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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본연구의목적은리터러시및독서･정보･ ･디지털리터러시의개념을고찰하고정의하여이들 리터러시의개념적
ICT . 차이를통한독서･정보･ ･디지털리터러시의개념화모델을개발하는데있다 동시대의사회적이고문화적이며정보

, IT ICT 기술의발전에따른현상을설명하는개념으로컴퓨터리터러시가등장하였으며 이후컴퓨터리터러시는 와 리터러
. , 시로그리고디지털리터러시로변화되어왔다 연구결과로 매체의기술적변화에따라용어가변화되어온이들리터러시

, 를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로 분류하였고 텍스트나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평가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둔 독서
ICT리터러시와정보리터러시를과정중심적리터러시로분류하여독서･정보･ ･디지털리터러시의개념화모델을개발하였

. 다 디지털환경에서도독서나정보리터러시는매체에서드러난텍스트를비판적으로사고하고평가하는핵심적인역량으
. 로 독자들의 독서 및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 , , , , 키워드 독서 리터러시 정보활용능력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독서교육 정보 서비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nceptualization models of reading, information, ICT, and 

digital literacy through conceptual differences of these literacy by reviewing and defining the concepts 
of literacy as well as reading, information, ICT, and digital literacy. Computer literacy has emerged as 
a concept that explains the phenomenon of contemporary social, cultur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since then, computer literacy has since changed to IT, ICT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As a result of the study, a conceptualization model of the reading, information, ICT, and digital literacy 
was developed. In this model, these literacy whose terms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media, have been classified as medium-centered literacy. And reading and information 
literacy that focuses on the cognitive process of understanding, utilizing, and evaluating texts and 
information is categorized as process-oriented literacy. In the digital environment, reading and 

information literacy is a core competence to critically think and evaluate the texts that are on media,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reduce the reading and the information gap among readers.

Keywords: Reading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Reading education,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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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 4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단

21 . 어가 생겨나면서 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OECD 2005), 21라 ‘ 프로젝트’ ‘ 세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21기를 위한 학습’ ‘ 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

(AASL 2007) . 준’ 등 역량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읽고 쓰는 능력과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 (literacy)진행되고 있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리터러시 가 학술지 논문의 제목

1990 2 2000 439 2000에 포함된 사례가 년대에 건 있었던 것이 년대에 건으로 늘었으며 년부

2018 3 1149터 년 월까지 건으로 증가하였다1). 최근의 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들은 일반적

. 으로 특정한 주제 분야의 역량과 관련하여 수행되었다 이중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는 가장

(ILA 2018).주목을 많이 받는 연구 분야였다

인간의 지식이 개인의 인지적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회와의 상호

(Kang, Byun 2001), (technology)작용을 통해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매체와 기술 은 인간

. 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구가 인터넷이

라는 기술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매체로 발전하였다면 그에 따른 정보와 지식의 생성방

. 식과 공유방식도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읽기를 고찰했다

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여 디지털 매체를

. 통한 독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독서는매체에들어있는정보를탐색하고해독하고사용하기위한과정에필수적으로수반

. 되는 능력이다 이때 읽을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매체가 책이라면 책 속의 텍스트를 시각 정보

. 로받아들이고해독하고이해하는행위는독서가된다 그러나지식정보사회에서는과거와같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이 읽을거리가 책이라는 매체에만한정되지 않는다  

Union) 1997 1.7% 2014에 따르면 년에는 세계 인구의 가 인터넷을 사용하였지만 년에는 보

40.4% 30 , 2013급률이 로 약 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년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

(subscriptions) 95.5% (OECD 2016, 5-6). OECD(Organization 률 은 에 달하였다 그리고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3국가를 대상으로 한 년 설문조사 결과

, 89% , , PC 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상이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의 매체를 통해

1) KCI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해당 기간별로 논문 제목에 ‘리터러시’를 입력하여 얻은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건수임



ICT독서･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 개발 연구  3

- 269 -

( 2017, 270).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고 있다고 한다 박혜영 이는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되

90던 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독서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의

. 미한다 또한 스마트 기기와 기술들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리터러시 발휘

.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ECT 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과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은 ｢

Power (AASL and AECT 1998), ｣를 발행하였고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

(2007)원회 에서는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발행하는 등 오늘날까지 다양

. OECD한 정보 리터러시의 교육적 기준들이 제시되어왔다 또한 는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가 공존하는 현대의 독서 환경을 반영하여

Assessment) 2012 , 2018 PISA에서 컴퓨터기반 독서 리터러시를 평가하였고 년에는 를 통

(OECD 2016).해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독서 리터러시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독서 리터러시나 정보 리터러시에서부터 디지털 매체를 강조하는 개념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합 리터러시2)가 사용되고 있으나 도서관이나 학교

IT ICT . 현장에서는 독서･정보･컴퓨터･ ･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복합 리터러시의 개념들을 비교하여 이들 리터러시의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할

. 필요가 있으나 이들 리터러시의 개념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ICT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터러시의 개념과 다양한 복합 리터러시의 개념을 독서･정보･ ･디

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들 리터러시의 개념을 비교한 후 이를 바탕으

ICT로 독서･정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들의 형성과정과 관련성을 보여주는 개념화 모델을

.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은 사서나 교사가 독서나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물론 평가에 필요한 접근법을 제시

.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문제2.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ICT ?연구문제 독서･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1-1. ?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1-2. ?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1-3. ?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1-4. ICT ?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1-5. ?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2) 본 연구에서는 ‘복합 리터러시’를 컴퓨터 리터러시나 정보 리터러시와 같이 특정한 주제와 리터러시가 결합된

, . 형태로 특정한 주제 분야에서의 리터러시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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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연구문제 독서･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

3. ICT ?연구문제 독서･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은 무엇인가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과 하위요인. Ⅱ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1. 

literra literacy알파벳 글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에서 유래한 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 letter, literate, literature 왔다 리터러시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등이 있으며

(Williams 1997; Wilson 2008; 2016), literacy 19 literate송경진 는 세기 후반에 로 파생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literate되었다 는 초기에 ‘문학에 익숙한’이라는 의미와

, 19‘잘 교육받은 학습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이후 세기 후반에는 텍스트를 읽고 쓸

. 1980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프랑스에서 리터러시는 알파벳 표기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UNESCO 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자들의 문맹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005, 148). 그러던 것이 최근에 리터러시는 써져있거나 인쇄된 정보를 배우고 사용하고 의

사소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Oxford University Press ‘특정한 분야에서의 역량과 지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2018; OECD 2016, 12). (2014, 235) , 송경진과 차미경 은 ‘특정 주제나 상황을 이해하고

, 해당 주제와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나 정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 OECD(2010b, 18)종합적인 능력’으로 리터러시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에서는 ‘학생들이 주

(skills)요 주제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 을 적용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석하

, , 고 해결할 때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리터러시의 개

. 념이 정의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리터러시를 다양한 다른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

( , 2014, 219). 하였다 송경진 차미경 리터러시가 문맹의 상대적 개념에서 파생된 것처럼 초

기에 리터러시는 문식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읽기의 대상이 되는

, , , 2000텍스트의 범위가 문자 이상의 영상 이미지 기호 등으로 확대되면서 년 이후 언어 및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는 문해력이나 소양으로 그리고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활용능력’ 등

. 으로 번역되었다

, 또한 동일한 주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리터러시도 사회문화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개념이

. 변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컴퓨터 리터러시가 등장한 초기에 컴퓨터 리터러시는 컴퓨터 작동

의 이해와 키보드와 같은 주변기기 및 응용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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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한 개념이었지만 이후 사용자 편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컴퓨터 작동에

대한 이해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의 의미로

( 2006, 17-18). 그 의미가 변화되었다 한정선 외

Heath(1983) Gee(1989)와 는 ‘리터러시’라는 한 단어로 개인의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 Collins Blot(2003)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와

은 리터러시를 하나의 보편적이고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복합적인 접근

. 에 의해 리터러시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리터러시를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여

, , 러 가지 상황과 맥락 텍스트의 유형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개념을 다르게

. 정의할 수 있다는 복합 리터러시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리터러시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 , , , ,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리터러시 등으로 사용되고 학문분야에

, , , , , , 서 요구하는 역량 수준을 표현하기 위해 과학 건강 금융 생태 문화 사회 정보 리터러시로

, , , 도 사용되며 특정한 매체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 신문 텔레비전

, ICT, , . (2006, 28-29)컴퓨터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등과 같이 사용되었다 한정선 외 는

3Rs(Reading, Writing, and Arithmatic)리터러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에서 시각･텔레비

ICT 4E( , 전･컴퓨터･멀티미디어･정보･ ･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로 그리고 지식에 노출 정보

, , ) . 수용 생각 표현 윤리 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리터러시는 시대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는 능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단일 명

, 사로도 사용되었고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어 특정한 시대의 문화적이고

. 기술적인 현상에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복합 명사로도 사용되어 왔다 이는 리터러시가 가

진 개념이 시대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 도구나 전달방식이 바뀌면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 1> .도구와 전달방식에 따른 리터러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

< 1> ( )그림 을 통해 정보원 송신자 과 수신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변화

. 하면서 그에 따른 부호화와 해독의 방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도구

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수용하는 데 필요한 부호화와 해독의 과정은 동일

. 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나 매체가 변화하더라도

. 부호화와 해독의 과정은 여전히 정보의 전송과 수용에 있어 중요한 과정임을 의미한다

Tyner(1998, 92-94) (tool 는 정보 환경에서 리터러시의 개념을 도구적 리터러시

literacies) (literacies of representation) 2와 표상적 리터러시 가지로 구분하여 복합 리터

. (technology)러시를 분류하였다 도구적 리터러시는 기술 의 이용과 관련된 리터러시로 컴퓨

(technology) , 터･네트워크･기술 리터러시가 여기에 해당하며 표상적 리터러시는 반성적인

(reflection social process)사회적 과정 과 관련된 리터러시로 정보･비주얼･미디어 리터러

. 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표상적 리터러시의 특징으로 정보 분석과 의미 이해

.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예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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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 송신자 수신자

/생산표현 /수용이해

정보작성 디지털 언어 정보이용

효과적인 전송을

위해 정보를
조직하는 기술

효과적인 수용을

위해 정보를 조
직하는 기술

영상제작 영상 언어 보기

쓰기 문자 언어 읽기

말하기 구두 언어 듣기

부호화 모든 언어 해독

Gardiner(1997, 370) , (2006, 1)※ 와 김혜숙 진성희 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그림 커뮤니케이션의 전송과 수용 기술의 변화< 1> 

, 리터러시의 사전적 정의를 포함하여 앞서 제시한 리터러시의 개념을 종합하면 리터러시를

, , ‘특정한 주제나 상황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문자 정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 , 정의할 수 있다 리터러시는 다양한 주제 분야나 실생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역량으로 ‘특

, 정한 주제나 상황에서’를 포함하였으며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의사소통과 관련이

.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로 기술하였다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읽고

, 쓰다’라는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문자가 개인에게 인식되는 과정이 독

, , 서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와 지식이 구성됨으로 ‘문자 정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 역량’으로 표현하였다

독서 리터러시와 읽기 리터러시의 개념적 차이2.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기 리터러시와 독

. 서 리터러시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읽기 리터러시와 독서 리터러시는 똑같이 영단어

reading literacy , ‘ ’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읽기 리터러시와 독서 리터러시는 개념적으로 초점을

. 두고 있는 바가 다르다 먼저 리터러시가 읽고 쓰는 능력과 특정한 분야에서의 역량과 지식이

,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읽기 리터러시라고 하면 리터러시 차원에서의 읽기에 대한 강조

. (와 더불어 읽기 분야에서의 역량과 지식에 대한 개념이 된다 ‘읽기’는 교육부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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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4 [ 5]) , 호 별책 에 따른 국어의 하위영역중 하나이며 국어의 교수･학습 내용 중 하나

( 2015). , 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교육부 따라서 읽기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국어의 읽기

, 라는 분야에 관한 역량과 지식이나 발음과 철자 단어 읽기와 같은 텍스트에 대한 미세적인

. 접근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독서 讀書)의 개념에는 책이라는 매체에 드러난 텍스트를 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

. , , 어 있다 책은 단어나 문장 문단 책의 내용의 전체를 통해 이해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책이라

. 는 물리적인 매체에 대한 기능적인 이해도 동반되어야 독서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 리터러시

는 매체인 책에 써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책에 써진 텍스트를 읽고 이해

. 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이라는 의미가 된다

. 책에 써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대상이 매체인 책과 텍스트가 된다 그

것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가 매체인 책과 텍스트 모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

( 1994, 19; , 2015; 2009, 289-290). 이다 나은영 박주현 이명규 이성영 두꺼운 백과사전

, 3D과 그림책에 대한 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형이 달려있거나 등장인물들이 팝업이나 로

, 보이거나 동물들 피부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을 떠올리면 사람들이 텍스트로

. 써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책 자체에도 특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

라서 책에 써진 텍스트에 대한 역량과 지식은 복합적 상황에 따른 읽기의 사례로 대표적인

매체였던 책에 대한 활용과 더불어 읽기의 개념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개념으로

. 해석할 수 있다

PISA reading ( ) , reading에서도 ‘ ’ 읽기 을 측정한다고 하였을 경우 ‘ ’이라는 의미가 기호 해

(decoding) (reading aloud) (reading)독 이나 소리 내어 읽기 와 같이 미시적인 읽기 로 이해

. PISA (reading) (reading literacy)되는 것을염려하였다 그래서 에서 읽기 는 ‘독서 리터러시’

. , 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독서 리터러시는 기본적인 기호 해독에서부터 단어에 대한 지식 문

(linguistic and textual structures) 법과 이해를 위한 더 큰 언어적이고 텍스트적인 구조 그

리고 세계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의미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지적이고 언어적인

(metacognitive competencies)능력뿐만 아니라 메타인지적 역량 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

(OECD 2016, 11). PISA reading literacy된다 이와 같이 에서 사용된 ‘ ’는 읽을거리가 써져

(있는 책을 거시적으로 읽는 독서 讀書) . 의 개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독서 리터러시가 읽기 리터러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일반적인 시력을

, 가진 사람이 책을 볼 때는 종이에 써진 글자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미경을 놓고 보면 미생

. , 물이 보일 수도 있다 이는 과장하여 해석한 것이지만 독서와 읽기는 초점을 두고 있는 바에

. (reading strategies)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영미에서 독서 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는 어떤 책들은 알파벳 철자와 발음하는 방법에 관한 전략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책들

. 은 요약전략이나 배경지식 활성화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읽기와 독서가 하나의 스펙

. 트럼에서 좌우 한 쪽을 담당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분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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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6, 21). 은 독자가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명확

한 개념의 전달을 위해 매체에 드러나는 포괄적인 글을 읽는 행위는 ‘독서’로 나타내고 그러

한 의미와 복합어로 사용되는 역량이라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독서 리터러

. 시’라고 명명할 필요가 있다

의 독서 리터러시 개념과 하위요인 분석3. PISA

OECD PISA는 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생활에 얼마나 활용할 수

15있는가라는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만 세 학생들의 독서 리터러시와 수학 리터러

, . 시 과학 리터러시 및 추가적으로 몇 개의 인지적 영역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어떠

. PISA 2000한 교육맥락 변인들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과

PISA 2009, PISA 2018 . 은 독서 리터러시가 주영역으로 측정되었거나 측정될 예정이다 이

OECD PISA에 의 가 측정하고 있는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과 하위요인의 분석을 통해 독서

. PISA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에서 사용하는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은

< 1> .   표 과 같이 변화되어 왔다

독서 리터러시

주영역 평가 주기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

PISA 2000

(potential) (develop) 개인의목적을달성하고지식과잠재력 을계발하고 사회에참여하기위하

(written texts) (use) (refect on) 여 써진 텍스트 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반성하는 능력
(capacity) (OECD 2000, 10).이다

PISA 2009
개인의목적을달성하고지식과잠재력을계발하고사회에참여하기위하여써진텍스트를이해하

(engaging with) (OECD 2010a, 23).고 활용하고 반성하고 몰입하는 것이다

PISA 2018
(texts)개인의목적을달성하고지식과잠재력을계발하고사회에참여하기위하여써진텍스트

(evaluating) (OECD 2016, 11).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몰입하는 것이다

표 의 독서 리터러시 개념 정의< 1> PISA

PISA 2000의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에 기술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독서 리터러시가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상황에

. 서 수행될 수 있는 능력임을 의미한다 이중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

하여’는 독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드러나는 역량이 다름을 의미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

, , 하여’는 독서 리터러시가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량임은 물론 경제 정치 공동체적이

. 고 문화적인 현대 사회의 삶에 참여하는 데 토대가 됨을 나타낸다 ‘이해하다’는 의미는 텍스

트로부터의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독자의 지적 구조에 일정 수준으로 통합한다는 독해력

(reading comprehension) . 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활용하다’는 단어는 독자가 읽은 내용

. 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적용과 기능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성하다’는 의미는 독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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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s interactive) (OECD 2016, 상호작용 을 통해 구성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12-13). PISA 2009 PISA 2000에서는 에서 정의된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에 ‘몰입하다’가

(OECD 2010a, 23), PISA 2018 PISA 2009추가되었고 에서는 의 독서 리터러시 개념에 ‘평

. PISA가하다’가 추가되었다 몰입하는 것은 독서의 정의적 영역으로 의 독서 리터러시가 인지

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특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의

. 미한다 그리고평가할수있는능력은정보취사선택이중요한지식정보사회의특성을반영하

. PISA reading literacy고있음을의미한다 그리고 에서는 ‘써진텍스트’나 ‘텍스트’을 통해 ‘ ’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호들을 소리 내어 읽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써진

. 텍스트를 독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PISA . 의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이 변화되어 사용된 것처럼 하위요인도 변화되어 왔다

PISA 2000 ( ), ( ), (에서는 독서 리터러시가 과정 독서 과제 내용 텍스트 유형 맥락 텍스트 목

) (OECD 2000, 18), PISA 2009 (Aspects), (Text), 적 으로 구성되었고 에서는 양상 텍스트

(Situation) (OECD 2010b, 38). PISA 2018상황 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에서는 텍스트 과

, , ( 2017, 265). PISA정×과제 관리 텍스트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박혜영 의 독서 평가틀의 주

< 2> . 요한 변화는 표 와 같다

2000 2009 2015

텍스트

(Format)포맷 , , 연속적 비연속적 혼합 , , , 연속적 비연속적 혼합 멀티 , , , 연속적 비연속적 혼합 멀티

(Type)유형

(Argumentation), 논증

(Description), 기술
(Exposition), 설명

(Narration), 서사

(Instruction)지시

, , , , , 논증 기술 설명 서사 지시

(Transactional)거래

, , , , , 논증 기술 설명 서사 지시

거래

환경 ․
(Authored) , 저작자 중심
메시지 중심

․

(Medium)매체 ․ , (Electronic)인쇄 전자 ․

공간 ․ ․ , 고정된 동적인

 (Situations)상황 , , , 교육적 개인적 직업적 공적 , , , 교육적 개인적 직업적 공적 , , , 교육적 개인적 직업적 공적

 (Aspect)양상

접근하고 검색하다

통합하고 해석하다
반성하고 평가하다

접근하고 검색하다

통합하고 해석하다
반성하고 평가하다

복합체를 형성하다

접근하고 검색하다

통합하고 해석하다
반성하고 평가하다

복합체를 형성하다

표 독서 평가틀의 주요한 변화< 2> PISA (OECD 2016, 40)

PISA , 의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과 평가틀을 살펴본 결과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에 독서의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몰입하다’와 독자의 독서 목적에 따른 정보의 질과 내용을 비판적

(evaluating)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서 능력이 필요한 ‘평가하다’ 의 단어가 추가되었지만 기

. 본적으로 독서 리터러시가 독해 능력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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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불구하고 평가틀의 주요한 변화는 독서가 행해지는 매체와 관련된 것으로 독서가 행해지

, 는 매체의 특성에 멀티 포맷이나 전자 매체 동적 공간을 추가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해 드러

. 나는 디지털 텍스트와 관련된 독서 리터러시를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정보사회

를 통하면서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독서의 개념이 확장

, , 되면서 컴퓨터 기반 독서 온라인 환경의 독서 디지털 기기에서의 독서로 독서의 개념이 디

.지털 매체에 전송되는 디지털 텍스트 독서의 개념으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PISA독서 및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 및 특성과 의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종

, 합하면 독서 리터러시를 ‘다양한 매체에 써진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평가하고 의사소

. 통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과 유사 개념들과의 차이. Ⅲ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과 특징1. 

1974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은 년 미국 정보산업협회

Zurkowski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의 회장인 가 국가 문헌정보위원회

Information science) (에 제출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병

2011, 3; , 2013, 244; 2015, 208). Zurkowski기 배경재 박희진 김수정 는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Skill)를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정보 능력 이라고 설

, (information literates)명하면서 정보 리터러시의 능력을 갖춘 사람 은 자신의 직무와 일상

, 생활에 다양한 정보자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며 이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1위해 차 자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도구를 활용하는 기법과 능력을 습득하고 있다고 설

(Zurkowski 1974, 6; 2016, 172)명하였다 최재황

(ALA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Literacy 1989)가 제시한 최종 보고서에는 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향상 방법 및 학교에

. 서의 교육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보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

, 천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형평성을 위하여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하

. 거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시대의 생존 기술로 정보 리터러시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개인

, , , 들이 정보가 필요한 시점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는

, (information literate people) 능력인 정보 리터러시를 갖추어 사람들이 학습 방법을 배우

(how to learn), , 고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 (critical thinking 통해 학습자들이 정보 자원을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

skills) .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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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L(2007, 3)은 정보 리터러시가 정보를 찾기 위하여 참고정보원을 이용한다는 간단한

, , (multiple) 정의로부터 발전하였으며 디지털 시각 문자 및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멀티 리터

, 러시가 정보 리터러시에 합류하였다고 하여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이 자원과 기술의 발전에

. ALA AECT(1998)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와 는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에 정보윤

, ACRL(2016, 3) (reflective) , 리 의식을 포함하였고 은 정보 리터러시를 정보의 반성적 발견

정보의 생산되고 가치가 부여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학습 공

동체에 윤리적으로 참여하는 데 정보의 사용을 포함하는 통합된 능력의 집합이라고 설명하여

. 정보의 반성적 발견과 정보 가치의 이해 및 윤리적 사용을 강조하였다 이경화와 송기호

(2016, 89)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 지

식인 정보 리터러시가 문제 해결 단계에 해당하는 간접 전략과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 ) , 는 데 필요한 직접 전략 학습기술 으로 구성된다고 하여 정보 리터러시를 전략의 측면에서

. (2011, 33-34)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병기 는 선행연구자들의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과 속성

< 3> . 을 표 과 같이 종합하였다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과 속성

, , , • 정보리터러시는정보요구의인지와파악기능 정보탐색기능 정보분석및종합기능 정보표현및전달기능등새로운

.기능의 총체이다

, .• 정보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능의 집합에 그치지 않고 기능의 총체 이상이며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이다

, , , , , • 정보 리터러시는 인쇄 영상 전자 매체 등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하며 독서능력 비주얼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네트워크 리터러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 , • 정보리터러시와더불어문제해결능력 비판적사고능력 평생학습능력 창의력등은모두결과와동시에과정을중시하
. 며 상호 관련이 있다

표 이병기 의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과 속성< 3> (2011, 33-34)

어느 측면으로 정보 리터러시를 보느냐에 따라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이나 개념을 이루는

, 특성들이 달라짐을 알 수 있으나 정보 리터러시 개념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정보의 필요성

, 을 인식하고 유용한 정보원을 탐색하고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비판적 사고를 언급한 점과

. 이러한 기술과 지식이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과 같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

리터러시의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나 능력은 독서능력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으로 독서

( 2008, 145-146; , 능력이 정보 리터러시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병기 이경화 송기

2016, 89; 2003, 2-7; , 2014, 138; AASL 2007; 2018).호 변우열 변우열 송기호

, 선행 연구에 제시된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종합하면 정보 리터러시를 ‘문제를 해결하고

,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정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찾

, , . 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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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컴퓨터 리터러시의 개념적 차이2. IT ICT ･ ･ ･

IT ICT 컴퓨터･ ･ 리터러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온 개념으로 이들 리터러시는 서

. (2005, 75-76)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박성열 은 컴퓨터 리터러시를 기

ICT 술적인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활용하면서 컴퓨터 리터러시 기준과 리터러시 기준은

, NRC(National Research Council)동일하다고 설명하였고 는 기술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

IT (NRC 1998). 는 컴퓨터 리터러시의 발달된 형태로 리터러시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유인환

(2000, 7-8) (2001, 5) IT(Information 과 이태욱 외 는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입된

Technology) ICT , ICT IT가 통신 분야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등장한 용어가 로 와 는

ICT IT . IT ICT 유사한 개념으로 가 를 대체하여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컴퓨터･ ･ 리

터러시의 개념들은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용어가 변

. 화되어 왔다 초기에 이들 리터러시들은 정보의 이용과 평가 및 활용에 초점을 둔 정보 리터

. 러시와는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ACRL(2000)은 컴퓨터의 하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이해와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 , , 개념으로 컴퓨터 리터러시를 정의한 반면에 정보 리터러시를 정보 이해 검색 활용 평가 및

창조의 지적인 프레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컴퓨터 리터러시와 정보 리

. NRC(1999)터러시를 구별하였다 는 컴퓨터 리터러시는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응용

, IT(information technology with 프로그램의 기계적 암기 학습과 관련이 있는 반면

fluency)는 기술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과 비판적 사고를 기술사용에 적용하는

, , , ,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고 정보 리터러시는 내용 의사소통 분석 정보 검색 및 평가에 중

IT .   점을 둔다고 하여 컴퓨터･ ･정보 리터러시를 구분하였다

IT ICT 컴퓨터･ ･ 리터러시는 정보 리터러시에 비하여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 , IT ICT 수 있다 이는 정보 리터러시의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리터러시나 리터러시가 정

. 보 리터러시이기 위한 충분조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컴퓨터 리터러시가 초기에는 컴퓨터

작동이나 소프트웨어 조작에 대한 능력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활용할

( 2006, 17), ICT ICT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된 것처럼 한정선 리터러시도

의 기술적 이용뿐만 아니라 정보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인지적 사고과정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 (2002, 23) ICT , 변화되었다 이준 외 는 리터러시를 ‘건전한 정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정보통

, 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적절한 곳에 접근하여 찾아 가공하

ICT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여 의 기술적 측면과

ICT . ETS(Educational 정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리터러시를 정의하였다 또한

Testing Service) ICT 는 리터러시를 ‘지식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

, 케이션 도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관리하고 통합하고 평가하며 정보를 창

(ETS 2002, 16), (2009a, 178) ICT 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백순근 외 는 리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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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 ICT 시를 ‘ 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탐

, , , , , , , 색 분석 평가 조직 창출 활용 관리하며 정보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ICT ICT ICT능력’으로 정의하여 리터러시를 도구 활용과 를 통한 정보 활용이라는 두 가지

. (2016, 276) ICT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장윤금 외 는 리터러시를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

. ICT , , 다 이처럼 리터러시의 개념들이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구성하는 정보의 인식 접근

, . 평가 활용과 인지적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6, 3-5) ICT , 이에 김혜숙과 진성희 는 기기의 이용이라는 기술적 측면을 제외하면 정

ICT 보 리터러시나 리터러시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종

ICT 합하고 활용한다는 개념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보 리터러시와 리터러시를

, (2006, 21) ICT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으며 한정선 외 는 에서 정보 리터러시가 강조된

ICT , ICT 것이 리터러시나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는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 (2011, 3)고 하였다 그리고 김영애와 서정희 는 언어를 해독하고 부호화할 수 있는 리터러시

ICT . 의 측면에서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의 정의는 유사하다고 하였다

( , 2006, 3-5; 2006, 그러나 선행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김혜숙 진성희 한정선 외

21; , 2011, 3), ICT 김영애 서정희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는 개념의 형성 과정에 차이가

. ICT 있는 것처럼 강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리터러시는 정보 기기

ICT ICT ( ) 의 동작 원리나 작동 방법과 같이 기기의 사용법이 리터러시 소양 교육3)의 주요

( 2005, 8-13), 한 교육내용이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정보 기기의 이용이 주요한 관심

. ICT ICT 내용이었다 이에 리터러시의 개념이 리터러시의 영역에 정보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ICT . 개념으로 확장되더라도 리터러시의 개념은 기술적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 모두를 정보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정보 리터러시

ICT ICT 라는 개념은 리터러시와 달리 매체에 대한 구별이 없으며 리터러시보다 정보 평가

( , 2011, 1; 와 활용이라는 인지적 과정의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인식된다 김영애 서정희

Zurkowski 1974, 1; 2013, 182; 2015, 209; 2009a, 177; 이병기 김수정 백순근 외

AASL 1998; 2007; 2018). 

ICT ICT리터러시는 라는 정보통신기기의 이용과 연계하여 인식되어 현실 세계에서는 다

. , 양한 선호도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몰입을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

, . ICT 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ICT 긍정적인 리터러시 발현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긍정적으로만 인식되지만은 않는다는

.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기기 매체보다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느냐가 중

, 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보 활용의 과정적 측면이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보다

3) (2005)교육인적자원부 가발행한 ｢초･중등학교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개정안및해설서｣에 따르면정보

.통신기술 교육은 ‘소양 교육’과 ‘교과 활용교육’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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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한 복합 리터

러시는 정보를 이용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보 리터러시를 복합

. 리터러시의 개념을 이루는 영역으로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정보 리터러시와 독서 리터러시의 비교3. 

(2008, 145-146) , 이병기 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정보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 ,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분석․해석하고 종합․표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

, 여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보 리터러시를 설명하면서 독서교육을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의 한 영역으로 본다면 독서교육과 정보 리터러시의 목적과 내용은 일치한다고

. (2003, 2-7)주장하였다 변우열 은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독서교육을 통해 정보처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 과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 (2014, 138)과정이 독서와 관계되어 있다고 설명하였고 변우열과 송기호 는 직접전략과 간

. (2015, 접전략으로 구성되는 학습독서가 정보문제해결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교육부

17) OECD(2016, 5-6)와 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텍스트에서 무언

, , , 가를 찾고 선택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얻는 과정이 정보 처리 과정과

. 정보 처리 전략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독서 리터러시가 매체로부터 드러나는

텍스트를 글자그대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하는 것 즉 텍스트를 독자의 머릿속에 구성함

. 에 있어 정보를 처리해 가는 인지적 사고 과정과 그 능력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독서 리터러시는 단순히 책이라는 매체에서의 텍스트 읽기가 아니

라 전자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나타나는 텍스트를 의미하며 텍스트 인식의 주체가

, 어떠한 과정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텍스트를 읽는 독해가 될 수도 있으며 텍스트가 독해를

. 통해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책 한권을 읽었다고 해서 책 속 텍스

( ) . 트 데이터 를 모두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 텍스트를 읽었지만 모두 기억할 수

, 없고 책 속 텍스트 중에서 특정한 텍스트를 우리가 메시지로 인지할 때 그것은 독자에게 정

, . 보가 되며 그 정보가 평가 등을 통해 독자가 수용할 수 있을 때 지식이 된다 물론 독서는

정서적인 부분과 배경지식 등의 독자적 요인이 반영되어야 해석이 가능하다지만 텍스트를 메

시지로 추출하고 정보로 받아들이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을 정보로 획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정보 리터러시의 영역과 중첩된다

AASL AECT(1998)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과 의 정보 리터러시 기준

Student Learning)에는 ‘정보 리터러시 능력이 있는 학생은 정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 , .접근하며 비판적이고 유능하게 정보를 평가하며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정보를 사용한다 ’라

. 고 기술되어 있다 특히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세부내용에서 정보 리터러시 능력이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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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해결에 적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보

(Carey 1998, 5; , 리터러시를 문제 해결을 인지 전략의 구성요인으로 간주하고 이경화 송기

2016, 88), (Martin and Grudziecki 2006; Koltay 호 비판적 사고능력을 중요시하는 관점

2011) . , 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서 리터러시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기능적 능

, 동적 목적 지향적인 독서 능력이며 비판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할 때 독서 리터러

. 시와 정보 리터러시는 특정한 영역에 있어 동일한 내용의 다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독서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는 강조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텍스트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와 발현 목적 및 정보 생산에 대한 해석이 다

. 르다는 점이다 어떤 독자가 전자책으로 연애 소설을 읽고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과거

, 경험을 떠올리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할 경우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이 독자가

.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사용했다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상하기라는 독서전략을 사용

, 했다고 할 수 있으며 독서 중후에 독자의 배경지식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추가되지 않았다

. 고 하더라도 감상을 통해 긍정적인 독서 리터서리를 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 뉴

, 스를 읽고 원화가치 상승과 하락이 의미하는 바를 그래픽 조직자로 표현한다고 할 경우 독서

< 1>리터러시 측면에서는 그림 의 ‘읽기’라는 정보 수용 과정과 ‘쓰기’라는 정보 전송 과정을

, 하나의 해독과 부호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독서후’ 표현활동이라는 추

. 가적인 단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그래픽 조작자로의 표현

. 활동은 정보 생산으로 정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로 이해된다 또한 어떤 독자가

특정한 책을 선택하기 위하여 검색 엔진이나 도서관 자료 검색 시스템에 검색어를 입력하거

나 웹상의 이용자 화면에 나타난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정보 리터러시의 활용으로 이해

, . 되지만 독서 리터러시의 측면에서는 ‘독서전’ 활동이라는 추가적인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조 모델. Ⅳ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정보 리터러시와의 개념 비교1. ICT･

, ,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인터넷 응용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디지털 정보 기술을 조작하는 기술사용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Bruce and Peyton 1999; Davies, Szabo, and Montgomerie 2002), 이후에는 수집된 정

보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되었다

(Bennett and Maton 2010). 

Rubbla Bailey(2007)와 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언제

, ALA 2011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고 는 년에 정의된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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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digital information) 2013의 개념에 ‘이해하다’ 와 ‘디지털 정보’ 를 추가하여

, , , , 년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디지털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고 주고받

, 기 위하여 정보와 통신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인지와 기술적 습득을 모두 필요로

. (ALA 2013, 2). Gilster(1997)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 중

(evaluating information content) , 하나로 정보 내용 평가 를 선정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how to be critical)기술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술사용을 포함하는 비판적 사고 를 중심으

. (2006, 52)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하였다 한정선 외 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화된

(technology) (skills) , 정보와 기술 을 숙지하고 필요한 기술 과 지식을 습득하여 문제 해결 커

, , 뮤니케이션 그리고 지식 창출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수집된

, . .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며 이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정의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기술 자체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인지적 사고 영역을

, ICT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확장된 리터러시 개념

. , , 과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 리터러시 네트워크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등의 용어들과 유사하게 취급되거나 이들 리터러시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사용

. 되기도 하였다

AASL(2007, 3-4)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한 멀티 리터러

시가 정보 리터러시에 포함된다고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 리터러시의 한 부분으로 설

, SCONUL (SCONUL Working Group on Information Literacy 정하고 있으며 조사 위원회

2011, 3)에서도 정보 리터러시를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포함하는 우산이 되는 용어

(umbrella term)라고 규정하여 정보 리터러시를 디지털 리터러시 보다 상위 개념으로 정의

. (2018, 362)하였다 또한 정영미 는 디지털 매체에서 필요한 정보 리터러시로 디지털 리터러

. (2013, 247)시의 개념을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반면 배경재와 박희진 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 Hj rland(2008, 9)개념을 높은 수준의 인지적 정보 리터러시로 인식하였고 ø 은 정보 리터러

시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한 한 개념인 디지털 미디어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여 정보 리터

. 러시의 시대적 변화 과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석하였다

Martin Grudziecki(2006) Koltay(2011) ICT , 그러나 과 와 은 정보 리터러시와 리터러시

. , , , 디지털 리터러시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접근 수집 분석 평가 등을

, ICT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리터러시는 지식사회에서 기능 수행과 정

(technology)보 이해 및 활용을 위하여 기술 과 툴 및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

, 하며 소통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며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로부터 정보를 이

, , 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 하이퍼텍스트 내비게이션 네트워크화된 미디어와 네

, . 트워크 툴 활용 콘텐츠 평가 등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서 이들 개념들을 구별하였다 김성희

(2009, 56) ICT와 이형미 는 도구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만 치중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리터

, 러시와 같은 도구 중심의 리터러시의 개념을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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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환경이 갖는 근본적인 속성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가 기존의 도구 중심의 리터러

. 시와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ICT 학생들이 기술에 빠져 지낸다고 이들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향상되는 것

. Prensky(2001) (Digital Natives)은 아니다 그들은 이 말한 디지털 원주민 은 될 수는 있지

, 만 그것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정보 리터러시 능력이 있음을 의

. 미하지 않는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더라도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

, 니라 원하는 정보를 찾고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정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 ILA(2018, 16)독서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에 근거한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물론 디지털 형식으로 된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정보 리터

.  러시를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매체에 드러난 텍스트를

, 이해하고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고 평가하여 윤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소

. 통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리터러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보

, 다 명확히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범위와 개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기

. 위해서 다른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둔 내용을 용어에 포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구조 2.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관한 구조를 살펴보면

. 다음과 같다

,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표현된 ‘매체에 드러난 텍스트를 이해하고’에는 매체의 특

. 성이 반영되어 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 디지털 매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라고

하더라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매체와 매체의 이용 방법은 다를 수

. 밖에 없다 또한 동일한 정보 기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선호하거나 사용하는 어

, 플리케이션은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이용 방법은 다를 수 있

. 다 그리고 인간이 오감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할 때 그 정보는 반드시 매체를

. 통해 드러난다는 점이다

, .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독자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텍스트에서 정보를 찾고 이용

. . 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특성의 발현은 다르다

. 같은 텍스트를 읽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그 내용을 빨리 요약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텍스트의 내용을 연계하여 생각하거나 다른 텍스트와 비교할

.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텍스트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18  ( 49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284 -

. 않을 수도 있으며 같은 텍스트라도 유용한 정보로 인식하느냐 아니냐는 독자에 달려있다 또

한 디지털 매체의 기능적인 능숙도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느냐 폴더 폰을 선호하느냐 등의 특

. 정한 디지털 매체의 선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독자에 영향을 받는다

, ,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기술된 이해하고 활용하고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

. 할 수 있는 역량의 주체는 독자이다

,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표현된 ‘매체에 드러난 텍스트’와 ‘텍스트에 드러난’에는

. 텍스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독서라는 기본적인 활동이 들어가 있기 때

. 문에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도 텍스트의 요인은 중요하다 텍스트는 텍스트의 특성과 내용에

. OECD(2016, 22) PISA따른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는 에 제시된 독서 평가틀

( , ), ( , ), ( , , 의 하위요인인 텍스트를 자원 단일 다중 조직･탐색 정적 동적 형식 연속적 비연속적

), ( , , , , , , ) , 혼합형 유형 기술 서사 설명 논거 지시 상호작용 거래 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매체에서

. 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관점으로 텍스트의

. 스토리가 재미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스토리 자체의 매력도가 높다는 것은 독자에게 보다

(Petty and Cacioppo 1986; Erwin 2001, 85-108; 빈번히 읽힐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Mathewson 1994, 1145-1148; , 1997, 75-93; 2016, 23). 이수원 이준호 박주현

,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표현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소통 할 수 있는’에는 상

. . 황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상황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맥락으로 목적을 포괄한다

. OECD PISA상황도 텍스트 요인처럼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의 에서 제시한 상

. PISA황 범주와 같이 상황을 특정한 틀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 에서는 친구와 같이 관련

, , 된 ‘인물’ 연락이나 과제 수행을 위한 ‘활용’ 편지나 교과서와 같은 ‘내용’에 따라 독서의 상

, , , (OECD 2000, 23). 황을 개인적 교육적 직업적 공적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인 호기심

으로 글을 읽을 때와 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글을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름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 관점이다 사서교사가 북토크 시간에 일곱 권의 전자책을 소개한 뒤에 몇몇 학생의 전자책

, 서재 어플리케이션에 한 권의 전자책을 선물했다고 했을 때 전자책을 선물 받은 학생이 그

. SNS(Social Network 전자책을 읽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그룹 프로젝트를 위한

Service) . 의 그룹 채팅방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문도 보다 빈번히 읽혀질 것이다 그리고 학

교차원에서 디지털 매체를 학생 개인에게 나눠주고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교육내용과는

상관없이 디지털 매체의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더 기능적으

. 로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목적이나 특정한 상황에 개인들의 디지털 리터러

. 시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4 < 2>이와 같이 개의 구성요인이 포함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적 구조 모델은 그림 와

.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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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적 구조 모델< 2> 

< 2> . 그림 에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디지털 매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독서 리터러시나 정보 리터러시와 같은 다른 인지적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 리터러시와 연합

하여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독서 서비스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

. 할 때 내용의 범위와 방법의 융통성을 넓혀준다

디지털 독서 리터러시의 개념3. 

. 독자들은 읽을거리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왔다 최근 디지털

화된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독자들은 디지털 도구

. 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디지털 매체에서는 텍스트와 텍스트를 링크를 통해

, 연결지점을 오갈 수 있으며 정적 텍스트나 다중 텍스트를 읽거나 탐색하기 위하여 특정한

. 어플리케이션이나 코덱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와 화면의 크기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독서태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던 책의 두께나 글자의 크기 등을 통해 독자가 정보의 양을 쉽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

. 다 따라서 학습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변화된 정보 기술과 디지털 매체를 적절하게 이용하

. 여 독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의 이용 능력과 독서

. 능력은 독자에게 중요한 시대적 역량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의 이용과 독서 및 학업성취도는 서로 관계가 없거나 부정적인 관계가

. PISA 2009 ICT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의 접근성은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없었

ICT 고 학교에서의 활용은 독서･수학･과학 리터러시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 2012, 16; 2012, 363-365). PISA 2009 ICT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숙 양정호 또한 에서

활용을 가장 적게 하는 집단이 높은 독서 리터러시 성취도와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보이는

, ICT 반면에 가장 낮은 독서 리터러시 성취도를 보인 집단은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

( , , 2011, 749). PISA 2012로 나타났다 박현정 하여진 박민호 에서도 세부 항목에 차이는 있

ICT (지만 전반적으로 활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김

2014, 22), (Digital Reading Assessment, DRA)혜숙 한국 학생들이 디지털 독서 평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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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서는 높은 점수를 얻어 최상위권을 차지하였으나 활용 지수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PISA 2012 PISA 2015 ( 2017, 362; 경향성은 와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갑수 구자옥

2015, 4; 2014, 31). 김혜숙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독

( , 2014, 343- 서･수학･과학 리터러시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주현 장우권

346).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 매체의 활용이 독서 및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없거나 부정적

,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디지털 매체 리터러시와 독서 리터러시가 독립적인 영역을

.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일반적인 디지털 매체 리터러시의 수준을 요구하는 측정에서는 매체가 인쇄 매체인

(OECD 2011, 지 디지털 매체인지와 상관없이 독서 리터러시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74-78; 2014, 11; OECD 2010b, 15; OECD 2011, 51), 송미영 외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독서 리터러시 점수가 높은 현상은 인쇄 매체나 디지털 매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OECD 2011, 186; 2009b, 393; 2009, 209; 2012, 75; 백순근 외 서순식 외 장상수 송미

2014, 9). PISA영 외 또한 의 온라인 자료 읽기와 독서 리터러시 성취도 간에는 정적인 관련

( 2012, 16). 성이 있었다 김혜숙 이러한 결과는 인쇄 매체 독서 리터러시와 디지털 매체 독서

. 리터러시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알려준다

.  여러 연구자들은 디지털 매체의 기술적 리터러시보다 독서 리터러시를 강조하였다

Gilster (technology) 는 기술적 역량보다 비판적 사고를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기술

(skills) , 로 인식하였고 웹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술보다 웹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Martin and Grudziecki 2006, 254; Pool 1997, 8). (2014a, 인 평가를 강조하였다 김혜숙

2) ICT 은 활용 자체는 학습 태도나 교수학습 과정과 같이 학업 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ICT 근접 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활용 여부 자체가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지

, . 않는다고 하였으며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Leu (2015) (technologies)외 는 새로운 기술 의 변화에 따라 리터러시가 변화하더라도 기본

적인 독서 과정과 높은 수준의 디지털 독서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독서 리터러시가 필요

. 하다고 하였다 즉 이들 연구자들은 정보 기술과 그에 따른 디지털 매체가 발전하더라도 핵심

. 적인 역량은 독서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OECD PISA , 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독자들이 변화된 텍스트와 매체를 활용하고 다양한

, , , 텍스트나 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통합하고 해석하는 정보과정 전

, , , 략을 사용하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조직화 필터링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OECD 2016, 6), 디지털 매체에서 드러나는 텍스트를 읽는 행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

. PISA하기 위하여 디지털 독서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는 개인 성장 및 사회 참여

(skills)에 필요한 리터러시 기술 에서 디지털 텍스트가 차지하는 역할의 증가를 인정하여

PISA 2009 (OECD 2011), 에 전자 텍스트를 포함시켰으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독서 리터러

(reading literacy skills) PISA 2009 DRA시 기술 을 측정하기 위하여 에서 처음으로 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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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A 2015 (Print Reading Assessment, 하였다 이후 부터는 인쇄 매체를 통한 독서 평가

PRA) ICT DRA . PISA는 측정하지 않고 를 활용한 만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디지털 독

. PISA서리터러시는그개념이독립적으로정의되어있지않다 이는 가제시한독서리터러시

. 라는 개념과 그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에 디지털 매체의 특성이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PISA , 에서 디지털 독서 리터러시는 독서 리터러시의 범주에 포함되고 디지털 독서 리터러시

. 를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매체 리터러시와 독서 리터러시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체의 이용에 초점을 둔 디지털 매체 리터러시

, 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와 독서 리터러시는 관련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

.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독서에 초점을 둔 경우는 매체가 인쇄 매체인지 디지털

. 매체인지에 상관없이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디지털

매체 기술을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내용을 인지하는 독서 리터러시의 측면이 여전히 중요한

. , IT, ICT,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디지털로 이어지는 기술적 변화

과정에서도 독자에게 정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독서 리터러시를 배경 지식이

. 나 보완적인 역량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독서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 개발. ICTⅤ ･ ･ ･

독서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1. ICT･ ･ ･

리터러시는 문맹에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파생된 개념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커

. 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읽거나 쓰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읽고 쓰기 위해

서는 반드시 매체가 필요하였고 시대적 상황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리터러시는 복합 리터러

. 시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복합 리터러시는 초점에 따라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와 과정 중심적

. 리터러시로 발전하였다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는 매체를 조작하고 이용하는 특정한 매체의 특성에 리터러시의 개념

을 결합시킨 것으로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이고 정보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그 용어가 변화

. 되어 왔다 컴퓨터가 생겨나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컴퓨터 리터

, IT , IT러시가 생겼으며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라는 용어가 생겼고 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IT . IT ICT설명하기 위하여 리터러시가 생겼다 그리고 가 발전하면서 통신과 결합하여 라는

, ICT ICT . 용어가 생겼으며 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리터러시가 생겼다 그리

ICT 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기존과는 다른 도구가 보편화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새

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시대적 문화적 구별을 위해 사용된 용어인 디지털

. , IT, 에 리터러시가 결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가 등장하였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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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 2005; 디지털 매체로 이어지는 정보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용어이다 박성열

NRC 1998; 2000; 2001; ACRL 2000; 2006). 유인환 이태욱 외 한정선 그러나 매체 중심

적 리터러시도 초기의 매체 활용이라는 의미에서 매체 활용과 더불어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 , 2002; ETS 2002. 2009a; 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준 외 백순근 외 김

, 2006; , 2011). 혜숙 진성희 김영애 서정희

. 반면에독서리터러시와정보리터러시는과정중심적인리터러시이다 독서는책이라는매체

. 를통해글자를해독함과더불어인간의고차원적인인지적영역을사용함을의미한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책이라는 매체는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등을 포함하게 되면서 독서는

모든종류의텍스트를의미하게되었으며라디오로책을읽어주는성우의목소리를듣거나컴퓨

터로 전자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환율 통계 등을 읽는 것도 모두 독서의 범주에 포함하게

. 되면서디지털독서를포함하는개념으로변화되었다 정보리터러시는지식정보사회에서정보

를취사선택하는일이중요해짐에따라오감을통해수용하고이해하였던텍스트들중에서특정

한메시지를정보로받아들이는과정과인지적사고과정을설명하기위한능력으로정보리터

. 러시라는개념이발생하였다 따라서정보리터러시는다른매체중심적리터러시모두와상호

(ACRL 2012, 5). < 3> .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과 같다

그림 독서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 3> ICT･ ･ ･

Tyner(1998, 92-94)는 정보 환경에서리터러시의 개념을기술에초점을둔 도구적리터

. < 3>러시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포함하는 표상적 리터러시로 구분하였다 그림 에 제시된 매

IT ICT Tyner체 중심적 리터러시인 컴퓨터･ ･ ･디지털 리터러시는 의 도구적 리터러시와 동일

Tyner . 한 범주에 해당되며 정보 리터러시는 가 설명한 표상적 리터러시 중에 하나이다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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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3) / (encoding/decoding)선 은 정보 리터러시는 의미 자질을 ‘입력해독 ’하는 텍스트

의 이해및 생산에직접 관련된 일종의언어 능력으로 표상 리터러시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

. Tyner(1997)였다 이는 독서 리터러시도 언어 능력을 수반하는 표상 리터러시의 범주로 의

. 리터러시 분류 관점에서 독서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가 동일한 범주에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 및 정보서비스 적용에 대한 함의 2. 

ICT개발된 독서･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은 독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 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방법적인 측면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 첫째 개발된 개념화 모델은 독서 및 정보 서비스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환경이 변

화되더라도 매체에 드러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독서 과정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항해하고 선택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여전히 중요

. 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독서와 정보

. 리터러시에 대한 서비스는 중요한 역할로 수행되어야 한다

, 둘째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와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로의 구분은 이들 리터러시가 독립적

. ,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설령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의 개념에 과정 중심적 리터러

시의 개념을 포함시키더라도 이는 하위요인에 대한 확장으로 교수요목이나 서비스의 범주에

. , (2005) ICT 대한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 가 발행한 교육에 제

ICT시된 두 영역인 소양 교육과 교과 활용교육은 의 개념에 따른 구분이라기 하기 보다는

. 현장에서의 교육을 위한 방법적 차원에서의 구분으로 이해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체 중심

적 리터러시가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개념과 하위요인을 갖더라도 이는 개별 매

체 중심적 리터러시와 개별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의 연합으로 구성된 개념과 하위요인으로

.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와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과

.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셋째 개발된 모델은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와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가 연합하여 사용될 수

, . 있으며 교수요목에 대한 체계와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도서관에서 디지털

, 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때 개발된 모델은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정

, 보 리터러시와 독서 리터러시의 반영 여부와 반영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독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

. 공한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리터러시의 제시를 통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

. , ICT 그램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독서 리터러시’라는 프로그

ICT ICT램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의 작동과 이용뿐만 아니라 를 통해 글을 읽고 이해하고

. 사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라는 프로그램은 디

. 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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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개발된 개념화 모델은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와 독서 및 정보 리터러시가 어떻게 연합될

.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결론 및 제언. Ⅵ

본 연구에서는 리터러시 및 리터러시와 복합어를 형성하는 독서･디지털 독서･정보･컴퓨터･

IT ICT , ICT･ ･디지털리터러시의개념및특징과개념간의차이점을살펴보고 독서･정보･ ･디지

털 리 . .터러시의 개념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리터러시를 ‘특정한 주제나 상황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문자를 활용하여 읽고 쓸

.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는 리터러시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

. 소통 능력과 특정한 주제나 상황에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 둘째 독서 리터러시를 ‘다양한 매체에 써진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평가하고 의사소

. 통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독서가 물리적인 책에서부터 디

지털 매체에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텍스트’의 범주도 인쇄된 텍스트

. 부터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독서 리터러시가

다른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와 결합하여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 할

.  수 있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 셋째 정보 리터러시를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정보 윤리

, . 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찾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

, 한 개념적 정의에는 독자의 정보 활용의 목적과 정보 과정 및 과정별 능력이 반영되어 있어

모든 주제 분야에서 정보 리터러시가 도구적이고 절차적이고 방법적인 지식으로 활용될 수

. 있음을 내포한다

, IT ICT넷째 동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현상을 반영한 개념으로 컴퓨터･ ･ ･디지털 리

. 터러시가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리터러시의 기술적 발전 현상을 반영한 개념으로 디지

. 털 리터러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의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에 드러난 내용에

, 대한 독서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를 인지적 과정을

. 포함하는 개념과 연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매체를 이

, 용하여 매체에 드러난 텍스트를 이해하고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고 평가하여 윤리

.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 ICT다섯째 독서･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에 포함된 복합 리터러시를 매체

. IT ICT중심적 리터러시와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로 구분하였다 컴퓨터･ ･ ･디지털 리터러시를

,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로 구분하였고 독서･정보 리터러시를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로 구분하

. IC, ICT, 였다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는 시대의 사회･문화･기술적 흐름에 따라 컴퓨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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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리터러시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를 독서 리터러시와 정보 리

. 터러시로 구분하였다 독서 리터러시는 매체에서 텍스트를 해독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배경지

식을 활용하는 인지적 과정이 중요시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로 분류하

, 였으며 정보 리터러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보를 인식하고

. 찾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적 리터러시로 분류하였다

ICT . 본 연구에서는 독서･정보･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하위요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에게 독서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위요인이 필요한 만큼 독서･정보･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하위 영역을 고찰할 필요가

.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복합 리터러시의 개념을 탐구함에 있어 정서적인 영역

을 제외하였으며 그에 따라 개발된 이들 복합 리터러시의 개념화 모델에서도 정서적인 영역

.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리터러시를 기술적으로나 인지적으로만 접근하다보면

스마트 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 폰의 메시지를 통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에

. 대한 중요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들 복합 리터러시의 구조에 정

. 서적인 영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화 모델에는 매체와 인간의

능력 및 활동이 주로 정보를 수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 정보의 전송을 위한 내용도 모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ICT , ICT단순히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였을 경우 여기서 의미하는 나 디지털

, 리터러시가 기술적 측면을 의미하는지 인지적 사고 과정의 측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술

. ICT 적 측면과 인지적 사고 과정의 측면 모두를 의미하는지가 혼돈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

정보 리터러시’나 ‘디지털 독서 리터러시’와 같이 매체와 인지적 사고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 용어를 사용하여 그 용어와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체 중심적 리터러시에서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가 어떻게 발현되며 어떤 전략과 태도가 학

습에 효율적인지를 연구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독서 및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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