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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ICT 리러터시 수 을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015년도 등학교 300개 학교의 4∼6학년, 학교 300개 학교의 

1∼3학년을 상으로 ICT 리터러시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의 내용에는 능력요소와 내용요소이라는 두 

가지 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학교 모두에서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체로 ICT 리터러시 수 이 높아지지만, 과도

한 컴퓨터 활용은 오히려 ICT 리터러시 수 을 낮추는 부정 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 학교 

모두에서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 시간이 많을수록, ICT 리터러시 수 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 중심어 :∣ICT 리터러시∣리터러시 능력요소∣리터러시 내용요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CT literacy by their computer use and information(computer) educational experienc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mplemented ICT literacy test for students in 300 elementary (4th～

6th)- and 300 middle(7th～9th) schools in 2015. The ICT literacy test was composed of two 

components of ‘literacy ability elements’ and ‘literacy content elemen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both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computer use at home’ and ‘computer outside school,’ and their 

ICT literacy test scores, but their extreme computer use affected their ICT literacy test scores 

negatively. Second, in both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information(computer) educational experiences and their ICT literacy test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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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멀티미디어의 격한 발 에 따라 · 등교육에서 

ICT를 활용한 교육의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

근에는 인공지능의 활용, 소 트웨어 련 교육의 강조

와 더불어 ICT를 활용한 교육에 한 논의가 더욱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ICT의 교육  활용이 꾸 히 논의되고 교육 장에 

용되면서, ICT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제가 

되는 ICT 리터러시에 한 측정  분석에도 심이 커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리터러시를 측정하

기 한 도구 개발  측정과 분석은 개별 연구자가 소

규모로 진행하기에는 연구과정  결과의 신뢰도  타

당도 면에서 연구의 한계 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측정  분석

을 하는 과정들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규

모 연구기 에 의해서 ·장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1][2].

이러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ICT 리터러시 검

사도구 개발 연구에 있어서 아직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에 미치

는 다양한 변인에 해서 다루지 못하고 있고, 성별이

나 지역배경 등에 한정되어서 진행된 경향이 있다

[3][4]. 실제는 가정  학교밖 컴퓨터 활용 빈도 는 

학교내의 컴퓨터 교육 련 경험 등 컴퓨터에 노출된 

정도, 즉 컴퓨터 활용 정도가 ICT 리터러시에 향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컴퓨터 활용 정도가 ICT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주는 것은 추론 가능하지만, 본 연구의 의

의는 이러한 변인 간의 계에 해 표집단 를 국  

단 의 규모로 유층무선표집의 방법으로 실시함으로

써, 다양한 정보를 추후 ICT 교육 정책 연구에 반 할 

수 있는 기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국가 단 의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들에 

해서 정리  분석을 시행하고, 검사문항을 재구성하여, 

ICT 리터러시에 향을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빈도 

련 변인을 탐색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에 따라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생 집단의 ICT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2.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생 집단의 ICT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3.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학생 집단의 ICT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Ⅱ. 학생의 ICT 리터러시에 대한 검사 도구
   개발과 측정 및 활용 실태

재까지 ICT 리터러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온 

ICT 리터러시에 한 연구는 ‘검사 도구 개발’  ‘검사

도구 타당화와 측정’을 한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ICT 리터러시에 한 검사 도구  활

용 실태에 한 연구는 체로 개인 연구자에 의한 소

규모 는 개별 연구보다는 국가 수 의 규모 연구로 

진행되었다. 

[5]는 국가 수 의 ICT 리터러시에 한 연구를 시기

별로 두 단계로 구분해서 정리하기도 하 다. 첫 번째 

단계는 검사 도구 ‘개발’을 심으로 한 단계로서 2007

년과 2009년 사이에 집 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사도구의 개발에 한 보완  검사 도구 타당

화  측정에 한 단계로서 2010년 이후부터 재까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 개발’ 단계에서는 

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ICT 리터러시 평

가 역은 유사하지만, 수  차이를 고려하여 세부 요

소에서는 다르게 개발되기도 하 다. 

먼 , 등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6]에 따르면, ‘컴

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처리’, ‘정보 사회와 윤리’를 포

함한 3개의 내용 역과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과 평가’, ‘정보의 조직과 창출’, ‘정보의 활

용과 리’, ‘정보의 소통’을 포함한 6개의 능력 요소 

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게 개발된 검사도구를 가지고, 

[2]는 3～4학년과 5～6학년을 구분하여 국에 있는 총 

31개 학교 3,461명을 상으로 ICT 리터러시 검사를 실

시하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내용 역에선 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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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모두에서 ‘정보처리’ 역의 수가 상 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7]에 의

해서 교육과정과 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서 ‘내용요

소’와 ‘능력요소’를 두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임 형태의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가 개발되었다. 이 

도구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의 표 과 논리,’ 

‘알고리즘과 모델링,’ ‘정보사회와 윤리’를 포함한 4개의 

내용 역과 ‘정의’, ‘ 근’, ‘평가’, ‘생성’, ‘ 리’, ‘ 달’의 

6개 능력 요소를 포함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ICT 리터러시 ‘측정과 활용 실태’ 단계에서는 

개발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를 타당화한다거나 실제

로 측정하고, ICT 리터러시를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

져고 있다[1][8][9]. 

한편, 최근에는 체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이 수월성 에서 재분야에 ICT 리터

러시가 어떻게 용될 수 있을지에 한 연구도 존재한

다. 를 들면, [10]은 등학생 167명, 학생 159명을 

상으로 하여, 정보, 과학  수학을 포함한 재분야

에 따라 ICT 리터러시 수 을 비교 분석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등학생의 경우, 재분야에 따

라 내용 요소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사회와 윤리’, 

능력요소  ‘문제의 인식’, ‘정보의 소통’에서 차이를 보

고, 학생은 재분야에 따라 ‘정보사회와 윤리’, ‘정

보의 조직  창출’ 요소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11]은 ICT 활용 교육 실태에 해서 국내와 국외인 

캐나다의 경우를 비교분석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한국의 등학생들은 상

으로 게임 활동에 비 이 놓고, 캐나다 학생들은 

과제 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국 학생 모두 채 언

어  이모티콘 활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한국

의 학생들은 ICT 활용의 개선방안 측면에 있어서 실제

인 측면에 심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의 학생들은 

정보화 마인드 측면에 심을 높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 의 ICT 리터러시 측정  분석 연구[1] 

[8][9]는 2010년에서 2014년에 걸쳐서 주로 이루어졌는

데, 이에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의 측정 개

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

면, 측정내용에는  ① 정의, ② 근, ③ 평가, ④ 생성, 

⑤ 리, ⑥ 소통을 포함한 능력요소가 있고, ① 정보처

리, ② 컴퓨터와 네트워크, ③ 정보사회와 윤리를 포함

한 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12]. 한, 검사지 종류는 

등학교와 학교로 구분되어 2종으로 개발되었고, 문

항 형태는 선다형과 수행형을 포함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측정 내용

- ICT 능력요소 중심으로 개발
 : ① 정의, ② 접근, ③ 평가, ④ 생성, ⑤ 관리, ⑥ 소통
- 내용요소 : ① 정보처리, ② 컴퓨터와 네트워크, ③ 정
보사회와 윤리

- 현행 초·중등학교 ICT 관련 교육과정 교과내용과 연
계

측정 대상 초․중학생

검사 종류 초등학교(기초 수준(Core)) /
중학교(발전 수준(Advanced)) 2종

문항 형태 선다형/수행형
검사 형태 웹기반 검사시스템(IBT)

표 1. 2010년 ~ 2014년 국가수준 ICT 리터러시 검사 수
준 측정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에 해서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체 문항수를 등학교(기 (Core) 수

)과 학교(발 (Advanced) 수 ) 모두 기존에 개발

된 36문항에서 30문항으로 축소하 다. 그리고 등

교사 8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에서 제

시된 6개 능력요소별로 합한 문항수에 해서 검토

하 다. 한, 계층 분석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컴퓨터

교육 공 교수 4명, 교육공학 공 교수 1명, 컴퓨터  

교육공학 련 연구원 2명, 일선 학교 컴퓨터교과 담당 

교사 2명를 포함한 총 9명의 문가를 상으로 의견조

사를 실시하 고, 앞서 언 한 설문조사 결과와 종합하

여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한편, 2010년에서 2014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국가수

의 ICT 리터러시 측정  분석 연구[1][8][9]에서 이

루어진 국가 수  ICT 리터러시 검사 임워크를 요

약하면, [표 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보의 조직  창

출’, ‘정보의 활용과 리’, ‘정보의 소통’을 포함한 6개의 

능력 요소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 역에는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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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8개의 역  27개의 소 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능력 
요소

내용 역

역 역 소 역

문제의 
인식

정보
처리

문서작성
문서작성 및 편집
통합문서 작성
웹 문서 작성(홈페이지 제작 
포함)

자료분석
전자계산표 작성(함수 포함)
워크시트 편집
차트와 데이터 관리

정보의 
탐색

멀티미디어
제작

소리자료 제작
그림자료 제작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제작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정보의 
분석 및 
평가 컴퓨터

와
네트
워크

컴퓨터 구조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의 표현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운영체제 운영체제의 개념과 종류 

정보의 
조직 및 
창출

운영체제의 기능과 조작

인터넷과 
네트워크

서버와 네트워크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 활용(검색, 메일, 메
신저)

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정보
사회와
윤리

정보사회

정보사회의 특성과 미래
정보기술의 응용 사례
사이버 기관 및 단체의 종류
와 역할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직업
과 역할

정보의 
소통 정보윤리

개인정보의 보호
지적재산권 (저작권)의 보호
컴퓨터 암호화와 보안 프로
그램
올바른 네티즌 의식과 비판
적 태도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표 2. 2010년 ~ 2014년 국가수준 ICT 리터러시 검사 프
레임워크 

Ⅲ. 초·중등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결과 분석

1.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에 미치

는 컴퓨터 활용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등학교 300개 학교의 4∼6학년, 학

교 역시 300개 학교의 1∼3학년을 상으로 ICT 리터

러시 검사를 시행하 다. 이는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의 교육통계를 바탕으로 국가수  ICT 리터러시 검사

의 목표 표본 크기를 · 학교 집 각각 1%로 잡고 

유층무선표집을 실시하여, 시·도교육청별, 지역별( 도

시, 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학교별, 학년별, 학

별, 성별 학생 수를 추출하 다.   

한편, ICT 리터러시 검사 실시를 한 상자는 학  

단 로 표집되었고, 등학교는 13,866명, 학교는 

21,619명이 검사에 응답하 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

종 으로 분석 상에 포함된 학생 수는 등학교의 경

우에는 13,802명이고, 학교의 경우에는 21,474명이었

다.

2. 분석 결과
2.1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생 집단의 리

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결과
1)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리터러시 응시 

학생 기술 통계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등학교와 학교

의 리터러시 응시 학생 기술 통계는 [표 3]과 같다.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

등학교 학교

전체 13,802(100.0) 21,474(100.0)
(1) 전혀 사용하지 않음 1,249(9.0) 1735(8.1)
(2) 월 1회 미만 2,375(17.2) 2716(12.6)
(3) 월 1회 이상 주 1회 

미만 2874(20.8) 4005(18.7)
(4) 주 1회 이상 일 1회 

미만 4786(34.7) 8287(38.6)
(5) 매일 2518(18.2) 4731(22.0)

표 3.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기술통계(학생 표집 수)
단위 : 사례수(%)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등학교의 리터러

시 수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일 1회 미만’으로 이

용한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사용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의 리터러시 수를 살펴보면, 등학

교와 마찬가지로, ‘주 1회 이상 일 1회 미만’으로 이용한

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사용

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8.1%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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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리터

러시 능력 차이 분석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등학교 학생 집

단 간의 리터러시 능력 차이 결과는 [표 4]와 같다.

구 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통계량 사후검정

전체 13,802 55.64 18.50

F=186.366
***

1-2***
1-3***
1-4***
1-5***
2-3***
2-4***
2-5***
3-4***
3-5**
4-5*

(1)사용 안함 1,249 45.77 18.16
(2)월 1회 미만 2,375 51.14 18.04
(3)주1회 미만 2,874 55.83 17.42
(4)일1회 미만 4,786 59.22 17.62

(5)매일 2,518 57.74 19.34

* p<0.05, ** p<0.01, *** p<0.001

표 4.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리터러시
능력 차이(초등학교)

 

[표 4]와 같이 등학교의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

에 따른 집단 간의 리터러시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의 어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모든 5개의 컴퓨터 이용 정도  간에서 리

터러시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교의 리터러시 

능력 차이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 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통계량 사후검정

전체 21,474 54.77 23.79

F=170.913
***

1-2***
1-3***
1-4***
1-5***
2-3***
2-4***
2-5***
3-5*
4-5*

(1)사용 안함 1,735 42.60 23.03
(2)월 1회 미만 2,716 50.60 22.90
(3)주1회 미만 4,005 57.05 22.52
(4)일1회 미만 8,287 57.17 23.30
(5)매일 4,731 55.48 24.80
* p<0.05, ** p<0.01, *** p<0.001

표 5.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리터러시 
능력 차이(중학교)

[표 5]와 같이 학교의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리터러시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

로 학교의 경우,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의 어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é 사후 검

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모든 5개의 컴퓨터 이용 정도  간에서 리터러시 

수가 유의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3)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능력

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등학교 학생 집

단 간의 능력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 결과를 살펴보

면 [표 6]과 같다.

구 분 사례수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보의 조직 
 창출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13,802 55.93 26.96 63.35 28.51 59.65 25.71 53.60 24.67 55.65 22.33 47.65 23.60
(1)사용 
안함 1,249 45.76 26.10 51.52 29.65 50.42 25.83 42.97 24.18 46.16 22.47 39.42 23.25

(2)월1회 
미만 2,375 51.78 26.46 58.76 28.86 55.15 25.64 48.84 24.46 50.64 22.49 43.91 23.23

(3)주1회 
미만 2,874 57.04 26.02 64.41 27.51 59.50 25.15 53.74 24.02 55.40 21.29 47.32 22.79

(4)일1회 
미만 4,786 59.41 26.46 67.34 27.31 63.25 25.08 57.72 23.67 59.15 21.31 50.47 23.21

(5)매일 2,518 57.04 28.12 64.78 28.81 61.80 25.82 55.39 25.40 58.68 22.91 50.30 24.34
통계량 F=82.632*** F=97.887*** F=88.386*** F=120.966*** F=132.324*** F=79.777***

* p<0.05, ** p<0.01, *** p<0.001

표 6.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능력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초등학교)

등학교에서는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

단 간의 차이는 여섯 개의 능력요소가 모두 동일한 양

상을 띠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반 인 리터러시 수

과 컴퓨터 이용 정도 간의 계와도 동일하 다. “한 

주에 1회 이상 그러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는[(1)사용 안

함～(4)일 1회 미만]” 수 까지는 컴퓨터 이용 정도가 

모든 능력요소에 정 인 향을 미쳤지만 컴퓨터를 

매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받는 것이

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능력요소별로 .001 유의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편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차이는 ‘정보의 활용  리’ 능력요소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초·중학생의 컴퓨터 활용 및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이 ICT 리터러시 수준에 미치는 영향 23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교 학생 집단 

간의 능력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구 분 사례수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보의 조직 
 창출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21,474 50.18 29.04 47.63 27.61 50.49 29.16 49.35 27.66 58.83 30.98 70.07 31.49

(1)사용 
안함 1,735 38.27 27.85 37.38 26.28 38.62 27.91 39.44 27.75 43.98 30.41 56.45 32.77

(2)월1회 
미만 2,716 44.92 28.21 44.39 26.62 45.94 28.25 45.79 26.88 54.05 30.55 66.38 32.27

(3)주1회 
미만 4,005 50.39 27.79 49.28 26.93 51.91 28.01 51.72 26.74 61.91 30.00 74.33 29.86

(4)일1회 
미만 8,287 53.04 28.72 49.51 27.50 53.25 28.87 51.14 27.41 61.60 30.25 72.41 30.67

(5)매일 4,731 52.36 30.03 48.54 28.44 51.40 30.22 49.88 28.27 59.55 31.66 69.50 31.73

통계량 F=124.866*** F=84.785*** F=112.768*** F=84.730*** F=146.701*** F=123.299***

* p<0.05, ** p<0.01, *** p<0.001

표 7.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능력요소
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중학교)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교 학생의  능

력요소에 한 리터러시 수를 살펴보면, 등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 으나 ‘문제의 인식’ 능력요소를 제외

한 다섯 개 능력요소에서 매일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생

은 “한 달에 1회 이상 그러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는[(1)

사용 안함～(4)일 1회 미만]” 학생보다도 더 낮은 리터

러시 수를 얻었다. 이처럼 세부 인 패턴은 등학교

와 상이했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능력요

소별로 집단 간 차이가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학교에서도 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차이는 ‘정보의 활용  리’ 

능력요소에서 가장 컸다.

4)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내용요

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등학교 학생 집

단 간의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 결과를 살펴보

면 [표 8]과 같다.

구 분 사례수

정보처리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사회와 윤리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13,802 57.85 21.29 50.64 18.38 56.40 25.85
(1)사용 
안함 1,249 46.76 20.74 43.73 18.89 45.85 25.69

(2)월1회 
미만 2,375 52.94 20.89 46.88 18.18 52.04 25.37

(3)주1회 
미만 2,874 58.17 20.35 50.49 17.33 56.69 25.29

(4)일1회 
미만 4,786 61.94 20.28 53.10 17.58 60.15 25.20

(5)매일 2,518 59.85 22.05 53.12 19.45 58.27 26.26
통계량 F=174.627*** F=104.890*** F=100.340***

* p<0.05, ** p<0.01, *** p<0.001

표 8.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초등학교)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와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수

의 계 역시 앞서 살펴본 체 인 능력 수나 능

력요소별 수의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등학교에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내용요소에 있

어서 컴퓨터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계속해서 리터러시 

수가 높아졌다. 한,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내용

요소별 리터러시 수 의 차이 역시 통계 으로 .001 유

의수 에서 유의하 으며, 사후 검정을 통해 술한 내

용요소별 특이 들이 컴퓨터 이용 정도와 리터러시 수

 간의 반 인 계에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님을 

확인하 다.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교 학생 집단 

간의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구 분 사례수

정보처리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사회와 윤리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21,473 47.01 24.84 56.45 24.34 65.48 31.14
(1)사용 안함 1,734 35.93 23.08 44.78 24.92 51.02 31.14
(2)월1회 미만 2,716 42.35 23.44 52.70 23.72 61.63 31.33
(3)주1회 미만 4,005 48.44 23.83 58.32 22.97 69.61 29.55
(4)일1회 미만 8,287 49.40 24.62 58.88 23.63 67.85 30.52

(5)매일 4,731 48.36 25.99 57.04 25.34 65.32 31.68
통계량 F=139.730*** F=146.870*** F=136.946***

* p<0.05, ** p<0.01, *** p<0.001

표 9.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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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 ‘정보사회와 윤리’ 내용요소에 해 

“한 달에 1회 이상 그러나 매주 사용하지는 않는[(1)사

용 안함～(4)일 1회 미만]” 빈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리

터러시 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수 의 차이 역시 통

계 으로 .001 유의수 에서 유의하 으며, 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후 검정을 통해 술한 내용요소별 특이

들이 컴퓨터 이용 정도와 리터러시 수  간의 반

인 계에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2.2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리터러
시 능력 차이 분석

1)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리터러시 응시 

학생 기술 통계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등학교와 학교

의 리터러시 응시 학생 기술 통계는 [표 10]과 같다.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의 하 문항에 따른 학생 

분포를 살펴보면, 먼  등학교에서는 “문서 작성  

편집”, “간단한 ‘슬라이드쇼’ 발표 자료 제작”, “학교 공

부를 돕기 해 만들어진 교육용 소 트웨어 사용”, “그

리기, 색칠하기, 그래픽 작업 련 소 트웨어 사용”에

서 과반의 학생이 어도 이러한 용도로 컴퓨터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

를 장하거나 그래 를 그리기 해 스 드시트 사

용”,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 “컴퓨터 로그램, 

매크로 는 스크립트 작성”과 련된 활동을 해 컴

퓨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반 이하 다. 

학교의 경우, 등학교와 달리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을 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과반인 

반면 “학교 공부를 돕기 해 만들어진 교육용 소 트

웨어 사용”의 용도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반 

이하 다. 이외의 역에서는 등학교와 학교가 같

은 패턴을 보 다. 이를 통해서 컴퓨터 이용 용도별 

근성의 차이와 더불어 리터러시 수 에 따른 컴퓨터 이

용 실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사례수(%)
성 별 등학교 학교

전체 13,802(100.0) 21,474(100.0)

문서 작성 및 편
집

(1)사용 안함 3,752(27.2) 4,568(21.3)
(2)월 1회 미만 3,873(28.1) 7,026(32.7)
(3)주1회 미만 3,436(24.9) 6,530(30.4)
(4)일1회 미만 2,273(16.5) 2,773(12.9)
(5)매일 468(3.4) 577(2.7)

계산을 하거나 데
이터를 저장하거
나 그래프를 그리
기 위해 스프레드
시트 사용

(1)사용 안함 7,816(56.6) 11,116(51.8)
(2)월 1회 미만 2,873(20.8) 5,973(27.8)
(3)주1회 미만 1,745(12.6) 2,973(13.8)
(4)일1회 미만 1,134(8.2) 1,091(5.1)
(5)매일 234(1.7) 321(1.5)

간단한 “슬라이
드쇼” 발표 자료 
제작

(1)사용 안함 5,331(38.6) 6,549(30.5)
(2)월 1회 미만 3,889(28.2) 8,231(38.3)
(3)주1회 미만 2,832(20.5) 5,084(23.7)
(4)일1회 미만 1,444(10.5) 1,285(6.0)
(5)매일 306(2.2) 325(1.5)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 제작

(1)사용 안함 7,487(54.2) 9,379(43.7)
(2)월 1회 미만 3,363(24.4) 7,250(33.8)
(3)주1회 미만 1,800(13.0) 3,361(15.7)
(4)일1회 미만 913(6.6) 1,114(5.2)
(5)매일 239(1.7) 370(1.7)

학교 공부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교
육용 소프트웨어 
사용

(1)사용 안함 6,026(43.7) 10,836(50.5)
(2)월 1회 미만 3,281(23.8) 5,575(26.0)
(3)주1회 미만 2,163(15.7) 2,946(13.7)
(4)일1회 미만 1,633(11.8) 1,572(7.3)
(5)매일 699(5.1) 545(2.5)

컴퓨터 프로그램, 
매크로 또는 스크
립트 작성

(1)사용 안함 8,697(63.0) 12,797(59.6)
(2)월 1회 미만 2,532(18.3) 4,942(23.0)
(3)주1회 미만 1,423(10.3) 2,237(10.4)
(4)일1회 미만 919(6.7) 1,109(5.2)
(5)매일 231(1.7) 389(1.8)

그리기, 색칠하
기, 그래픽 작업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1)사용 안함 5,787(41.9) 10,451(48.7)
(2)월 1회 미만 3,984(28.9) 5,906(27.5)
(3)주1회 미만 2,240(16.2) 2,990(13.9)
(4)일1회 미만 1,390(10.1) 1,563(7.3)
(5)매일 401(2.9) 564(2.6)

표 10.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생 분포

2)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결과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등학교의 리터러

시 능력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를 해, 

[표 10]에 나타난 7개의 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1.0

0～5.00의 범 를 가지는 연속변수를 산출하 다. 원 척

도를 고려할 때 평균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컴퓨터 이

용을 게 한다는 것이며, 5에 가까울수록 매일 컴퓨터

를 이용하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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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통계량 사후검정
전체 13,802 55.64 18.50

F=116.888*
**

1-2***
1-3***
1-4**
2-3*

(1)1.00이상 
1.50미만 4,543 50.92 18.00

(2)1.50이상 
2.50미만 6,075 57.50 17.94

(3)2.50이상 
3.50미만 2,491 58.88 18.75

(4)3.50이상 
4.50미만 621 58.81 19.00

(5)4.50이상 
5.00이하 72 56.48 24.84

* p<0.05, ** p<0.01, *** p<0.001

표 11.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리터러시 능력 차
이분석(초등학교)

등학교에서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리터

러시 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컴퓨터를  이용하

지 않는 집단에 비해 컴퓨터를 이용한 집단이 리터러시 

수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용 집단 내

에서 빈도에 따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이용 정도가 “2.50

이상 3.50미만” 집단이 “3.50이상 4.50미만” 집단이나 

“4.50이상 5.00이하” 집단에 비해 리터러시 수 이 높게 

나타나,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와 리터러시 수 의 

계가 무조건 정 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확인하

다.

 

구 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통계량 사후검정
전체 21,474 54.77 23.79

F=156.836*
**

1-2***
1-3***
1-4***
2-4**
2-5***
3-4*
3-5***
4-5**

(1)1.00이상 
1.50미만 7,086 49.30 23.19
(2)1.50이상 
2.50미만 10,047 57.79 22.98
(3)2.50이상 
3.50미만 3,533 57.61 24.60
(4)3.50이상 
4.50미만 682 54.12 25.79
(5)4.50이상 
5.00이하 126 44.84 29.34
* p<0.05, ** p<0.01, *** p<0.001

표 12.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리터러시 능력 차
이분석(중학교)

학교에서는 보다 명확한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가 

“1.50이상 2.50미만”  “2.50이상 3.50미만”인 집단의 

리터러시 수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00

이상 1.50미만” 집단이 높았고, 상 외로 “4.50이상 

5.00이하” 집단의 리터러시 수 이 가장 낮았다. 이는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매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컴

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리터러시 수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리터러시 능력

요소 차이 분석 결과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등학교의 리터러

시 능력요소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구 분 사례수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보의 조직 
 창출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13,802 55.93 26.96 63.35 28.51 59.65 25.71 53.60 24.67 55.65 22.33 47.65 23.60
(1)1.00이상 
1.50미만 4,543 51.12 26.09 58.65 29.37 55.38 25.49 47.61 24.38 51.29 22.14 43.62 23.07

(2)1.50이상 
2.50미만 6,075 57.76 27.10 65.40 27.49 61.67 25.14 55.76 24.16 57.25 21.65 49.18 23.36

(3)2.50이상 
3.50미만 2,491 59.50 26.80 66.52 28.34 62.26 26.33 57.92 24.12 58.73 22.62 50.33 23.89

(4)3.50이상 
4.50미만 621 59.10 26.97 65.62 27.74 60.45 26.22 58.67 25.05 58.99 23.52 51.43 24.20

(5)4.50이상 
5.00이하 72 54.86 32.94 58.68 32.27 60.83 28.77 56.25 28.59 59.49 28.50 48.33 28.23

통계량 F=57.119*** F=48.644*** F=47.924*** F=107.841*** F=68.327*** F=52.294***
* p<0.05, ** p<0.01, *** p<0.001

표 13.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능력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초등학교)

등학교에서는 ‘정보의 활용  리’ 능력요소에 

하여 컴퓨터 이용 정도와 리터러시 수 의 계가 모든 

집단에서 정 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앞서 제시된 

반 인 리터러시 수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4.50이상 5.00이하”집단이 학교 밖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는 수가 높았으나, 이외

의 집단에 비해서는 수가 낮은 양상을 보 다. 집단 

간 차이는 ‘정보의 조직  창출’(F=107.841)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정보의 탐색’(F=48.644)에서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능력요소에서 리터러시 수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001 유의수 에서 차이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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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교의 리터러시 

능력요소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구 분 사례수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보의 조직 
 창출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21,474 50.1829.0447.6327.6150.49 29.16 49.35 27.66 58.83 30.98 70.07 31.49
(1)1.00이상 
1.50미만 7,086 44.1328.5042.3026.8844.95 28.38 44.30 27.25 52.72 30.70 65.29 31.89

(2)1.50이상 
2.50미만 10,047 52.9228.3750.0327.2853.36 28.86 52.21 27.16 62.43 29.95 73.49 30.27

(3)2.50이상 
3.50미만 3,533 54.4029.5151.3628.0053.87 29.50 51.89 28.01 61.45 31.77 71.19 32.06

(4)3.50이상 
4.50미만 682 51.6530.9049.0829.2549.85 30.24 48.41 28.78 58.04 33.10 66.51 34.01

(5)4.50이상 
5.00이하 126 45.2433.4243.0630.4441.11 32.82 38.76 30.90 46.69 37.42 54.76 33.58

통계량 F=121.887
***

F=104.478
*** F=105.573*** F=100.069*** F=116.484*** F=82.476

* p<0.05, ** p<0.01, *** p<0.001

표 14.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능력요소
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중학교)

학교에서는 “1.50이상 2.50미만”  “2.50이상 3.50

미만” 집단에서 리터러시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능력요소에 해서는 

“4.50이상 5.00이하” 집단이 “1.00이상 1.50미만”집단에 

비해 수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외의 

능력요소에서는 가장 낮은 수를 얻었다. 집단 간 차

이에 있어서는 통계 으로 ‘문제의 인식’(F=121.887)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 으며, ‘정보의 소통’이 가장 

은 차이를 보 다. 모든 능력요소에 하여 집단 간 

차이는 .00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리터러

시 내용요소 차이 분석 결과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등학교 학생의 

집단 간 리터러시 내용요소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여기에서 ‘학교 밖’ 컴퓨터 이용은 ‘가정 내’ 컴퓨

터 이용을 제외한 것으로, PC방, 공공 컴퓨터(공공 도

서  등에 비치된 PC) 등을 포함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분 사례수

정보처리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사회와 윤리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13,802 57.85 21.29 50.64 18.38 56.40 25.85
(1)1.00이상 
1.50미만 4,543 52.41 20.93 47.50 18.08 51.47 25.48

(2)1.50이상 
2.50미만 6,075 59.99 20.64 51.81 17.94 58.43 25.48

(3)2.50이상 
3.50미만 2,491 61.64 21.44 52.69 18.65 59.88 26.04

(4)3.50이상 
4.50미만 621 61.48 21.37 53.74 19.54 58.43 25.69

(5)4.50이상 
5.00이하 72 58.42 26.14 51.91 26.59 57.41 30.37

통계량 F=117.563*** F=52.268*** F=63.999***
* p<0.05, ** p<0.01, *** p<0.001

표 15.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내용요소
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초등학교)

등학교에서는 ‘정보처리’, ‘정보사회와 윤리’ 내용요

소에서 “2.50이상 3.50미만” 집단이 가장 높은 리터러시 

수를 나타냈으며, ‘컴퓨터와 네트워크’ 내용요소에서

는 “3.50이상, 4.50미만” 집단이 가장 높은 수를 나타

냈다. 반 으로 “1.00이상 1.50미만” 집단과 “1.50이상 

2.50미만” 집단에서 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학

교 밖에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이 거의 이

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리터러시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컴퓨터를 매일 이용하는 것에 가까운 “4.50이상 

5.00이하” 집단의 수가 컴퓨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00이상 1.50미만”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은 지나친 컴퓨터 이용이 리터러시 수  향상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에 해서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함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간 차이는 ‘정보처

리’(F=117.563)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컴퓨터와 네트워

크’(F=52.268)에서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내용요소에서 리터러시 수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001 유의수 에서 차이가 검증되었다.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교 학생의 집

단 간 리터러시 내용요소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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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정보처리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사회와 윤리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21,473 47.01 24.84 56.45 24.34 65.48 31.14
(1)1.00이상 
1.50미만 7,086 41.51 23.74 50.89 24.10 60.16 31.21

(2)1.50이상 
2.50미만 10,046 49.82 24.44 59.38 23.28 68.96 30.22

(3)2.50이상 
3.50미만 3,533 50.35 25.70 59.54 25.05 67.24 31.44

(4)3.50이상 
4.50미만 682 47.04 26.21 56.58 26.40 62.83 33.24

(5)4.50이상 
5.00이하 126 38.71 29.66 47.80 31.02 51.49 33.82

통계량 F=142.315*** F=151.094*** F=95.214***
* p<0.05, ** p<0.01, *** p<0.001

표 16.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중학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1.00이상 1.50미만” 집단

과 “1.50이상 2.50미만” 집단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

다. 그리고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가 간 정도에 해

당하는 “2.50이상 3.50미만” 집단에서 리터러시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는 컴퓨터 이용 정도가 가장 높은 

“4.50이상 5.00이하” 집단의 리터러시 수가 “1.00이상 

1.50미만”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컴퓨터 

이용이 리터러시 능력 향상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계를 더욱 명확히 드러냈다. 집단 간 차이에 있어서

는 통계 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F=151.094)와 ‘정보

처리’(F=142.315)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고고, ‘정

보사회와 윤리’(F=95.214)에서는 상 으로 작은 차이

를 보 다. 모든 내용요소에 하여 집단 간 차이는 

.00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집단 간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1)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리터러시 응시 학

생 기술 통계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등학교와 학교의 

리터러시 응시 학생 기술 통계는 [표 17]과 같다.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 등학교 학교

전체 13,802(100.0) 21,474(100.0)

지금까지 받은 정
보(컴퓨터)교육 시
간은 총 몇 시간 
정도입니까?

(1)경험 
없음 1,600(11.6) 2,285(10.6)

(2)10시간 
이하 5,149(37.3) 6,607(30.8)

(3)11~30
시간 2,648(19.2) 5,159(24.0)

(4)31~50
시간 1,493(10.8) 2,857(13.3)

(5)51시간 
이상 2,912(21.1) 4,566(21.3)

표 17.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기술통계(학생 표집 수)
단위 : 사례수(%)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 시간에 따른 따른 등학교

의 리터러시 수를 살펴보면, ‘10시간 이하’로 이용한

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50시

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1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의 리터러시 수를 살펴보면, ‘10시간 이하’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

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10.6%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2)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리터러시 능력 차

이 분석 결과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등학교의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구 분 사례수 평균
표 편
차

통계량
사후검
정

전체 13,802 55.64 18.50

F=330.495
***

1-2***
1-3***
1-4***
1-5***
2-3***
2-4***
2-5***
3-5***
4-5***

(1)경험 없음 1,600 46.61 18.58
(2)10시간 

이하 5,149 51.66 17.86
(3)11~30

시간 2,648 58.68 17.25
(4)31~50

시간 1,493 59.31 17.71
(5)51시간 

이상 2,912 62.97 17.21
* p<0.05, ** p<0.01, *** p<0.001

표 18.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집단 간 리터러시 
능력 차이분석(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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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컴퓨터) 교육 경험 시간에 따른 리터러시 수

은 교육 시간의 간에 계없이 정 인 비례 계를 

나타냈다. 등학교의 경우, 교육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

록 리터러시 수가 높았으며, 구간별 차이가 통계 으

로 .00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외

으로 11～30시간의 교육을 받은 집단과 31～50시간의 

교육을 받은 집단 간의 리터러시 수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다고 반 인 계에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결과는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다.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학교 학생의 집단 

간의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구 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통계량
사후
검정

전체 21,474 54.77 23.79

F=304.755
***

1-2***
1-3***
1-4***
1-5***
2-3***
2-4***
2-5***
3-4***
3-5***
4-5***

(1)경험 없음 2,285 45.70 24.20
(2)10시간 

이하 6,607 49.99 22.77
(3)11~30

시간 5,159 56.00 23.05
(4)31~50

시간 2,857 58.75 23.04
(5)51시간 

이상 4,566 62.33 23.34
* p<0.05, ** p<0.01, *** p<0.001

표 19.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중학교)

학교의 경우, 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리터러시 수가 높았으며, 구간별 차

이가 통계 으로 .00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이 확인

되었다. 

3)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집단 간 리터러시 

능력요소 차이 분석 결과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등학교 학생의 집

단 간 리터러시 능력요소 차이 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다.

구 분 사례수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보의 조직 
 창출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13,802 55.93 26.96 63.35 28.5159.65 25.71 53.60 24.67 55.65 22.33 47.65 23.60
(1)경험 없음1,600 46.88 27.06 53.25 30.6950.41 26.05 43.11 24.76 46.96 22.29 41.05 22.72
(2)10시간 

이하 5,149 51.74 26.18 59.18 28.5455.59 25.59 49.06 24.02 51.95 22.31 44.43 23.34

(3)11~30
시간 2,648 59.18 26.10 67.67 27.1162.81 24.58 56.75 23.35 58.20 21.26 49.82 23.41

(4)31~50
시간 1,493 60.83 26.75 66.86 27.4763.40 25.09 57.65 23.93 59.08 21.38 50.38 22.99

(5)51시간
이상 2,912 62.86 26.45 70.56 26.0367.10 24.16 62.45 23.35 62.87 20.88 53.62 23.22

통계량 F=152.651*** F=151.558*** F=170.853*** F=246.782*** F=200.508*** F=116.163***
* p<0.05, ** p<0.01, *** p<0.001

표 20.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능력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초등학교)

등학교의 경우, 능력요소별 리터러시 수 을 세부

으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 

시간이 많을수록 능력요소별로 리터러시 수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시간 구간별 차이 역시 

통계 으로 .001 유의수 에서 검증되었다. 

한편, 등학교에서는 시간 구간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이 ‘정보의 조직  창출’ 능

력요소로 나타났다.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학교 학생의 집단 

간  리터러시 능력요소 차이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구 분 사례수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보의 조직 
 창출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21,474 50.18 29.04 47.63 27.61 50.49 29.16 49.35 27.66 58.83 30.98 70.07 31.49
(1)경험 없음2,285 40.95 28.74 39.82 27.10 41.47 28.88 41.12 28.07 48.19 31.96 60.93 32.79
(2)10시간 

이하 6,607 45.16 28.13 42.86 26.59 45.99 28.20 44.75 26.99 53.61 30.26 65.52 32.11

(3)11~30
시간 5,159 51.44 28.42 48.47 27.20 51.44 28.71 50.56 26.99 60.38 30.23 71.54 30.97

(4)31~50
시간 2,857 53.96 28.54 50.95 27.19 54.35 29.17 53.27 26.89 63.39 29.97 74.20 30.12

(5)51시간
이상 4,566 58.26 28.84 55.39 27.68 58.01 28.83 56.31 27.38 67.11 30.08 77.01 29.16

통계량 F=218.391*** F=203.936*** F=190.316*** F=192.135*** F=223.338*** F=157.659***
* p<0.05, ** p<0.01, *** p<0.001

표 21.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집단 간 능력요소별 리
터러시 능력 차이(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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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 능력요소별 리터러시 수 을 세부

으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도 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 시간이 많을수록 능력요소별로 

리터러시 수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시간 구간별로 통계 으로 .001 유의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집단 간 리터러시 

내용요소 차이 분석 결과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등학교의 리터러시 

내용요소 차이 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다.

구 분 사례수

정보처리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사회와 윤리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전체 13802 57.85 21.29 50.64 18.38 56.40 25.85
(1)경험 없음 1600 47.78 21.60 44.15 18.70 46.77 25.60
(2)10시간 

이하 5149 53.34 20.58 47.94 18.27 52.15 25.50

(3)11~30
시간 2648 61.41 19.87 52.53 17.53 59.57 25.08

(4)31~50
시간 1493 61.92 20.60 52.94 17.66 60.96 25.07

(5)51시간 
이상 2912 66.05 19.73 56.08 17.55 63.97 24.59

통계량 F=313.310*** F=161.449*** F=183.535***
* p<0.05, ** p<0.01, *** p<0.001

표 22.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집단 간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초등학교)

등학교의 경우,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수 을 세부

으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 

시간이 많을수록 능력요소별로 리터러시 수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정보처리’ 내용

요소의 구간별 차이가 다른 두 내용요소에 비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시간 구간별 차이 역시 

통계 으로 .001 유의수 에서 검증되었다.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학교 학생의 집단 

간 리터러시 내용요소 차이 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

구 분 사례수

정보처리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사회와 윤리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
차

평균
표
편차

전체 21473 47.01 24.84 56.45 24.34 65.48 31.14
(1)경험 없음 2285 38.39 24.27 47.41 25.56 55.66 32.09
(2)10시간 

이하 6607 42.12 23.27 51.94 23.72 60.57 31.20

(3)11~30
시간 5158 48.11 24.25 57.69 23.37 66.93 30.53

(4)31~50
시간 2857 50.77 24.67 60.33 23.19 69.94 30.06

(5)51시간 
이상 4566 54.81 25.20 63.67 23.62 73.06 29.41

통계량 F=277.495*** F=270.284*** F=189.332***
* p<0.05, ** p<0.01, *** p<0.001

표 23.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집단 간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능력 차이(중학교)

학교의 경우, 내용요소별 리터러시 수 을 세부

으로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

보(컴퓨터) 교육 경험 시간이 많을수록 능력요소별로 

리터러시 수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

보면, ‘정보사회와 윤리’ 내용요소의 구간별 차이가 다

른 두 내용요소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시간 구간별로 역시 통계 으로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 학생을 상으로 가정 내 컴퓨터 이

용 정도,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  정보(컴퓨터) 교

육 경험에 따른 리터러시 능력 수 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교육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의 경우, · 학

교 모두에서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가 ‘일 1회 미만’

까지 증가할 때, 리터러시 수 도 함께 증가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용 정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리터러시 수

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등학교의 경우,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  평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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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조직  창출’,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이라는 6개의 리터러시 능력 요소  ‘정보처리’와 

‘정보사회와 윤리’의 2개의 내용 요소에서도 같은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한, 학교의 경우, 6개의 리터러시 

능력 요소와 ‘정보처리’,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사회

와 윤리’라는 3개의 내용 요소 모두에서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 각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해서는, 등학

교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집단이 리터러시 수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용 집단 내에서 이용 정도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학교의 경

우, 컴퓨터를 매일 이용하는 집단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오히려 리터러시 수 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컴퓨터를 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는 

게임 등 학습 목  이외의 변인들이 포함되어 부정 으

로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한 추가

인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능력요소별로 살펴보았을 때, 등학교의 경우, ‘정보

의 조직  창출’ 역에서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정보의 탐색’ 

역에서 그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의 

경우, ‘문제의 인식’이 집단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보의 소통’이 가장 작은 차이를 보 다. 한편, 

내용요소별로 살펴보았을 때, 등학교의 경우, 학교 밖

에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리터러시 수 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경우에서도 과도한 

학교 밖 컴퓨터 이용이 오히려 리터러시 향상에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C 방 등 게임 

등의 학습 외 활동과 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해서는 등학교

와 학교 모두에서, 교육시간이 높을수록 리터러시 

수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요소별로 구체 으로 살펴보면, 등학교와 

학교 모두에서,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

석  평가’, ‘정보의 조직  창출’, ‘정보의 활용  

리’  ‘정보의 소통’이라는 6개의 리터러시 능력 요소 

모두에서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 시간이 많을수록, 능

력요소별로 리터러시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내용요소별로 살펴보았을 때, 등학교와 

학교 두 학교  모두, ‘정보처리’,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사회와 윤리’라는 3개의 내용 요소에서 정보(컴퓨

터) 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리터리시 수 도 함께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ICT 리터

러시 련 연구와 사업에 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 컴퓨터 이용  학교 밖 컴퓨터 이용에 

해서 활용 빈도  활용 형태 그리고 활용 목  등에 

해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반 한 맞

춤형의 ICT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를 둘러싼 ICT 환경에 해서도 추가

인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ICT 리터러시 증진 

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와 련하여 능력요

소  내용요소 모두에서 등학교와 학교 학교 별

로 상이한 ICT 리터러시 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세부 인 ICT 리터러시 요소를 효과 으로 향상시

키기 해서는 학교 별로 ICT 리터러시 로그램을 

차별화  정교화에 더욱 주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ICT 활용 교육 로그램 개발  운  시

에 학생의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라 교육  처

방을 달리 한다거나, 미리 학교 밖 컴퓨터 이용에 한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ICT 련 

교육 로그램 참여에 한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과 련하여 등학교

와 학교 모두에서 ICT 리터러시 수 이 정 인 

계를 보인 것은 향후 소 트웨어(SW)  정보 련 교

육과 련해서 단기 인 교육 로그램뿐만 아니라, 

ICT 리터러시를 효과 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장기 

교육 로그램에 한 마스터 랜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추후 연구를 통해서 · 학

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에 한 다양한 정보들을 종단 으로 리하

여 연령  학교 의 증가에 따라 학생들이 합한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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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 련 교육을 받는 시스템  련 정책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한계 은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와 

련된 수행 정도를 이용 정도 수에 국한해서 진행되었

다는 이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어떠한 목 으로 

컴퓨터 이용을 활용했는지에 해서 교차분석 등의 분

석방법을 활용하여 심층 인 추가분석을 진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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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Texas A&M University 

학원(교육공학 공) (Ph.D.)

▪2009년 ～ 2010년 : 서울 학교 BK21 박사후연구원

▪2011년 ～ 2015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 원

▪2015년 ～ 재 : 동아 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심분야> : 컴퓨터기반 력학습(CSCL), 모바일러

닝, ICT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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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 한국교원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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