 지형도

∙우리나라 문화재지도

∙우리나라 먹거리지도

★ 백지도, 지형도, 행정도, 기후도, 지도 등의 주제지도를 보며 제작 목 을 이야기 

나 다.

★ ‘지도의 종류’를 심에 두고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 범 를 넓힌다.

○ 세계 주제지도와 우리나라 주제지도  하나를 선택하고, 어떤 주제지도를 만들지 

결정한다.

○ 주제지도를 만들기 한 자료를 탐색한다.

★ 자료탐색을 지도하고, 백지도를 나 어 다.

○ 백지도에 주제 내용을 넣어 주제지도를 완성한다.

○ 수업평가를 활동지 아래 칸에 는다.

★ 《마고할미》(보림)을 읽어 다.

4

지구와 흙

∙지구의 역사

∙지구의 속은 어떻게 생겼나

∙지구 의 여러 지형

∙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흙이 건강하려면?

∙흙 속 동물들

∙흙 속 미생물이 하는 일

★ 지도와 지구의 다른 을 알아보며 지구의 특징을 알아본다.

★ ‘지구’를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 범 를 넓힌다.

★ 다양한 성사진을 NASA 홈페이지에서 본 뒤, 《지구를 상상하다》(미세기)를 

보며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어떻게 상상하 는지 알아본다.

○ ‘지구’와 ‘흙’을 심으로 한 소주제에서 각자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 자료탐색을 지도한다.

○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여 정리한다.

○ 수업평가를 활동지 아래 칸에 는다.

★ 《선인장호텔》(마루벌)을 읽어 다.

5

동물의 한살이

∙동물의 분류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다양한 동물 분류 기

∙내가 좋아하는 동물

∙다양한 동물의 한살이

★ 각자 알고 있는 동물을 말해 칠 에 는다. 같은 분류의 동물이 가까이 모이도록 는다. 

★ 칠  의 동물들을 갈라 분류기 을 알아본다.

★ ‘동물’을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 범 를 넓힌다.

○ 내가 좋아하는 동물의 한살이를 알아보기 한 자료를 탐색한다.

★ 자료탐색을 지도한다.

○ 한살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 수업평가를 활동지 아래 칸에 는다.

★ 《달라도 친구》(웅진주니어)를 읽어 다.

<표 3> 1차 실행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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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탐색 주제
수업 내용

(★: 교사, ●: 체, ◉: 모둠, ○: 개인)

6

옛이야기로 보는 다양한 문화

∙여러 나라 옛이야기

∙옛이야기 속의 생활모습, 등장

동물, 자연환경, 풍습과 언어

★ 속담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해 알아본다.《다문화 속담 여행》( 교출 ) 

참고.

★ ‘다문화’를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 범 를 넓힌다.

★ 세계 여러 옛이야기 그림책의 표지그림과 제목으로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알아보고, 

세계 지도에 표시한다.

○ 여러 나라 옛이야기  하나를 골라 읽어본 뒤 인물  공간  배경을 정리한다.

○ 옛이야기와 그림을 통해 알게 된 그 나라의 풍습, 의식주, 자연환경 등에 해 정리한다. 

○ 수업평가를 활동지 아래 칸에 는다.

★ 《비오는 날  만나자》(한림출 사)를 읽어 다.

7

물

∙물의 상태변화

∙물의 성질

∙사람과 물

∙물이 주는 변화

∙물과 날씨 변화

∙물의 순환

∙물의 결정

★ 《물은 답을 알고 있다》(해와나무) 사진을 보며 물의 특별한 을 이야기 나 다.

★ 물에 해 알고 있는 것에 해 발표한다.

★ ‘물’을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 범 를 넓힌다.

★ 세계 강 지도에서 고 문명 발생지와 도시 치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강 지도에서 

도시를 표시해 본다.

★ 물과 도시, 인구에 해 이야기 나 다.

○ 물의 성질과 순환 등 소주제  각자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 조사한다.

○ 각자 정리하고 싶은 방법으로 조사내용을 정리한다. 

○ 수업평가를 활동지 아래 칸에 는다.

★ 《똥은 참 단해》(웅진주니어)를 읽어 다.

8

물, 공기 그리고 땅

∙환경이란?

∙건강한 땅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인구와 환경문제

★ 환경이란 무엇인지 발문한다.

★ 땅오염, 물오염, 공기오염 사진을 보며 환경오염과 사람의 삶의 계에 해 이야기 

나 다.

★ ‘환경’을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 범 를 넓힌다.

★ 마인드맵에서 탐구하고 싶은 소주제를 골라 탐색 략을 세운다.

★ 다양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환경의 요성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한 실천에 한 탐색자료를 정리한다.

● 새롭게 알게 된 것에 해 발표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이 탐구한 것에 해서도 심을 

가지고 공유한다.

○ 수업평가를 활동지 아래 칸에 는다.

★ ‘책만들기’를 한 안내를 한다.

★ 《피튜니아 공부를 시작하다》(시공주니어)를 읽어 다.

9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만

들었을까? 

∙책을 만드는 재료에는 어떤 것

들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왜 책을 만들까?

∙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책의 형태

∙책을 만들기 에 해야 할 것

★ 책의 역사와 책을 만드는 의미에 해 이야기 나 다. 

★ 다양한 형식의 입체책을 여러 종류 보여주며, 책의 형식에 해 안내한다.

★ 책만들기 과정을 미리 개략해서 설명한다.

○ 1회부터 8회까지 진행된 주제를 다시 확인하고, 각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정한다. 

○ 자신의 주제를 잘 표 할 수 있는 책의 형태를 결정한다(2면 기책, 계단책, 나비책, 

팝업책). 

○ 자신이 정한 주제를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 범 를 넓히고, 책에 담고자 

하는 소주제를 심으로 자료를 찾는다.

○ 여러 자료를 살펴 읽는다.

○ 참고할 책을 3권 이상 출한다.

★ 《아름다운 책》(비룡소)을 읽어 다.

10
∙책을 만드는 과정

∙책의 쓰임

★ 책을 만드는 과정을 안내한다.

○ 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계획한다.

○ 계획한 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한 사진과 그림 자료를 이용해 책을 

완성한다.

★ 책을 만드는 과정을 지도한다. 

○ 표 하고자 한 것이 잘 되었는지 평가한다.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업 실행연구  299

3.2 간 평가 

1차 실행을 마치고 2차 실행을 계획하기 

하여 연구참여자와 수업 반을 평가하 다. 학

습자인 학생 연구참여자와는 학 체가 참여

하는 집단면담3)을 통해 평가하 고, 교사 연구

참여자인 담임교사와의 평가는 매 수업후 화

를 통한 평가와 1차 실행 후 이메일을 이용한 인

터넷면담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수업시간을 탄력 으로 운용하여야 했

다. 이정연(2007)의 연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40분 동안 정보활용교육  과정을 시행하기에

는 무리가 있었다. 1회차 수업은 주제가 단순하

고 소주제가 많지 않아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

는데도 수업시간 안에 정리를 다 하지 못한 

학생이 많았다. 필요한 자료를 출해서 교실에 

가서 정리를 마무리하고 담임교사가 활동지를 

수거하기로 하고 첫 수업을 마쳤다. 다음 수업

을 한 그림책 읽어주기를 쉬는 시간에 해야 하

다. 수업을 마치고 담임교사와 의하여 2회

차 수업부터는 80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 다. 

집단면담에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힘들었지

만 자꾸 하다 보니 쉬워졌다’거나 ‘분류를 통해 

책을 찾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자료탐색이 재미있고, 매 수업마다 스

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생

겼다고 답했지만, 자료탐색과 정리 과정에 개인

간의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정보과제를 선정하

고, 자료를 탐색한 뒤 정리하는 시간이 어들

면서, 학생들 사이에 개인차가 심해졌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일  정보활용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련도서나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추천해 주었다. 하지만 학생들간의 정보

활용능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과제

로 남았다. 

그러나 체 으로 정보탐색과 정리에 소요

되는 시간이 어들었기 때문에 2차 실행에서

는 설계했던 바와 같이 정보분석․해석형 수업

을 실행하기로 했으며, 양소라(2009)의 연구에

서 제안한 마무리 수업을 해 탐색과제 체의 

내용을 각각 발표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탐색주

제에 해서도 알 수 있도록 ‘발표와 공유’를 수

업 개 과정에 추가하 다. 

3.3 2차 실행

3.3.1 수업 모형

2차 실행 수업에서는 1차 실행 후 간평가

를 거치면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근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 으며, 이를 

해 정보분석․해석형을 수업모형으로 하 다. 

1차 실행 탐색과제는 구조 이고 명확하며, 교

과 학습 내용과 직 으로 련된 주제를 선정

하 으며, 2차 실행에서는 차 비구조 이고 

불명확하며 교과 내용 외의 심과 흥미를 확장

시킬 수 있는 탐색과제를 제시하고자 하 다. 

3.3.2 주제 선정

2차 실행 수업을 해 추출한 주제로 사회과

 3) 집단면담은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면담으로 특히 어린이들과의 면담에 효과 이다. 화를 

자극시키고 한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하여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 포 이

고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김 천 2006,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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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 생활’, ‘진로와 직업’이며, 과학과는 ‘서

식지’, ‘화석과 공룡’, ‘화산과 지진’이다. 추출한 

주제로 탐색주제를 선정하여 수업의 체 인 

맥락을 정하 다. 이는 <표 4>와 같다.

3.3.3 수업 실제

1) 정보분석․해석형 수업

2차 실행수업 모형인 정보분석․해석형 수업

에 해 이병기(2006)는 학생들이 정보제시․

안내형과 정보탐색․정리형 수업을 통해 기본

인 정보활용능력을 습득하고 있는 경우에 

합한 수업모형이라고 하 다. 탐색한 정보자료

를 읽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발췌

하여 정보의 객 성과 정확성, 합성을 평가하

는 능력과 정보자료를 비교, 조, 분류하여 공

통 을 찾아내어 조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필

회차 선정주제 탐색 과제 탐색 주제 참고 도서 주제 분류

11

농 생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단원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을 

통해 옛사람의 생활모습 탐구하기

∙풍속화

∙조선시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

∙옛사람의 생활 

300 사회과학 - 민속

600 술 - 미술

900 역사 - 인물

12

옛날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서양과 우리나라 풍속화 등 다양한 

풍속화와 그림책을 통해 옛아이들의 

놀이 탐구 

∙서양풍속화

∙우리 풍속

∙옛 놀이

300 사회과학 - 민속

600 술 - 미술

13

진로와 직업

꿈꾸는 나 

《이모의 꿈꾸는 집》을 읽고 ‘꿈을 

꾼다는 것’에 해 생각하고, 작가와 

직  만나 책이야기 나 기

∙나의 꿈

∙꿈을 꾼다는 것
없음

14

4학년 1반 ‘나의 꿈’을 말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통

해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기

∙여러 가지 직업

∙좋아하는 인물

300 사회과학 - 진로

900 역사 - 인물

15

서식지

여러 가지 서식지

세계 여러 종류의 서식지와 그 특징, 

지리  특성 탐구

∙다양한 서식지

∙기후

∙세계 지리

400 자연과학 - 지구, 날씨

900 역사 - 지리

16

여러 서식지에 사는 생물

각 서식지에 사는 생물의 종류와 그 

특성 탐구

∙각 서식지별 동물 400 자연과학 - 식물, 동물, 지구

17 화석과 공룡

화석과 공룡

공룡화석을 통해 화석에 해 탐구하

고 화석으로 공룡모습을 재 하는 방

법 탐구

∙화석 

∙우리나라 화석

∙공룡 

∙공룡이 살던 시

∙고생물학자

300 사회과학 - 직업

400 자연과학 - 지구과학

18 화산과 지진

화산과 지진

지구 내부 모습을 살펴 으로써 화산

과 지진의 원인과 그로인한 지형에 

해 탐구

∙화산

∙화산 지형

∙지진의 원인

∙화산학자와 지질학자

∙제주도

300 사회과학 - 직업

400 자연과학 - 지구

<표 4> 2차 실행 탐색 과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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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탐색주제는 다양한 주제 분류로 확

장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탐색 과제를 다양하

게 제시하 다. 하나의 주제망을 생성하면서 소

주제를 다양하게 하여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

술과학, 술, 문학, 역사․인물 등 다양한 분류

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2) 정보탐구․ 로젝트형 수업

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과정에 걸쳐 자

발 이고 주도 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학생을 3명씩 8모둠으로 나 어 모둠원

이 주제선정, 탐구 계획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하 다. 

먼  19회차 수업에서 모둠원이 의논하여 탐

구주제를 결정하고, 함께 마인드맵을 만들어, 소

주제를 선별하고, 탐구계획을 세운 뒤 각자 주

제에 맞는 정보자료를 다양하게 탐색하 다. 분

석과 해석 과정은 과제로 해결하도록 하고 20회

차 수업에 정리한 내용과 필요한 사진  그림 

자료 등을 비해 오도록 하 다. 20회차 수업

은 비한 정보를 정리하고 표 하여, 발표하는 

시간으로 운 하 다.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는 ‘물’, ‘서식지’, ‘옛날 

사람들의 생활’, ‘진로와 직업’, ‘화산과 지진’, 

‘생물의 한살이’, ‘흙과 미생물’ 그리고 ‘지도’

으며, 모둠별로 리젠테이션을 한 뒤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회차 탐색 주제
수업 개 내용 

(★: 교사, ●: 체, ◉: 모둠, ○: 개인)

11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풍속화란 어떤 그림인가?
∙조선시  풍속화와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
∙그림 자세히보기
∙단원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옛사람의 생활 모습(집, 옷, 음식, 
탈것, 일, 놀이 등) 

★ 반구  암각화를 살펴보며 풍속화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 다.
★ 옛날 사람의 삶을 심으로 주제망을 만든다.
★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 그림을 살펴보며 옛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림의 

구도에 해서도 알아본다. 
★ 주제망에서 소주제별로 탐색할 주제 분야를 안내한다.
○ 《단원풍속도첩》그림엽서  한 가지를 고른다.
○ 각자 조사하고 싶은 소주제를 선택한 엽서와 련해 선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양하게 

탐색한다.
○ 탐색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 자료탐색과 정리 과정을 안내, 지도한다.
● 다양한 소주제에 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내가 조사한 내용 외에 다른 소주제에 

해 공유하고, 경청한다.
★ 《짚》(사계 )을 읽어 다.
★ 《단원풍속도첩》그림  한 가지에 해 깊이 탐구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12

옛날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옛날 아이들의 놀이
∙서양과 우리 풍속화와 그림책에 
그려진 아이들 놀이

∙옛 놀이의 종류와 방법
∙계 에 따른 놀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놀이
∙요즘 아이들의 놀이와 비교

★ 그림책 《갈릴 오 갈릴 이》(시공주니어)와 《사계 》(시공주니어)와 서양풍속화, 
우리나라 풍속화에 그려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옛날 아이들의 놀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본다.
★ 계 별로 하는 놀이가 어떻게 다른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놀이는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 나 고, 요즘 아이들의 놀이와 옛 아이들의 놀이를 비교해 본다.
★ 옛날 아이들의 놀이를 심으로 주제망을 만든다.
○ 각자 조사하고 싶은 소주제을 정해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여 비교,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 자료탐색과 정리에 해 지도한다.
● 다양한 소주제에 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내가 조사한 내용 외에 다른 소주제에 

해 경청하여 공유한다.
★ 《내 꿈은 기 》(바람의아이들)을 읽어 다.

<표 5> 2차 실행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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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탐색 주제
수업 개 내용 

(★: 교사, ●: 체, ◉: 모둠, ○: 개인)

13

꿈꾸는 나

∙내 꿈은 뭐지?
∙꿈이 없으면 안될까?
∙이모네 집 책장에는 어떤 책이 
있나.

∙작가와의 만남

○ 여름방학 에 고한 《이모의 꿈꾸는 집》(정옥 / 문지아이들)을 읽어온다.
● 1차시에서는 먼  거리를 심으로 등장인물의 성격, 사건 개 과정  느낌이나 

생각을 되짚어가며 이야기 한다.
● ‘나의 꿈’과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지, ‘꿈’과 ‘장래희망’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야기 한다. 주변에서 꿈을 이룬 사람은 가 있는지 이야기 한다. 
○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활동지에 기록한다. 
● 2차시에서는 지은이 정옥 작가와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지며, 책의 내용과 작가에 

해 궁 했던 것을 묻고 답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 다.
★ 《나, 화가가 되고 싶어》(웅진주니어)를 읽어 다.

14

진로와 직업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진로
∙알고 싶은 인물
∙직업의 분류(표 직업분류)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 
(방송국, 학교, 도서 , 컴퓨터 회
사 등)

★ 주  사람들의 직업과 내가 아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본다.
★ 직업의 종류와 하나의 기 에는 어떤 직업들이 속해 있는지 방송국과 병원의 조직도를 

통해 살펴본다.
○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활동지에 는다.
○ 각자 심있는 일에 해 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 하는 일과 어떤 계가 있는지 

는다. 
● 다양한 직업에 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내가 조사한 내용 외에 다른 소주제에 

해 공유하고, 경청한다.
★ 《지구로 소풍가는 날》(미래M&B)을 읽어 다.

15

여러 가지 서식지

∙극지방 
∙사막 
∙산 
∙강 
∙바다
∙ 원 등의 서식지
∙서식지와 기후
∙세계 지도 에 그려보는 서식지

★ 《얀이 들려주는 지구의 미래》(황 물결)을 보여 다.
★ 서식지란 무엇이며, 지구에는 어떤 서식지가 있는지 사진과 그림 자료를 보며 이야기 

나 다. 
★ 서식지마다 어떤 특징이 있으며, 왜 그런 특징이 생기게 되었는지 기후와 치 등의 

지리  특징을 알아본다.
★ 서식지를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련 주제를 악한다. 
○ 각자 심있는 서식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양하게 탐색하여 비교, 분석한 뒤 

내용을 정리한다.
★ 자료탐색과 정리를 안내 지도한다.
○ 세계 기후 지도를 보며 자신이 조사한 서식지가 어디에 있는지 세계지도에 표시한다.
● 다양한 소주제에 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여 조사한 내용 외에 다른 소주제에 해 

경청하고 공유한다. 
★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비룡소)를 읽어 다.

16

여러 서식지에 사는 생물

∙갯벌에 사는 생물
∙산에 사는 생물
∙강에 사는 생물
∙바다 속에 사는 생물
∙사막에 사는 생물
∙극지방에 사는 생물
∙열  우림에 사는 생물

★ 지난 시간에 각자 조사한 서식지에는 어떤 동식물이 사는지 각각의 사진과 그림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 각 서식지별 기후  특성을 말하고, 기후와 동식물의 계에 해 이야기 나 다. 
★ ‘서식지와 생물’을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주제 계를 악한다.
○ 지난 시간에 조사한 서식지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알기 한 자료를 탐색하여 

정리한다.
○ 동식물간의 먹이사슬에 해 알아본다. 
● 각자 조사한 소주제에 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소주제에 해 경청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 《꼬마공룡 모여라》(비룡소)를 읽어 다.

17

화석과 공룡

∙화석 생성 과정
∙화석 종류
∙화석 재료
∙시 별 화석 
∙우리나라 공룡 화석
∙화석이 말해주는 것
∙공룡 모습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공룡이 살던 시
∙고생물학자

★ ‘한반도의 공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함으로써 고생물학자들은 어떻게 공룡의 
모습을 재 하는지 이야기 나 다.

★ 공룡화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 우리나라 지질도와 공룡발자국이 발견된 곳의 지도를 비교해 으로써 화석이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에 해 이야기 나 다.
○ ‘공룡과 화석’을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든다. 
○ 각자 만든 마인드맵을 통해 탐구하고 싶은 소주제를 선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양하게 

탐색한다. 
○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뒤 내용을 정리한다.
● 다양한 소주제에 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내가 조사한 내용 외에 다른 소주제에 

해 듣는다.
★ 《시리동동 거미동동》(창비)를 읽어 다.
★ 지식채  e <살아있는 껍질>을 보고 오도록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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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실행 결과

4.1 학교도서  역할에 한 인식 변화

등학교 도서  이용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학교도서 에 한 인식은 그동안의 경험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이보라(2007)와 이 숙(2008)

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학교 교사들의 

도서 활용수업은 체로 일회 이고 자유독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학교도서  역할에 

해 도서자료를 통한 정보제공 이상의 역할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 다. 

도서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과 연계 도서 활

용수업을 10개월 동안 진행한 이 연구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학교도서  역할에 한 인식 변

화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1.1 ‘공  독서 공간’으로서 학교도서

정기 인 도서 활용수업은 학생들로 하여  

학교도서 에 한 심리  근성을 높이는 결

과를 가져왔다.  도서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

업은 책과 책읽기에 한 거부감을 없애주고, 자

율 인 자료탐색 과정을 통해 다양한 도서에 

근하게 되어 책에 한 호기심을 높여 주었다. 

본교의 도서 이 가장 높은 치4)에 있음에도 

 4) 도서 이 학교에서 가장 높은 4층에서 가장 안쪽에 있어 근성이 떨어진다. 

회차 탐색 주제
수업 개 내용 

(★: 교사, ●: 체, ◉: 모둠, ○: 개인)

18

화산과 지진

∙세계  화산
∙우리나라 화산
∙화산 지형
∙화산의 생성원인
∙지진의 원인
∙우리나라 지진
∙화산 와 지진
∙지진과 안

★ S자 계곡, 사구, 주상 리, U자 계곡 등 다양한 지형 사진을 통해 지형이 만들어 지는 
원인을 이야기 나 다. 

★ 화산과 지진은 왜 일어나는지 지식채  e <살아있는 껍질>을 통해 이유와 지구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본다.

○ 세계 화산 와 지진 를 세계 지도를 통해 알아보고, ‘화산과 지진’을 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든다.

○ 각자 탐구할 소주제를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양하게 탐색한다. 
○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내용을 정리한다. 
● 다양한 소주제에 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내가 조사한 내용 외에 다른 소주제에 

해 듣는다.
★ 《그래 책이야》(문학동네)를 읽어 다.
★ 로젝트 활동 계획에 해 안내한다. 

19

프로젝트 활동 1.

∙모둠 나 기
∙탐색주제 개
∙ 로젝트 과정 안내

★ 1차와 2차 실행에서 개된 주제들에 해 살펴본다. 
★ 《주제는 어떻게 정할까》(달리)를 읽어주며,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해 한 번 더 

지도한다.
◉ 3명씩 8모둠으로 나 어 모둠별로 원하는 주제를 의논하여 정한다.
◉ 모둠 주제를 심에 두고 마인드맵을 만들어 탐색주제를 확장한다.
◉ 자료탐색과 자료정리  조직 방법에 해 의논한다.
○ 필요한 자료를 3권 이상 출한다.
★ 탐색한 자료를 읽고 비교, 분석하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20

프로젝트 활동 2.

∙표   발표 
∙평가  제언

◉ 모둠별로 계획한 로 탐색한 자료에서 찾은 정보를 정리하고 조직한다.
◉ 4 지에 조직한 정보를 표 한다. 
◉ 모둠별로 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 다른 모둠이 발표하는 동안 경청한다.
★ 발표 내용에 해 평가하고 개선 을 제언한다.



30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3

불구하고 학생들은 아침에 와서 도서 을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도서  이용에 

극 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학 이 한 달간 

빌린 도서의 권수는 1,000권이 넘을 정도로 학생

들이 도서에서 자료를 쉽게 취득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고, 자료를 찾으려고 책을 읽다 보니 무 

재미있어졌다면서, 학교의 독서왕5)까지 되기도 

하 다.

수학 문제를 먼  풀고 난 뒤에 자투리 시간에 

책상 안에 있는 책을 자연스럽게 꺼내서 읽고 

있는 모습이나 좋은 책을 서로서로 소개하는 모

습 등 학  문고 도서뿐만 아니라 도서  책을 

이용하는 모습이 참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담임

교사 1차면담, 2011. 8. 2) 

의 담임교사의 면담 사문을 보면 학생들

은 도서 활용수업을 하면서 도서  이용과 독

서 습 , 독서 화로 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 활용수업이 책을 읽는 습 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에 해 학생들

은 25명  21명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

으며, 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 다.  도

서 활용수업이 도서 이용에 도움이 되었는지

를 묻는 설문에 해서는 22명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 으며, 2명은 도움이 된다, 1명은 보

통이라고 하 다. 그 이유에 해서는 ‘읽고 싶

은 책이 많아져서(10명)’, ‘습 처럼 간다(7명)’, 

‘자료탐색이 쉬워져서(5명)’라고 답했다. 

3학년 때는 도서 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어

요. 그런데 도서 에서 수업을 계속 하니까 책도 

보게 되고, 책을 출하면 반납도 하러 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도서 에 자꾸 오게 되요. (개별 

면담 김○○, 2011. 12. 3)

2교시 쉬는 시간에 다른 반에서는 재미있는 동

상을 보여주곤 했으나, 희 교실에서는 동 상을 

틀어주지 않았고, 스스로 도서 을 찾는 아이들

이 많았다. 특히 사회과와 과학과를 심으로 수

업을 하니 사회과학(300)과 자연과학(400) 도

서를 잘 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이 

크게 좋았다. (담임교사 2차면담, 2012. 2. 20)

설문과 면담을 종합해보면 학교도서 의 도

서자료를 활용하는 교과 심의 도서 활용수업

은 도서자료에 한 근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정보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자료에 한 심을 

높이고 독서 욕구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도서

을 이용하는 데 구체 인 목 을 가져오게 되

고 정보활용교육으로 스스로 자료탐색과 선별

에 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도서  이용에 

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없애게 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4.1.2 교수-학습 지원 공간으로서 학교도서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업은 학교도서 을 교

수-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인식하게 하

다. 개별 인 자유독서가 아니라 교과와 련된 

주제도서를 탐색하고 읽음으로써 교과내용을 

보충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도서 활용수업이 사회과목을 공부하는 데 

 5) 한 달 동안 최다 도서 출자 상  5명으로 다달이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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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설문에 매우 도움이 되

었다는 학생이 19명, 도움이 되었다는 5명, 보통

이라고 답한 학생이 1명이었다. 그 이유로는 교

실수업보다 앞서 책을 읽어 도움이 되었다거나, 

교실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책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하 다. 

과학과에 해서는 21명이 매우 도움이 되었

으며, 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해 사회과보다 

좀 더 효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해서는 화산, 지진, 화석, 한살이, 지구 등에 

해 지식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주

를 이루었다. 이는 과학과 수업이 사회과보다 

구체 이고 직 인 지식을 다루기 때문이라

고 단된다. 

이에 해 담임교사의 의견은 도서 활용수

업이 교실 수업을 많이 보완해 주었으며, 교과

서 지식보다 도서  자료를 활용한 독서가 장기

인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

이었다. 

학  수업에서 요한 내용과 도서  수업에서 

요하게 다루어진 내용들이 달라, 오히려 학  

수업을 많이 보완해 주었던 역할을 하 다. 특히 

도서를 읽으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편 인 지

식들을 읽는 것보다 더 장기 인 기억으로 남아

있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서술형 평가에서도 다소 심도 깊은 답

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담임교사 1차면담, 

2011. 8. 2)

학생들은 15분 동안 자유탐구를 한다. 이때는 

교과서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탐구 내용을 자유

롭게 학습장에 는데, 도서 활용수업을 하고 

약 한 달 뒤부터는 도서 에서 련 책을 스스로 

찾아 (스스로 키워드를 만들어 사서 선생님께 

부탁하거나) 출해서 교실로 가져오던지, 도서

에서 기술해서 가져왔다. 

사회 수업을 할 때도 자료를 찾을 시간을 주면 

아이들은 도서 에 가서 자료를 찾아도 되냐고 

해서, 수업  자료를 찾는 시간에는 항상 교실 

문을 개방하여 도서 에서 자료를 찾는 것을 허

용했다. 

도서 을 단순히 책만 읽는 곳으로 생각하는 아

이들이 많은데, 자료의 창고라는 생각으로 탈바

꿈하고 있었다. (담임교사 2차면담, 2012. 2. 20)

담임교사와의 면담 사문을 보면 학생들은 

이미 학습지원을 한 학교도서 에 해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기 이고 일상

인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업 경험을 통해 지

 호기심이 생겼을 때 자신의 정보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 의 공간으로 도서 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실행 후 가진 체면담에서 학생들은 책

만들기나 자료탐색, 독서에 한 흥미 등에 

해 만족하는 내용이 많았던 반면, 2차 실행 후 

가진 서술형 설문조사에서는 탐색뿐만 아니라 

정보활용과정 반에 한 만족과 이를 통해 습

득한 결과물이 축 됨에 따라 지식 이해의 폭이 

확 된 것에 만족하는 내용이 많았다. 스스로 

정보원을 찾고 분석, 해석, 종합, 정리하는 과정

을 거쳐 내면화된 지식이 쌓여가는 것에 한 

만족감은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자기교육’의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경험은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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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활용능력 향상 

4.2.1 정보활용교육과 평가

다양한 정보자료의 활용과 정보자료의 활용 

과정에 한 평가를 수반하는 수행평가는 학교

도서 과 정보활용교육에 많은 향을 끼치고 

있다. 수행평가의 종류에는 서술형 검사, 논술

형 검사, 구술시험, 찬반 토론법, 실기시험, 실

험․실습, 면 , 찰법, 연구보고서법, 포트폴

리오법 등 매우 다양(이병기 2012)한데, 이 연

구에서는 특정 산출물을 요구하는 평가로 ‘연구

보고서법’을 채택하 다. 연구보고서법은 특정 

주제에 해서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종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 교

과는 물론 정보활용교육에서 리 용하고 있

는 평가방법 의 하나이다(이병기 2012).

수행과정을 통해 제출한 보고서는 이병기

(2012)가 제시한 연구보고서 수행평가 척도를 

등학교 4학년의 연구 결과물임을 감안하여 

단순화하여 변형하 으며,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4.2.2 수행 과제 해결 방법 

수행평가를 한 과제로 사회과는 ‘옛날 여자

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제시했고, 과학과는 

‘지진이란 무엇인가?’를 제시하 다. 3개 학  

 실행수업을 한 학 인 가반은 25명  25명 

원이 제출하 고, 나반은 22명  18명, 다반

은 23명  22명이 제출하 다. 체 70명 학생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5명이었

으며, 과제를 제출한 65명을 상으로 과제해결

과정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과제해결 방법에 한 질문에 한 답변은 실

행수업을 한 학 인 가반 학생은 수행과제 해결

을 해 도서자료를 이용하거나 도서자료와 인

항목 평가 척도 배

자료의 

수집

한 자료를 충분

히 수집하 는가?

한 자료를 두 가지 이상의 정보원을 통해 수집하 다. 3

한 자료를 한 가지 정보원을 통해 수집하 다. 2

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 다. 1

내용의 

성

연구과제에 한 다

양한 사고과정을 거

쳐 타당하고 정확하

게 기술하 는가?

스스로 주제질문을 하여 주제를 추출하고 구성하여 타당하고 정확하게 기술하 다. 5

정의, 원인, 종류 등 체계 인 주제를 구성하여 타당하고 정확하게 기술하 다. 4

한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구성하여 타당하고 정확하게 기술하 다. 3

한 한 가지 주제를 구성하여 기술하 다. 2

단문의 답으로 기술하 다. 1

내용의 

표  

내용을 내면화하여 

표 하 는가? 

구성한 주제에 맞게 정보를 내면화하여 구성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정리하 다. 4

자기내면화하여 정리하 다. 3

자기 내면화하지 않고 내용을 정리하 다. 2

내용을 그 로 인쇄만 하여 부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

인용

표기

참고문헌을 정확하

게 기술하 는가?

정보원을 구체 으로 밝  두었다. 3

정보원의 종류만 밝  두었다. 2

출처 기록이 없다. 1

<표 6> 수행 평가 결과물 평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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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자료를 같이 이용해서 과제를 해결하 다

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사진자료를 인용하기 

편리하여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있었으

며, 다른 학 에 비해 해결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볼 수 있다. 반면 수업을 하지 않은 학 인 

나반과 다반은 인터넷자료만을 이용했다고 답

한 학생이 가반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도서자료를 이용한 가반 학생들은 부분 학

교도서 을 이용했으며 직  탐색해서 해결했

다고 답하 다. 스스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능

력이 생겨서 좋다는 학습자평가 내용을 보면 학

생들은 본인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할 수 있

는 능력이 생긴 것에 해 뿌듯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 자료 이용 방법에서 기타는 가

정에 있는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자료를 정보원으로 근한 62명6) 학

생들에게 가장 먼  근한 사이트가 무엇인지

를 묻는 질문에는 ‘네이버’로 근한 학생이 49

명, ‘다음’이 3명, ‘야후’가 3명, 련 홈페이지로 

근한 학생이 7명이었다.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보는 메뉴로는 지식 련, 백과사 , 카페 

는 블로그, 이미지, 기타 순이었다. 이를 보면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해 많은 학생들이 ‘네이

버 지식인’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평소 과제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한 결과

로 도서자료를 이용하는 학생이 20명이었으며, 

인터넷자료 50명, 신문잡지 0명, 주 사람 1명, 

기타 0명이었다. <그림 1>과 같이 각각의 자료

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 정확성, 편리성, 근

성, 최신성, 사고확장성으로 나 어 물었는데, 

도서자료는 정확하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며, 인

터넷 자료는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답변

이 월등하게 높았다. 

수행과제 해결 과정에 한 설문 결과를 통해 

정보활용교육을 정기 으로 받은 가반은 정보 

과제를 해결할 때 도서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익

숙해졌으며 스스로 학교도서 을 이용하여 자

료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2.3 수행 과제물 평가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한 한 자료를 충

분히 수집하 는지, 연구과제에 한 다양한 사

<그림 1> 자료 선택 이유

 6) 가반 학생  인터넷자료에 근했으나 선택하지 않은 5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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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정을 거쳐 타당하고 정확하게 기술하 는

지, 내용을 내면화하여 표 하 는지 그리고 참

고문헌을 정확하게 기술하 는지를 평가기 으

로 하여 수행과제를 평가하 다. 실행수업을 한 

연구학 (가반)과 하지 않은 비교학 (나반, 다

반)의 평가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을 보면 연구학 의 평균이 비교학

의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각 항목별로 보

면 내용 성과 내용표  항목에서는 두드러

진 차이가 있으며, 자료수집에서는 그보다 은 

차이가 있고, 인용표기 항목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여, 한 정보를 해석해 내어 자신만의 

표 방법으로 정보를 해결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으나, 자료의 출처를 표기해야한다는 인식에

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연구학 의 표 편차가 비교학 의 표 편

차보다 체로 더 큰 것은 연구학 의 경우 정

보활용능력에 개인차가 있어 차이가 많지 않은 

비교학 에 비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과목별로 

비교해 보면 과학과 과제가 사회과 과제보다 명

확하게 문제를 악할 수 있고, 참고 자료를 수

집하기 한 과정이 다양하고 편리했기 때문이

라고 보여진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료수집 항목에서 가반

은 한 종의 도서자료를, 나반과 다반은 인터넷 

지식 련 자료를 주로 참고하 음을 알 수 있고, 

내용 성 항목에서는 개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연구 학 과 비교 학 간의 차이 

한 두드러졌다. 내용표  항목에서는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학생은 그 로 복사하여 붙여 완

성한 경우가 많았고,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학

생은 스스로 내용을 구성하여 내면화한 경우가 

많다. 인용표기 항목은 사회과와 과학과 모두 

연구학 이 참고문헌 표기를 구체 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료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학습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과

제를 제출하는 과정에 담임교사가 자료출처를 

기입하는 등 학습자가 결과물을 제출하면서 기

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과 수행평가 결과 사회과 수행평가 결과

연구학  평균 

(표 편차)

비교학  평균 

(표 편차)

연구학  평균 

(표 편차)

비교학  평균 

(표 편차)

자료수집

(3 )

2.44 

(0.50662)

2.05

(0.22924)

2.28

(0.45826)

2.09

(0.28790)

내용 성

(5 )

3.32

(0.90000)

2.16

(1.04119)

2.68

(1.21518)

1.76

(0.85489)

자료표

(4 )

2.36

(1.11355)

1.24

(0.43496)

1.96

(0.93452)

1.35

(0.59708)

형식

(3 )

2.60

(0.70711)

2.55

(0.69100)

2.24

(0.87939)

2.24

(0.81868)

계

(15 )

10.72

(2.47521)

8.11

(1.50524)

9.12

(2.65812)

7.44

(1.74410)

* 연구학 (n=25), 비교학 (n=37) * 연구학 (n=25), 비교학 (n=34)

<표 7> 수행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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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 과 비교학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SPSS 20을 이용하여 t-검정을 하 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과학과에서는 자료수집과 내용 성, 내용

표  항목에서 유의확률 .05이하로 두 그룹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인용표기 항목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는 “t(35.994)=4.719, 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사회과에서는 내용 성과 내용표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자료수집과 형식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의 유의확률은 “t(38.235)=2.710, p<.0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수행평가 결과물을 질 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인터넷정보원을 참고한 과제물의 경우 주어진 

과제에 해 간략한 정의만 조사한 것이 많았고, 

띄어쓰기, 문단모양, 오탈자 등을 수정하지 않고 

그 로 인쇄해서 제출한 과제물도 많았다. 이는 

인터넷 정보원의 특성상 스크랩하여 인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과제물이 

체로 3～4가지 정보로 내용이 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는 검색 키워드

가 단순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물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반면 연구학 의 과제물

은 인터넷자료와 도서자료를 같이 이용하여 과

제물을 작성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탐색한 자료

라 하더라도 검색 키워드가 다양했기 때문에 다

양한 결과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검색 키워드

를 어떻게 구체화하는가는 검색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좋은 기 가 된다. 같은 질문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질문을 그 로 검색 키워드로 사

용하는 학생과 질문을 분석하여 자신이 더 구체

으로 알고 싶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검

색 결과를 가져온 뒤 수행과제를 해결하는 경우 

과제물의 내용이 질 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과 수행과제인 “옛날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에 ‘옛날 여자’, ‘옛날 여자

들’, 혹은 질문 문장을 그 로 ‘옛날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그 로 검색하는 경우와 

‘옛날 여자들의 생활’ 혹은 ‘삶’이라고 단어를 

바꾸는 경우, ‘조선시  여자들의 생활’이나 ‘고

려시  여자들의 생활’처럼 구체 으로 시 구

분을 두는 경우, ‘옛날 여자들의 직업’ 는 ‘옷’, 

‘놀이’, ‘일’, ‘여가생활’ 등으로 나 어 검색하는 

경우, ‘국립민속박물 ’과 같이 련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경우 그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과학과 사회과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자료수집 3.570 30.708 .001 1.842 37.646 .073

내용 성 4.530 60 .000 3.399 57 .001

내용표 4.774 28.998 .000 3.041 57 .004

인용표기 .329 60 .743 .021 57 .983

계 4.719 35.994 .000 2.710 38.235 .010

<표 8> 과학과 사회과 수행평가 결과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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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은 반복되는 학습과

정에서 생겨나는 결과이다. 

5. 결론  제언 

5.1 결론

학교 장에서 학교도서 이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하기 한 방법의 하나로 ‘정보활용교

육을 통한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업’을 수행하

고자 하 다. 그동안의 자유독서나 이용교육 

는 일회 인 자료활용수업에 한정되었던 도서

활용수업이 아니라 정기 으로 진행되는 수

업을 통해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도서 에 한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고, 정

보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그 효과와 개선 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구시 달서구 S 등학교 4학

년 1개 학 을 상으로 도서  이용교육 2시

간과 주1회 2시간씩 20회에 걸쳐 2012년 3월부

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도서자료 심’, ‘교과 심’, ‘주제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년에 걸쳐 이병기(2006)

가 제안한 ‘정보탐색․정리형’ 수업과 ‘정보분

석․해석형’ 수업을 기본으로 각각 8회씩 실행

하고 ‘정보종합․표 형’ 수업과 ‘정보탐구․

로젝트형’ 수업으로 활동 심의 수업을 각 2회씩 

실행하 다. 와 같은 연구 설계에 따라 실행

된 이 연구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주제를 심으로 주제망을 작성하여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소주제를 자발 으로 

선정하도록 하 다. 둘째, 스스로 정한 소주제

를 해결하기 해 자료를 자율 으로 탐색하고 

선별하도록 하 다. 셋째, 1차 실행 수업에서는 

합한 정보원(도서)을 찾고 정리하는 능력에 

을 두고, 2차 실행 수업에서는 합한 정보

원을 다양하게 탐색하여 분석, 해석한 뒤 정리

하는 능력으로 발 시켜 진행하 다. 넷째, ‘책

만들기’를 통해 학습과제에 합한 정보를 종합, 

표 하는 수업과 모둠학습으로 ‘ 로젝트 활동’

을 통해 모둠별로 탐구과제를 정하고 기획하는 

정보탐구․ 로젝트형 수업을 하 다. 다섯째, 

매수업마다 마지막에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학

습주제에 한 생각을 넓히기 한 방법으로 도

입부분에서 읽어주기도 하 다.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해 수행평가를 실시

하 다. 연구보고서형태로 제출된 수행평가 결

과물을 4항목(자료수집, 내용 성, 내용 표

, 인용표기)의 총  15 으로 수화한 뒤 평

균과 t-검정을 통해 검증하 다.  3개 학  학

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한 과정에 해 설

문을 함으로써 연구학 과 비교학 의 정보과

제 해결 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면담결과와 수행평가 결과를 종합하

면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 변화와 정보

활용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결과를 살

펴볼 수 있다. 

첫째, 도서 활용수업 경험을 통해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이 변화하 다. 수업을 통

한 자료 이용은 독서와 도서  이용 향상과 교

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 의 역할에 

해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둘째, 정기 으로 시행된 정보활용교육을 통

해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었다. 수행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업 실행연구  311

평가를 통한 연구학 과 비교학 의 차이를 보

고 이를 검증하기 해 SPSS 20을 이용하여 

t-검정을 하 으며, 그 결과 과학과는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과는 유의

확률 .010으로 P<.05이므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도

서 활용수업을 장기 으로 설계하여 운 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해서는 문인력 확보가 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면에서도 독서

환경뿐만 아니라 도서 활용수업을 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장서면에서도 교과별, 학년별, 

자료 형태별로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고 

이를 한 장서개발이 필요하다. 

5.2 제언

5.2.1 수업 환경 개선

도서 활용수업을 해서는 수업 환경이 개

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시간 으로 가능해야 하

는데, 정보활용교육만을 한 시간을 정기 으

로 확보하는 것은 학교 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시간에 교사의 교수방

법의 개선을 통해 학교도서 의 장서를 활용하

는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

과교사의 의식이 변해야 가능하므로, 교사들의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도서 활용수업에 한 

인식 변화를 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교과연계 도서

활용수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도서 활용

수업을 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한 

시간 확보에 한 어려움은 담임교사의 답변을 

통해 도서 활용수업이 오히려 교과시간을 단

축시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  활용수업을 거의 매주 2시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교육과정 시수 조정을 하면

서 좀 빡빡하게 1년이 진행되지 않을까? 다른 

반보다 진도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

정이 더 앞섰는데, 도서 활용수업 후 사회, 과학

과 수업에서는 먼  한 수업에 한 보완, 앞으로 

할 수업에 한 선지식 쌓기 등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3차시 분량의 수업을 2차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임교사 2차면담, 2012. 2. 20)

둘째, 도서 활용수업을 해서는 공간 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도서  활성화사업

으로 환경개선이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이는 독

서환경을 한 개선에 치우쳐, 정보활용교육을 

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로젝션 

TV는 화면이 작아 학습자료가 잘 보이지 않고, 

서가배치를 우선한 결과 모둠활동공간도 충분

하지 않았다. 교사용 컴퓨터도 사양이 오래되어 

하이퍼링크 자료는 볼 수 없었다. 

셋째,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도서 활용수업

을 해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자료가 갖추어져

야 한다. 등학교 도서 은 도서자료가 부분

인데, 다양한 분야의 장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교과 심의 도서 활용수업을 

해서는 다양한 분류주제 도서를 다양한 종류로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림책은 부분 교사들이 학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학자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

다. 하지만 수업 에 읽어  도서는 부분 그

림책이었으며, 학습주제와 련되어 있어 연구

주제에 한 생각을 열어주는 데 유용한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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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었다. 도서  장서에 한 구체 인 이

해가 은 교과교사들은 이를 해 사서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마련해야 하지만 사서교사 

확충율은 무 낮아 자료 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사서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활용교육을 통

한 도서 활용수업을 해서는 교과별, 단원별 

활용가능한 도서 목록이라도 확보된다면 교과

심의 정보활용교육을 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넷째, 정보활용교육을 한 문인력이 필요

하다. 연구자와 함께 20회 수업을 수행한 학생

들은 연구과정을 모두 마친 뒤 어떤 부분이 수

업에서 가장 힘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종합 

정리’, ‘정보 표 ’, ‘과제 선정’, ‘분석 해석’, ‘자

료 탐색’의 순으로 힘들었다고 답하 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정보를 분석, 해석한 

정보를 종합, 정리하는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

게 된다. 상시 이고 정기 인 정보활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있는 문인력 배치가 시 하다. 

정보활용교육을 교수할 주체이자 도서 활

용수업을 교과교사와 함께 력해야할 주체인 

사서교사가 되기 한 문 인 교육 한 필요

하다. 이를 해서는 학교도서  운 자로서, 독

서지도자로서 사서교사의 역량을 개발해  수 

있는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김종성 2006).

5.2.2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도서 활용수업은 단

순한 수업이 아니다. 다양한 정보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탐색한 자료를 분석

하고 해석하기 해서는 그에 맞는 읽기능력과 

이해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 정리, 표

하기 해서는 이에 맞는 자료조직력이나 표

능력도 필요한 종합 인 학습능력을 필요로 하

는 수업방법이다. 

이는 미래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며 

이를 한 학교교육에의 변화 필요성은 이미 오

래 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한 학

교 장의 인식변화가 느리고, 구체 인 방법과 

지원이 제시되지 않은 실정에서는 실 인 어

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한 다양한 교

수방법을 통한 교육 방법 개선의 한 가지로 정

보활용교육을 통한 도서 활용수업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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