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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정보리터러시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리터러시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제안하 다. 

재정의를 하여, 오늘날의 정보환경을 표 하는 정보리터러시 2.0, 사회  맥락, 메타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조사, 분석하 다. 정보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사회  계’,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정보에 한 평가  안목’ 등을 추출하 다. 교육의 방법(미디어)을 결정하기 하여, 소셜미디어의 

편재성을 조사하 고, 조사결과 소셜미디어는 편재성이 높은 미디어로서,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활용되는 것이 함

을 밝혔다. 후속연구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한 실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redefines information literacy (IL) and recommends its contents and media (platforms). 

Redefinition of IL was based on concepts such as ‘Information Literacy 2.0’, ‘Social Context’, ‘Metaliteracy’, 
‘Transliteracy’, ‘Social Media Literacy’ and related researches. ‘Social Relationship’, ‘Media Convergence’, 
‘Critical and Evaluative Insight on Information’ was extracted by major contents of new IL. To determine 

program methods, mass media’s ‘ubiquity’ was applied to the study. Some social statistics reports proved 
that ubiquity of social media is quite high. Finally, proposed empirical study of IL using social media 
by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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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어느 시기나, 그 사회에서 가장 인 커

뮤니 이션 도구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원동력이었다. 읽고 쓰는 능력

이 요했던 시기에는 이른 바 ‘리터러시’가 문

제 해결에 필수 인 능력이었으며, 정보환경과 

사회문화가 진화하면서, 컴퓨터를 다룰  아는 

것이 요해졌고,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이 보편

화되고, 인터넷을 비롯하여 네트워크의 사용이 

확 되면서, ‘컴퓨터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

시’, ‘네트워크리터러시’ 등이 요하게 평가되

었다. 

1980년  후반에 어들면서부터는 사회

의 다양화와 정보기술의 속하고 꾸 한 발

으로 인하여, 정보량이 증가하 고, 정보를 획

득하여 이용하기 해서, 사람들은 정보의 필요

성 인식, 정보원의 이해, 정보의 근방법 이해, 

정보 탐색 략 수립, 정보의 평가, 정보의 종

합․분석, 정보 련 법  윤리  문제 이해 등 

종합 인 정보활용능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러한 능력을 ‘정보리터러시’라고 일컬었다.1) 

최근 들어 ‘소셜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네트워

크 패러다임이 성립되었고, 스마트 기기를 랫

폼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격한 보 은 정보

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미국 도서 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 

미국 학도서 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이하 ACRL), 국 국

립  학도서 회(Society of College, Na- 

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이하 SCONUL), 

호주 학도서 사서 의회(Council of Austral- 

ian University Librarians, 이하 CAUL), 호주 

뉴질랜드 정보리터러시 연구소(Austral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 

cy, 이하 ANZIIL) 등 각국의 도서  련 기

이 정보리터러시의 정의, 표 , 모형들을(ACRL 

2000; SCONUL 2011; CAUL 2001; ANZILL 

2004) 제시하 고, 이들을 기 으로, 연구자들

은 정보리터러시의 주요 핵심 요소들을 구성하

여 이용자의 정보리터러시 수 을 테스트하

고, 이용자의 정보리터러시 함양을 해 로

그램을 개발하고 용한 연구를 꾸 히 수행해 

왔다. 고 인 표 과 모형은 핵심 이고 기

본 이며 보편  내용으로 구성되어, 용이 쉽

고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표 들과 모형의 구성 내용들은 복되어 있어 

내용이 비슷하고, 최근 변화 발 하고 있는 온

라인 정보환경과 소셜미디어 사회의 상황을 반

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리터

러시 임웍에 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MacKey & Jacobson 2011). 

도서  자원의 이용과 안내를 주로 시작된 

도서  이용 교육은, 시청각 도구를 통한 교육, 

CD와 컴퓨터를 통한 정보검색 주의 교육, 그

리고 비교  최근의 웹 기반 정보리터러시 교육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과 도구 에서 이루

어져 왔다. 정보 랫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

 1) ‘정보리터러시’는 문헌정보학계에서 ‘정보활용능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는 다른 리터

러시와의 계를 다루고 있어, 논문 안에서의 통일성을 하여, ‘정보리터러시’로 사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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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호도와 호기심이 높은 미디어가 정보리

터러시 교육에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보

리터러시의 구성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을 한 

랫폼 한 정보환경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

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사회가 새로운 정보환경으

로 진입하여 이 보다 복잡한 문제 상황에 많

이 노출되었고, 이 에 없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근도 많아지는 등 정보활용과 

련된 제반 문제들에 심을 두어야 할 시 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리

터러시에 한 정의를 재검토하고, 구성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방법에 있어

서도 어떤 미디어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정

보리터러시 교육에 효과 인지 논의해 볼 필요

가 있다. 

1.2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정의와 구성 내용을 

검토하고, 오늘날의 정보환경과 정보리터러시와 

련된 개념들, 즉, 정보리터러시 2.0(informa- 

tion literacy 2.0), 사회  맥락(social context), 

메타리터러시(metaliteracy), 트랜스 리터러시

(transliteracy), 소셜미디어리터러시(social me- 

dia literacy)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정보리터러시를 수정, 보완하고, 구성 내용을 

추가하기 한 기반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

리터러시의 정의와 구성 내용을 확립한다.

(2) (1)의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정의와 내용

을 바탕으로 정보리터러시의 교육내용을 설정

한다.

(3) 교육의 도구와 방법(미디어)으로 소셜미

디어의 활용 가능성을 밝히기 하여, 매스미디

어의 ‘편재성’ 개념을 용한다. ‘편재성’의 측면

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가능성을 증명한다.

2. 정보리터러시 정의에 한 논의

정보리터러시의 정의와 내용에 한 논의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리터러시 2.0, 사회

 상황, 메타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에 하여 차례로 조사하 다. 

2.1 정보리터러시 2.0

정보리터러시 2.0은 두 가지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념 으로 통 인 리터러시에

서부터, 컴퓨터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 네트

워크리터러시 그리고 정보리터러시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다음에 등

장하는 리터러시라는 의미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리터러시가 갖는 의미들은  복잡해지고 

능력이나 기술들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

한 경향은 사회의 복잡한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web 1.0에서 web 2.0으로, library 

1.0에서 library 2.0으로 개방, 참여, 공유 등의 

서비스 정신을 포함하여 기능이 향상된 것을 의

미하는 것처럼, 이 의 정보리터러시에서 웹 2.0

의 정신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처하는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정보리터러시 2.0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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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LITERACY

⇓

COMPUTER LITERACY

⇓

MEDIA LITERACY

⇓

NETWORK LITERACY

⇓

INFORMATION LITERACY

⇓

INFORMATION LITERACY(2.0)

<그림 1> 리터러시 연속  발  단계에서 정보리터러시 2.0 추론

블로그에서 처음 등장하 고, 이후 학술기사를 

통하여 언 되기 시작하 다. Tuominen(2005) 

등은 소셜 테크니컬 필터링 시스템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의 정보리터러시는 표 화․

획일화 될 수 없고, 객 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하 다. 한 새로운 버 의 정보리터

러시가 정의된다면, 그것은 정보의 질, 정확성, 

진정성, 독창성,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고 하 다. 

Spiranec과 Zorica는 정보리터러시 2.0을 도

서 이용교육에서 이어지는 정보리터러시 교육 

2.0의 에서 정리하 다. 도서  이용교육, 

정보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정보리터러시 2.0 교

육의 포  범 에 하여 비교하여 설명하 다. 

즉, 통 인 도서  이용교육은 핵심 인 작은 

역의 이용자 교육을, 정보리터러시 교육은 이

용자 교육 역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역, 그

리고 정보리터러시 2.0 교육은 이 의 정보리터

러시를 포함하는 더 큰 역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 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그림 2> 정보리터러시 2.0 로그램에 포함된 정보 랜드스 이 의 확장 

(출처: Spiranec & Zorica 201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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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통 인 이용자 교육에서는 교육해야 하

는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되지만, 정보리터러시

와 정보리터러시 2.0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보다 더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몇 가지 티칭 상황에서 정보리터러시

의 특징을 설명하 다. 즉, 교육의 핵심은 해석

(interpretations)과 교섭(negotiations)이며, 교

육의 내용에는 정보의 맥락, 권 , 신뢰성, 정확

성의 인지가 포함되며, 교육 로그램은 다양한 

경로로 인도되어 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징

지었다. 한 이용자는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정보의 창조자이며, 교육방법은 보다 확 되고 

통합되어, 혼합된 형태의 교육 방식( 랜디드 

혹은 하이 리드 방식)을 추구하며, 웹 2.0의 정

신을 갖는다고 하 다(Spiranec & Zorica 2010, 

148-151).

2.2 사회  맥락(Social Context)

‘social context’는 우리말로 ‘사회  맥락’ 혹

은 ‘사회  환경’ 등으로 표 할 수 있는데, 이것

은 “개인 는 어떤 집단에 향을 미치는 모든 

물리 ․사회문화 인 외부 환경”을 의미한다 

(‘social environment’ in WIKIPEDIA: 네이

버지식백과 ‘사회  맥락’). 정보환경과 련지

으면, 재의 정보 추구  활용에 향을 주는 

사회  환경과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맥락과 련하여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기술  근(socio-technical practice 

approach)’, ‘사회 구성주의  임웍(social 

constructionist framework)’, ‘사회  계(social- 

relationship)’, ‘커뮤니 이션 근(communica- 

tion approach)’, ‘사회문화  조건(social-cultural 

conditions)’ 등이 있다. 

‘사회기술  근’은 정보리터러시의 이론과 

실제는 공통체 이고 력 인 양상에서의 정

보기술과 능력을 다루어야 하고 정보기술은 그

것이 사용되는 지식 분야, 조직 그리고 실제 과

업과 무 하게 가르칠 수 없으며, 정보 기술, 작

업환경에 한 학습, 특정 지식의 형성 과정들 

사이에서 상호 역할에 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정보리터러시 이니셔티 의 발 을 해 

필요하다는 것이다(Tuominen et al. 2005). 

Noargaard(2004)와 Harris(2008)의 조사에 

의하면, 정보리터러시에 한 표 들은 사회 구

성주의  임웍과 서로 모순되는 이 있다. 

학습을 지원하는 정보리터러시 측면에서 볼 때, 

학습은 한 개인과 단일한 지식체 사이에서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

의 표 들이 이러한 사회 구성  계들을 

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 다. 

Lloyd(2006)는 정보리터러시를 작업 장, 

고등교육, 학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 랜드

스 이 를 구성하여 정의하 다. 이것은 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에 하여 범 한 정의

를 내리고자 함이었는데 정보리터러시는 기술 

주의 특성에 따라 정의되거나 아무런 맥락 없

이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정보 랜드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작

업이나 학습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 에서 정의되

어야 한다. 

사회  맥락에 한 의견은 최근의 이슈만은 

아니다. Shapiro와 Hughes는 교양과목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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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터러시를 제안하 다. 정보리터러시의 커

리큘럼은 7개의 리터러시로 구성되었고, ‘Socal- 

Structural Literacy(사회구조  리터러시)’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구조  리터러시는 정보가 

사회 으로 네트워크된 그룹들의 일상에 들어

맞는 방법을 아는 능력이라고 하 다(Shapiro 

& Hughes 1996). 이미 20여 년 에 정보리터

러시가 사회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언

되었지만,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이나 측정항

목에 반 되지 못하다가 오늘날 소셜네트워크, 

소셜미디어 등이 사회 문화에 향을 주면서 주

목을 받고 있는 듯하다. 

사회  상황과 련된 개념들의 공통 은 기

존의 정보리터러시의 정의와 표 에 보완하거

나 추가하면서도, 정보기술 주가 아니라, 사회 

환경, 문화의 재 상태, 그리고 정보 이용자의 

주변 상황과의 계를 고려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

2.3 메타리터러시

메타리터러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리터러시들

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이다. Mackey와 Jacobson

은 사이버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시각 리터

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의 유창성 등이 정보리터러시와 함께 통합 구성

되는 개념인 메타리터러시로 정보리터러시를 재

구성해야 한다고 하 다(Mackey & Jacobson 

2011). 메타리터러시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가정하 다. 메타리터러시는 리터러시의 통합 

외에도, 통 으로 정보리터러시의 교육과정

과 유사하게 보는 비  사고를 필요로 하며, 

평생학습 한 제로 한다. 이것은 McClure

가 리터러시들의 공통된 부분으로 정보리터러

시를 설명한 것과는 다른 이라고 할 수 있

다(McClure 1994). McClure의 정보리티러시

는 리터러시들의 공통 핵심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 리터러시들 간의 교집합으로 개념을 정의하

는 것이며, 메타리터러시는 계되는 모든 리터

러시의 합, 즉 합집합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정보를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요건들이 많아졌고, 정보가 다양한 경

로와 형식으로 추구되고 활용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메타리터러시의 구성 내용을 그림으로 표

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메타리터러시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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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트랜스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는 “신호보내기와 구술성에

서부터 필기, 인쇄, TV, 화 그리고 디지털 소

셜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랫폼, 도구, 미디어 

등을 넘나들며 읽고 쓰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이다(Thomas et al. 2007).

특히, 트랜스리터러시는 ‘미디어 융합(media 

convergence)’이라는 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

으며, 제3의 구술성-구술성의 부활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미디어 융합은 기존의 서로 다른 

형식의 정보들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달

되고 하나의 미디어가 멀티미디어 정보를 처리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며, 단순히 기술 인 변화 

발 만이 아니라 산업, 문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련된 것으로 본다(이동후 2009, 25-27). 

오늘날 표 인 미디어 융합의 실화는 스

마트폰을 통하여 구 되고 있으며, 미디어 융합

에 한 학자들의 견해와 스마트폰의 확  이용

을 염두에 둘 때, 이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 트랜스리터러시는 정보 획득과 활

용에 있어서도 요하게 평가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2.5 소셜미디어리터러시 

최근 들어, 정보네트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소셜네트워크가 등장하 고, 정보의  다

른 랫폼으로 소셜미디어가 각 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추구와 활용에 한 논의에서 소

셜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한 소셜미디어를 잘 다루는 것은 이 

시 를 살아가는 강력한 능력이다.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 이나 사 기  할 것 

없이 모두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잠재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달하거나, 의도된 정

보를 홍보하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구․획

득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한, 통 인 면

면의 커뮤니 이션과 같은 즉각 이고 방향

인 의사소통도 이루어 내고 있다. 

소셜미디어 정책의 부재와 리 미흡으로, 소

셜미디어의 잘못된 활용 사례가 사회의 반에

서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와 소

셜미디어는 문제 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향

력으로, 한 시 의 문화를 표하는 상이며, 

가장 세인 미디어로 자리하 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소셜미디어 리

터러시에 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효숙(2012)은 소셜미디어를 “소셜미디어 

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회  기술  문화

 역량”으로 정의하 고,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결정하기 하여, 잘 알

려진 Jenkins의 ‘참여  문화 이해’를 심으로 

‘(창조 ) 구성’, ‘(공진화 ) 력’, ‘참여  해

석’, ‘호혜  교섭’이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의 구

성 요소로 가능한지를 테스트하 다. 그 결과, 

참여  해석은 정보의 ‘신뢰성 단-비  읽

기, 수정  쓰기’로, 창조  구성은 ‘재조합, 

공유-의미 있는 콘텐츠의 창출’로, 공진화  

력은 ‘집단지성’으로, 호혜  교섭은 ‘복합  

존 ’으로 획득될 수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의 의

미 있는 사용은 ‘네트워크 인식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리터러시의 구성 내용을 ‘창조  구

성’, ‘참여  해석’, ‘호혜  교섭’, ‘네트워크 인

식’으로 가능함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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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리터러시 재정의

정보리터러시는 ALA의 정의(ALA 1989)

와 Doyle(1992)의 정보소양인에 한 정의 등

을 근간으로 하여,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에 근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러한 정보를 평가하여, 목 에 맞게 이용하고, 

나아가 정보 이용에 수반되는 사회  윤리  책

임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이 정의를 재 정보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 

추가하기 해서, 앞 장의 ‘정보리터러시 2.0’, 

‘사회  맥락’, ‘메타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 

‘소셜미디어리터러시’에 한 조사와 분석을 바

탕으로, <표 1>과 같이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정

련 이슈  개념 키워드 정보리터러시 재정의를 한 주요 요소

정보리터러시 2.0

해석 사회  계

교섭 사회  계

정보의 맥락 사회  계

정보의 권 정보에 한 평가  안목

정보의 신뢰성 정보에 한 평가  안목

정보의 정확성 정보에 한 평가  안목

다양한 교육경로(다양한 랫폼) 미디어융합과 다양성 인식

정보의 창조자 
정보에 한 평가  안목 
각종 리터러시 이해

랜디드․하이 리드 러닝 미디어융합과 다양성 인식

웹 2.0 수
사회  계 
미디어융합과 다양성 인식

사회  맥락

(*기술을 우선시 하지 

않음을 강조함)

사회․문화․기술  계 사회  계

공동체 사회  계

력 사회  계

공유 사회  계

메타리터러시

사이버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ICT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시각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디지털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미디어리터러시 각종 리터러시 이해

정보의유창성 각종 리터러시 이해

트랜스리러터시

미디어융합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제3의 구술성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산업․사회․문화 패러다임 사회  계

소셜미디어리터러시

소셜미디어
사회  계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력 사회  계

해석 사회  계

교섭 사회  계

소셜네트워크 인식
사회  계

미디어 융합과 다양성 인식

<표 1> 정보리터러시 재정의를 한 주요 요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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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한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 다. 요소들을 

추출하기 해서, 2장의 조사에 사용한 문헌들

에서 키워드를 추출하 고, 문헌 안에서 키워드

들의 함축  의미를 기 으로 유사성에 한 

단을 하여, 최종 으로 네 가지의 요소로 유형

화 하 다. 즉, ‘해석’, ‘교섭’, ‘맥락’, ‘ 력’, ‘사회 

문화  기술 계’, ‘공유’, ‘산업사회문화 패러

다임’은 ‘사회  계’에 한 요소로, ‘다양한 교

육경로’, ‘미디어 융합’, ‘소셜미디어’ 등은 ‘미디

어의 융합과 다양성 인식’에 한 요소, ‘정보의 

권 , 신뢰성, 정확성’은 ‘정보에 한 평가  안

목’ 요소로 정리하 다. 메타 리터러시를 구성하

는 각각의 리터러시들은 ‘각종 리터러시 이해’ 

요소로 유형화 하 고, ‘정보의 창조자’는 정보

에 한 평가  안목을 갖추고 각종 리터러시를 

이해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이용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에 한 평가  안목’과 ‘각종 리터

러시 이해’ 요소에 포함시켰다.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 인식’은 미디어 융합 환경의 이

해와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된 사

회  계의 인식에 한 것이므로 ‘사회  

계’와 ‘미디어 융합 환경과 다양성 인식’ 요소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하 다. 이 네 가지 요소

를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정의를 수정, 보완하는

데 반 하여, 정보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재정

의 하 다. 

“정보리터러시는 정보의 필요성을 사회  맥락

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도구와 랫폼을 익숙하

게 다루고, 그것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원활하게 근하고, 정보의 권 , 신뢰성, 정확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으로 정보를 선택, 이용하

며, 동료와 함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정

보활동에 자발 으로 참여하여, 집단 지성에 기

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시 의 핵심능력이다.”

4.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

정보리터러시에 한 연구들은 주로, 정보리

터러시 교육 로그램 설계, 정보리터러시 교육 

항목 개발, 정보리터러시 수  측정, 이용자별 

정보리터러시 교육과 측정 등의 역으로 나눠

진다. 교육 로그램과 교육 항목의 개발 연구

들은 각국의 정보리터러시 표 들과 주요 교육 

모형의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 을 도출하여 연

구의 배경으로 삼았고, 정보리터러시 측정 연구

에서는 측정 항목 개발을 해서, 표 과 모형

들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이 재까지 많은 정

보리터러시 연구가 고 인 표 과 모형을 기

반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의 선

행 연구들이 사용한 정보리터러시 내용과 주요 

역 그리고 사용한 표 과 모형들은 다음의 

<표 2>와 같다(김태훈, 한복희 2010; 정 미 

2009; 이용재, 이수상, 조용완, 장임숙 2009; 조

용완, 이수상 2008; 이혜 , 남태우 2008; 장덕

, 최고운 2008; 김성은, 이명희 2006; 장혜란, 

오의경 2005; 이 실 2004). 

정보리터러시의 역은 5~7개이며, 10개의 

선행연구 모두 ACRL을 이용하 고, ANZIIL

과 SCONUL의 표 은 각각 7개의 연구에서, 

CAUL 표 과 Big 6 모형은 각각 3개 연구에

서 이용되었다. 10개의 선행 연구의 정보리터러

시 내용을 6개 역으로 정리하 다. 첫 번째 

역은 정보요구, 필요성 인지, 두 번째 역은 다

양한 정보원에 한 이해, 세 번째 역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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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략 수립과 탐색 수행, 네 번째 역은 정

보의 분석  합성 평가, 다섯 번째 역은 정

보의 체계  조직, 활용, 공유, 종합 능력, 여섯 

번째 역은, 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사회  윤

리  문제 인지와 응능력이다. 

<표 3>은 6가지 정보리터러시 역에서 기

존의 정보리터러시 교육 세부 역과 새로운 정

보리터러시 교육 세부 역을 함께 정리한 것이

다. ‘정보 요구  필요성 인지’는 사회  맥락

을 고려하여 문제의 본질을 악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정보원에 한 이해’에서는 네트워크에 

의하여 확장된 정보원의 이해를 추가하 고, 

한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발생하는 상황과 정

제되지 않은 정보의 속성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보완하 다. ‘정보탐색 략 수립과 탐색 수행’

에 있어서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랫폼을 선택하는 략과 소

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의 이해를 추가하여 보

완하 다. ‘정보의 분석  합성 평가’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근 방법을 갖는 미디어에서 발

생한 혼재된 자원들 에서 정보를 필터링 하는 

능력의 함양과 정보의 권 , 신뢰성, 정확성을 

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하 다. ‘정보의 

체계  조직, 활용, 분석, 합성, 종합’의 내용은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교육 세부내용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교육 세부내용

∙정보요구, 필요성 인지
① 정보 요구의 악(이해) 정의, 표
②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  재평가

① 사회  맥락과 주변상황과의 계에서 문제의 본질
을 악*

②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

∙다양한 정보원에 한 
이해

① 정보원의 목 , 범 , 합성 이해
② 다양한 정보원의 이용

① 네트워크 연결성에 의하여 확장된 정보원과 정보원 
근 방법 이해(오 라인, 온라인, SNS에 흩어져 

있는 정보원들을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근
하는 방법 숙지)*

②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속성 이해*

∙정보탐색 략 수립과 

탐색 수행

① 필요한 정보(원)에 근할 수 있는 
한 방법과 도구 선택

② 탐색 략 구축, 실행

③ 정보의 입수
④ 정보탐색을 한 정보기술, 도구, 수집

방법의 최신성 유지

① 탐색도구, 탐색을 한 랫폼의 선택 략, 사용 

능력 함양과 사용 능력 함양에 한 이해 
② 미디어 융합 환경 이해*
③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 이해*

④ 미디어에 따른 탐색 략 수립과 탐색 수행* 

∙정보의 분석  합성 
평가

① 정보 독해
② 정보 요약
③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목 성  성 

평가

① 정보필터링 능력 함양*
② 정보의 권 , 신뢰성, 정확성 단을 통한 평가*

∙정보의 체계  조직, 활

용, 공유, 종합 능력

① 정보의 조직
② 정보를 기존 지식 체계와 비교 통합

③ 결과물 생산
④ 정보표 , 달

① 력과 공유에 의한 정보생산*
②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보생산 참여*

③ 정보의 창조자로서의 책임 의식 함양*
④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물 작성 능력 함양*

∙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사회  윤리  문제 인

지와 응능력

① 인용, 표 , 작권
② 정보 이용 시의 에티켓

③ 합법  정보 수집과 배포

① 인용/표  이해

② 작권 이해와 실천
③ 연구윤리 이해과 실천*
④ 사이버리터러시 이해와 실천*

<표 3>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기존의 정보리터러시 vs.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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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공유, 집단지성, 정보 창조자 등의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윤리  문제 인지와 응능력’에 한 부분에

서는 기존의 인용과 표 , 작권에 추가하여, 

연구 윤리의 이해와 실천, 사이버리터러시의 이

해와 실천을 포함시켜, 반 으로 소셜미디어 

환경에 한 이해를 도모한 윤리의식 함양에 

을 맞추었다. 

모두 6개 역에서 18개의 내용 요소가 정보

리터러시 교육내용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

가 표시된 14개 내용요소가 새로운 정보리터러

시 내용에서 강조된 요소들이다.

5. 정보리터러시 교육방법

이 장에서는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사용될 도

구  방법에 하여 논의하 다. 5.1에서는 

재까지의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진화 과정상의 

특징을 정리하 고, 5.2에서는 편재성이 높은 

미디어가 정보리터러시로 활용되는 것이 

함을 제안하 다. 이어서 5.3에서는 최근 확  

이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편재성을 소셜통

계들을 바탕으로 평가하 다. 5.4에서는 도서

서비스와 교육분야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 의 연구들을 개 하여, 정보리터러시 교육

방법으로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 다.

5.1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진화

정보리터러시 교육방법은 오 라인 인쇄자료 

심의 도서  이용교육에서부터, CD, 비디오, 

컴퓨터를 활용한 검색 주의 이용교육을 거쳐, 

웹 기반 온라인 정보활용교육으로 진화하 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특징

이 발견되었다. 

첫째, 랫폼이 진화하 다. 인쇄본을 상으

로 아날로그  랫폼에서 구 되던 교육이 CD, 

비디오 등의 패키지계 미디어에서 구 되었고, 

컴퓨터의 등장 이후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이 세를 이루었으며, 네트워크의 고성능화와 

안정화가 구축되면서는 웹을 랫폼으로 사용

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 에 따라 랫폼이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까지 소셜미디

어가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활용된 사례는 없지

만, 많은 도서 에서 도서  서비스에 응용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리터러시 교육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차로 도서 의 정보 교육은 이용자의 

시공간에 종속되어 간다. 인쇄기반 교육에서는 

도서 과 사서의 시공간에 종속 이었지만, 웹 

기반으로 진화된 상태에서는 이용자가 주도

으로 시공간을 지배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교육에 사용된 미디어들은 각 시기별로 

이용자에게 가장 매력 이고 으로 선호도

가 높은 미디어인 경향이 있다. 를 들어, CD

가 용량의 데이터를 장하여 재생할 수 있어

서 주목을 받았던 시기에는 도서 의 정보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곳에서 CD를 정보의 

장 장치로 선호하여 사용하 고, 그런 유행과 

편의성에 의해 도서 의 교육 매체로도 활용되

었던 것이다. 한 오늘날 많은 학도서 의 

홈페이지에는 정보리터러시 교육 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학생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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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유 에는 학생들에게 가장 이며 선

호도가 높은 근 방식이 웹 기반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의 진화상의 특징에서 볼 때, 

어떠한 미디어로 정보리터러시 교육이 구 되

는 것이 좋을지 측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앞 장의 논의들에서 보듯이, 오늘날은 소셜

미디어가 사회 문화  양상들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정보리터러시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에 하여 검해 볼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서, 매스미디어의 

‘편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소셜미디어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 다. 

5.2 매스미디어의 편재성 

1974년 Noelle-Neumann은 ‘침묵의 나선’ 이

론을 발표하 다. 당시 매스미디어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 의 매스미디어 소효과론 

주장의 오류를 지 하기 시작했고, 특히, 소효과

론의 의견들은 매스미디어 연구 자체를 축시

켰음을 시사하 다. 이런 분 기에서 강효과를 

주장한 학자들  한 사람인 Noelle-Neumann

은 사람들은 매스미디어가 주는 메시지가 세

의 의견인 것으로 생각하고, 고립되기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세의 의견에 따르고, 다수일지도 

모르는 소수로 보이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침묵

하게 된다는 ‘침묵의 나선’ 이론을 발표하 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매스미디어의 3  특징

으로, 성,2) 공명성,3) 편재성을 제시하 다. 

특히, 편재성이란 ‘매스미디어가 모든 곳에 리 

보 되어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고 들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만큼 강한 향

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Noelle-Neumann 

1974; 오택섭, 강 두, 최정호 2003, 57-58).

5.1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진화에서 살펴보았

듯이, 정보 교육을 하여 사용된 교육방법과 

도구(혹은 랫폼)는 당시에 으로 많이 

선호되는 것이었다. 

Noelle-Neumann이 제시한 편재성의 개념

에서 보았을 때, 편재성이 높은 미디어 던 것

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셜미디어의 정보리터러

시 교육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소셜

미디어의 편재성에 한 조사를 5.3에서 실시하

다. 

5.3 소셜미디어의 편재성

본 연구에서는 Noelle-Neumann의 편재성

을 응용하여, 소셜미디어의 편재성을 ‘소셜미디

어의 보  정도, 사람들에게 주는 향력 정도’

로 조작  정의를 내리고 소셜미디어 황 

련 자료와 소셜통계를 조사하 다. 소셜미디어

가 사회에 충분하게 편재되어 있다면 소셜미디

어를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소셜미

디어의 황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소셜 베이

커스 닷컴’에 의하면, 지난 4월 미국 기 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방문자와 이용자 하루 

평균 체류 시간이 포털 서비스의 방문자 수와 

이용자 하루 평균 체류 시간을 추월하 다고 보

고 하 으며, 6월 기 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이

 2) 성은 매스미디어가 같은 메시지를 반복 으로 달하는 특징을 말한다.

 3) 공명성은 매스미디어들이 달하는 메시지는 유사하여 사건에 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특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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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하루 평균 체류시간에 있어서, 페이스북은 

하루 6시간, 야후는 하루 1시간 50분, 구 은 

하루 1시간 20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해 

12월 31일 기 으로,  세계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약 11억 명을 넘었고,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 미국은 163,817,940명이며, 우리나라는 경

우 10,063,420명이다. 세계 인구를 약 70억 명

이라고 가정할 때, 인구 7명  1명꼴로 페이스

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미디어로서 

상당히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는 페이스북 가입자 수로는 세계 28 이며, 우

리나라 국민의 16.89%가 페이스북 가입자이며 

이들  40%가 18-24세, 30%가 25-34세로 

은 층의 이용이 높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년 

동안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한 10개국에 한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라질, 인도, 일본, 인도

네시아, 멕시코, 베트남, 미국에 이어 8 다

(www.socialbakers.com). 

트 터는 본사에서 국가별 집계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2012년 

말 기 으로 우리나라 트 터 가입자 수는 약 

600-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 터는 국

가 으로 혹은 세계 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 력과 향력을 보여주었다. 미국 오바마 

통령의 트 터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선거 

운동, 아이티 지진,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 이

집트 민주화 운동 등이 그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트 터에 한 의 심과 트 터

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려는 의지로 미루어 추정

할 때, 트 터 역시 편재성을 갖춘 미디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상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는 아주경제신문 07.21자 기사에 의하면, 

카카오톡 사용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2012년 

3월에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2013년 7월 재, 

가입자 수 4,400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300

만명, 스토리수 18억개, 댓  수 180억 개를 기

록 이다(아주경제 07.21.). 다른 소셜미디어

에 비하여, 짧은 시간 내에 속하게 된 소

셜미디어이다. 

2012년 SNS 이용 황 조사에서, 10,319명의 

응답자  23.5%가 SNS를 이용한다고 하 으

며, 특히 20 의 SNS 이용률은 61%에 이르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73.2분인 것으로 나타났

다. SNS의 1순  이용에 있어서는 카카오스토

리(31.5%), 페이스북(28.5%)이었으며, 1순

부터 3순 까지 모두 종합한 이용 조사에서는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26.4%),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24.2%), 싸이월드 미니

홈피(21.5%), 트 터(19.4%)의 순이다(신선 

2013). 카카오스토리가 최근 서비스를 개시했지

만, 편재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에 따라 통계수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소셜미디어 가입 비율

은 이미 종이 신문의 구독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윤석민 2012). 

한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SNS 지도를 보면, 

청와 를 비롯하여, 45개 부처에서 SNS를 업

무와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각 부처들은 페

이스북, 트 터, 유튜 , 블로그, 미투데이 등을 

동시에 운 하기도 한다. 청와 의 경우, 에 

언 한 5개의 미디어를 모두 운 하고 있고, 

부분 4개 이상을 운 하고 있다(정부부처 SNS 

지도). 

의 조사의 결과로 볼 때, 소셜미디어는 

 속에 편재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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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더 

많이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개인 인 사용 외에, 사회의 많은 조직

과 기 에서도 효율 인 업무 처리를 해 소셜

미디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단순한 커뮤

니 이션을 넘어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일조하는 미디어로 성장하 다.

정보피로증후군의 유발, 정보필터링의 어려

움, 사생활 침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빠른 

유포 등 소셜미디어의 폐해가 사회의  다른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가 오늘날 

가장 편재성이 높은 미디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특히 스마트 기기 유 가 증가

하면서 소셜미디어의 근성과 일상성은 확

되고, 미디어로서의 편재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

러므로 소셜미디어가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최

의 미디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라도, 시

 흐름에 부합하는 미디어로서 활용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다.

5.4 도서 서비스와 교육 분야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

도서  서비스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 사례

는 드물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다른 기

의 사례나 다른 국가의 도서  사례가 보고되면

서, 소셜미디어 활용에 한 연구자들의 심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수상(2010)은 도서  페이스북 페이

지의 운 실태 조사 연구를 수행하 다. 국내

학도서  10개 , 미국 학도서  10개 을 

상으로, 페이스북(페이지) 운  실태를 조사하

다. 페이스북 가입일, 팬(좋아요) 수, 활동하

는 팬의 수, 팬의 활동지수, 사용하는 어 리

이션의 수 등을 통하여 도서  페이스북 페이지

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

고, 게시물의 유형, 이용자의 소통 황과 소

통지수로 어떤 유형의 게시물이 얼마나 소통되

고 있는지를 조사하 다. 결과, 페이지 운 에 

한 기본 데이터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에 차이

가 있었고, 게시물에 한 이용자 소통 황은 

유사하 으며, 한국의 경우, 동국 , 서울 , 인

제 , 울산 가, 미국의 경우, Yale, Ball State, 

Utah Balley, Washington 등이 활성화된 모범 

사례 다. 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여 이용하는 정도

이며, 극 인 활용단계 수 은 아니라고 하

다. 주로 도서  이용 련 공지, 도서 과 외부

기 의 웹 정보 링크, 사진, 동 상 등을 게시하

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하 다.

사회 반에서 등장한 소셜미디어는 ‘소셜 러

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육계에도 등장하

다. 소셜미디어는 이 에 없었던 사용자 심의 

지식과 정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

인의 능동성과 타인과의 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끌었다. 소셜 러

닝에서 강조하는 개념들은 ‘맥락’, ‘연결’, ‘ 업’

의 세 가지이다.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맥락 심의 학습이 요하며, 네트워크의 발

으로 사회의 요소들이 연결되어 계성이 확장

되며, 업 가치의 사회  확산으로, 집단지성

과 지식의 로슈머(knowledge prosumer)가 

요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소셜 러닝의 특성과 소셜미디어 의 하나인 

페이스북의 활동을 통한 시는 <표 4>와 같다

(권정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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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특성 소셜 러닝의 특성 소셜미디어 활동(페이스북의 )

참여(Participation)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경계 소멸 담벼락, 댓 , 댓 의 댓

개방(Openness) 학습 콘텐츠에 한 자유로운 근과 사용 담벼락, 댓 , 댓 의 댓 , 공유하기, 좋아요

화(Conversation) 참여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 댓 , 좋아요, 공유하기

커뮤니티(Community)
공통의 학습욕구를 지닌 참여자들 간 커뮤니티 

구성
그룹, 페이지 좋아요, 채 , 메신

연결(Connectedness)
참여자의 수  참여자가 소유한 지식, 정보의 

무한한 확장
좋아요, 공유하기, 태그, 친구요청과 수락

* 이 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p.7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살펴본 소셜 러닝의 특성>에 ‘소셜미디어 활동’ 부분을 

추가하여 구성하 음.

<표 4> 소셜미디어 - 소셜러닝 - 소셜미디어 활동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는 러닝에서 

교수와 학습자간의 경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페이스북의 담벼락 쓰기, 댓 쓰기, 댓 의 

댓 쓰기 등으로 가능하고, 개방은 학습 콘텐츠

에 한 자유로운 근과 사용으로, 화는 참

여자간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커뮤니티는 공통

의 학습욕구를 지닌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

성으로, 연결은 참여자 수  참여자가 소유한 

지식, 정보의 무한확장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인 소셜 러닝의 사례로는 TED, KOCW 

등이 있으며 ‘참여’, ‘공유’ 등의 소셜미디어와 

웹 2.0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소셜러닝 외에, 소셜미디어를 교육활동에 

련지은 몇몇 연구가 있다. 체로 연구들은 소

셜미디어가 교육목 에 따라 소귀의 목 을 달

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론 으로 설명하고, 간

단한 시를 보여주고 있다. 김윤선(2012)은 스

마트 시 , 학 쓰기에서 인터넷 쓰기를 

다룰 경우 쓰기의 형식 인 측면이나 기술

인 내용만이 아니라 웹 2.0에 한 정신  지향, 

기술 인 부분뿐 아니라 개방, 공유, 평등, 참여

의 정신을 쓰기를 통해 구 할 수 있어야 한

다고 하 으며, 디지털 쓰기 교육에서, 정직

성, 정보생산능력, 정보수집, 독자고려(필터링), 

의사소통, 평등의식과 집단지성 함양에 소셜미

디어의 활용을 제안하 다. 

김 래(2010)는 ‘ 계’와 ‘소통’의 성향을 갖

는 소셜미디어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육에서도 공감과 공유의 측면

에서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 다. 

특히, 참여  신앙교육의 기반으로 공감의 커뮤

니 이션, 참여  신앙의 완성을 한 공유의 커

뮤니 이션이 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공

감과 공유를 강화시키면 기독교교육의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 다. 

박일우, 김우형, 박주형(2012)은 교양교육에

서 인터넷 집단 지성의 활용을 한 제언을 교

육의 속성에 따라 설명하 고, 계명 학교의 교

양교과목인 ‘ 로벌 커뮤니 이션’, ‘실용시사

어’, ‘크리에이티  디자인’의 세 개의 과목에서 

집단지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용한 

사례를 제시하 다. 결과 으로 집단지성의 함

양에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정 으로 작용할 

것을 측하 다. 

아직 도서 서비스에서 본격 으로 소셜미

디어를 용한 연구는 없지만, 소셜러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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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소셜미디어를 실제 교육 목표에 맞게 사

용한 연구 사례들처럼 정보리터러시의 교육에

도 소셜미디어가 재의 사회 문화  맥락에 맞

는 패러다임을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시 의 정보환경에 

맞는 정보리터러시의 정의, 교육내용과 방법 등

에 하여 논의하 다. 기존의 정보리터러시의 

정의와 구성 내용은 ALA, ACRL, SCONUL, 

CAUL, ANZIIL 등의 각국의 표 인 기 에

서 제시한 정의와 표 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편 이고 안정 이지만, 정보환경의 지속

인 발 으로 인하여, 재검토해야 할 시 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리터러시의 재정의를 해서는, 정보환

경과 이용에 련된 개념과 이슈들을 조사하

다. 정보리터러시 2.0, 사회  맥락, 메타리터러

시, 트랜스리터러시, 그리고 소셜미디어 리터러

시의 주요 내용과 주장을 살펴보고, 정보리터러

시를 재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요소들을 추출하

다. 첫 번째 요소는 ‘해석’, ‘교섭’, ‘맥락’, ‘

력’, ‘사회 문화  기술 계’, ‘공유’, ‘산업사회

문화 패러다임’ 등으로 표 된 ‘사회  계’에 

한 요소이며, 두 번째 요소는 ‘미디어의 융합

과 다양성 인식(다양한 교육경로, 미디어 융합, 

소셜미디어)’, 세 번째 요소는 ‘정보에 한 평

가  안목(정보의 권 , 신뢰성, 정확성)’이다. 

네 번째 요소는 ‘각종 미디어의 이해’이다. 네 가

지 요소가 포함되도록 정보리터러시를 새롭게 

정의하 다. 새로운 정의는 기존의 정의에 새로

운 요소가 추가되어 수정 보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의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구

성하 다. ACRL, SCONUL, CAUL, ANZIIL

의 핵심 구성 내용들을 정리해서 사용하던 일반

인 내용 6가지를 골격으로 하여, 세부 으로 

18개의 교육내용을 제안하 다. 소셜미디어의 

사용과 미디어 융합에 한 이해, 력, 공유,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보의 창조  생산 능력 등

에 강조 을 두었다.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한 방법으로 소셜미

디어의 도입을 주장하 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편재성 개념을 용하고 각종 소셜 통계  조

사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는 편재성이 있는 미

디어로 재의 정보요구를 반 하는 정보리터

러시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한계를 극

복하기 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정보리터러시 재정의,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며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향후에

는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보리터러시 교

육 로그램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실증  연구

를 통하여, 로그램의 완성도와 효과 등을 검

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소셜미디어를 기

반으로 한 정보리터러시 교육과 측정을 해서

는 교육자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와 각종 도구

를 잘 다루는 소  로그램 리터러시가 높은 

수 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에서는 교육자의 자질과 능력에 해서는 고

려하지 않았다. 향후에는 교육자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와 로그램 리터러시 수  등이 이용

자 상의 교육이나 교육 로그램 정교화 과정 

에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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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셜미디어들의 각각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

지 않았다.  세계에 유력한 소셜미디어가 200

여 개에 이르는 재에, 소셜미디어 각각이 갖

는 특성과 이들을 연결했을 때, 어떤 극 인 효

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에 한 논의도 후속 연

구에서 다룰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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