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오후 3시
장소 |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득구 · 도종환 · 박정 · 한무경(가나다순)
공동주관: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후원: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참여:

강득구TV, 한국도서관협회 실시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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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정보 접근성 제약은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저해!!
-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은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 큐레이팅 공간!!

시 간

내

용

1부 ▮ 개 회 식
∙ 인사말 | 강득구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박 정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15:00-15:20

∙ 축 사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기남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부 ▮ 정책토론회
사회 : 오덕성(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

15:20-15:40

15:40-16:00

【주제발표1】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주제발표2】 ∙ 학교도서관에서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
박주현(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

16:00-16:40 【토의발표】
∙ 심하나 ❙ 양청중학교 사서교사
∙ 정경숙 ❙ 대전버드내중학교 교감
∙ 이창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주상 ❙ 경산과학고 사서교사
∙ 어효진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16:40-17:00 【종합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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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강득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동주최에 함께해주신 도종환 의원님, 박정 의원님, 한무
경 의원님과 주관해주신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
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이번 토론회 주제가 우리 학생들
에게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 이는 언택트 시대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
디어와 정보활용능력은 지금 시대에 더 좋은 책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너무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은 공공재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 공간입
니다. 그만큼, 독서의 중요성을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도서관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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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시대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정보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입니다.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인 것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에 미디어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해 학생
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
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미래교육 관점에서 발전적인 방향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토론회를 위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각계각층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학
교도서관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
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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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도종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입니다.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박정, 강득구, 한무경 의원님과 남영준 한국도서
관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미디어는 그 특성 상 정보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모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다수 생산·유통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기 어렵고, 자극적
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더욱 빠르게 퍼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에 그대로
노출된 결과 공론장이 쉽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디지털미디어 활용 기회가 늘어난만큼, 학생들도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과정에도 디
지털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생들의 미디어문해력과 정보활용능
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초등학생의 84.9% 이상이 스마트폰
을 갖고 있고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OECD가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사기성 메일 식별률이 OECD 국가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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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인 반면 한국 학생들은 25.6%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에서
한국 학생들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활용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만
큼, 학생들이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방안
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고견
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말하는 것만큼 쓰고 읽는 것이 중요하듯,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해하고 분석
하는 능력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빛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국회
에서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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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박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경기 파주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오늘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박주현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님, 강
득구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그리고 한무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봐주시는 오덕성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님과 발표를 해주시는 양정
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님, 박주현 위원장님, 그리고 토의발
표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며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정보
활용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OECD의 학력평가 프로그램 PISA에서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정보 활용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사서교사가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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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세부 계
획을 수립 및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정보이용교육’의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
다. 이에 지난 6월 18일 정보이용교육을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으로 구체화시키
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득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법 통과는 물론, 법을 시행해가
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더 뜻깊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써 개정안
통과를 위해 위원님들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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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뜻을 같이하여 ‘학생들
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강득구·도정환·
박정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
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우리 삶 곳
곳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발달
로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뉴미디어 속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도서관은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를 동시에 활
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정책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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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토대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키
울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국회 도서관문화
발전포럼 간사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
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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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서관협회장을 맡고 있는 남영준입니다.
시절은 어김없이 변하는데 코로나19 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학교도서관 현장
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도서관계와 협력하여, 우리 학교도서관이 추구하는 선한 목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종환 위
원장님과 박정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한무경 의원님께서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아 이렇게 멋진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우리나라 도서관계
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적절한 토론주제를 선
정하신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
서교사노동자조합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디지털 정보격차는 곧바로 학력의 격차를 의
미합니다. 디지털 기기활용능력이 부족하여 혹은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은 수업의 본질적 내용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학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
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수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과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와 유해한 정보들이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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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사회에 디지털 격차와 정보활용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공교육 학업 수행에 불공
평과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알지 못해
서 혹은 그 기회가 없어서 디지털 시대의 정보격차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고, 올바
른 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미 있는 정보와 유해한 정보를 학생들은 구
분하지 못해 학생들의 인성은 잘못 형성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과 학교도서관 단체에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능력 향
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절실한 현안을 주제로 선정하여 이
러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가 더욱 빛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 박주현 선생님은 오늘 토
론의 키워드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작게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활용 교육의 출발이고, 크게는 우
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공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묵직한 담론의 마
당을 마련하는 키워드입니다. 좋은 주제와 발표에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훌륭한 토론회를 기획해주신 강득구 의원님과 끝까지 도서관계를
챙겨주시는 도종환 위원장님, 학교도서관의 후원자임을 항상 자처해주시는 박정 의
원님, 영원히 도서관인의 편일 수 밖에 없는 한무경 의원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
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우리 한국도서관협회가 함께 더욱 발전하
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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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신 강득구 의원님, 도
종환 의원님, 박정 의원님, 한무경 의원님과 참석하여 주신 선생님, 그리고 관계자분
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읽기 방식이 디지털 및 영상 문화 기반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비판
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에게는
미디어 및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민주
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학교와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학생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을 기르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의 정책 방향과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
다.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과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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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많은 성인들에게도 지금의 문화는 무척 낯선 환경입니다. 하물며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등교가 제한되고
온라인 강의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 좋은 점도 많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적지만
은 않습니다. 최근 비대면 강의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떨어뜨린다는 뉴스가 심심
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만이 지닌 강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디지털 역량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정보능력 향상은 미래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대거 노출되
고 있는 만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
니다. 이를 돕기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스마트기기, 비대면 화상회의 활용법,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전자정부 이용방법 등 대
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활용에 관한 교육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올바른 디지털 문
해력과 디지털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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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득구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박정 의원님, 한무경 의
원님, 또 함께 해 주신 한국도서관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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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신기남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하는 능력이 배움과 학습의 근원이 되는 오늘날 디지털 지식정
보화 시대에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
리게 된 것을 매우 바람직스럽게 여기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강득구, 도종환, 박정, 한무경 의원님, 남영준 한국도서
관협회 회장님, 바쁘신 중에도 격려를 위해 함께 해주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
관님,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님, 최교진 전국시도교
육감협의회 회장님, 이 외에도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
씀 드립니다.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별해
내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잘못된 정보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
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지는 인포데믹(infodemic, 거짓정보 유행병)이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이 유해한 정
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슬기롭게 정보를 활용·소통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정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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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능력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교과과정과 연계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
을 비롯한 제도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다각적으로 정책 방
향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와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정
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
다.
2021년 8월 20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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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입니다.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수업이 전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미
디어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 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감
소하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학습결손을 조기에 진단하고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개인 생애 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AI를 활용한 맞
춤형 학습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학교 수업을 혁신하
고 학생들의 완전학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희롱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으
로 서비스를 중단한 ‘AI 챗봇 이루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
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특히 민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인한 정보 편식, 가짜 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
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기본역량이라 할 수 있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
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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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라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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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활용능력 향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
리를 마련해주신 강득구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박정 의원님, 한무경 의원님께 감사
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선포한 상황에서 미디어와 정보 활용능력은 우
리 모두가 익혀야 할 핵심 역량임이 분명합니다. UNESCO는 세계 인권 선언 제19
조에 제시된 의견과 표현의 자유 및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
유를 향유할 수 있으며, 현대 시민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으로 미디어·정
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소셜미디어(SNS, 블
로그, 인터넷카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등)의 강력한 네트워크 환경이 조성
되었고, 일방향성이 아닌 상호작용성의 초연결사회로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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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잉 생산 등의 부작용으로 가짜뉴스, 디스인포메이션, 인포데믹 시대를 만들어 내
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현재
를 진단해보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여 성찰하면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 전반의 지원 및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
으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
니다. 진정한 비판적 이해는 공론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더 큰 사회적 담론을 만들
어 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더 넓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협력과 연대의 가치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인간의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밝은 미
래로 향할 것이며, 이는 민주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국가교육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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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김 진 경

축 사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반갑습니다.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강득
구 국회의원님, 도종환 국회의원님, 박정 국회의원님, 한무경 국회의원님께 감사드
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그 어
느 때보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원격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일
반화되어 있고, 유튜버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권에서 상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원주민이라고는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과도한 미디어 노출은 걱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이끌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인류 학생들에게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정
보를 수용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
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미디어 및 정보활용 능력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뿐
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이기도 합니다. 교수학습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적절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미래사회의 핵심능력 중 하나이기에 유초중등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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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학과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과 연수, 교육과
정과 관련 법령 정비 등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
리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이러한 자리가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 8. 2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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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양 정 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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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1)

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매우 다양한 미디어 유형, 플랫폼 및 서비스가 등장했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점차 더 일상화돼가는 현실에서 새삼 강조되고 있는 역량
이 있다.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다. ‘리터러시’는 원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우리말로는 문해력, 문식성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번역어들의 의
미 전달이 쉽지 않아 그냥 ‘리터러시’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
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직역하면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비판적·분별적으로 이용하며, 미디
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창의적 표현, 적극적 소통 및 참여 등), 책임 있고 안전
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괄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영화, 그 후에는 TV 등 영상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따라서
초기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는 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
려는 ‘보호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
라 사람들이 단순히 미디어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도 ‘활용’, ‘생산’, ‘책임’, ‘소통’과
같은 요소들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정보의 분별적 이해를 포함하는 하위개념인 비
판적 이해라는 데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모아진다. 원래부터 미디어 리
터러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비판적 이해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1. 미디어 리터러시, 현대 시민의 필수 역량
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근본적 변화
현대사회를 미디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
하고 어떤 미디어에 주로 의존하는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현대인이라면

1) 이 발표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발간 계간지 <미디어 리터러시>의 창간호(2017년 여름호)에 저자가 기고한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정보 과잉 시대 핵심 교육 모델이자 정보복지 첫걸음”의 내용을 보완 및 수
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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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디어 이용자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과거에도 미디어는 존재했다.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가운데는 길
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것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미디어를 똑
바로 알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절히 갖추었는가의
문제는 예전에도 중요했다. 그런데 많은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이 오늘날에는 그러
한 능력의 중요성이 과거에 견줄 바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의 주요 근거는 미디어의 수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에 있을
까? 기술 발달로 인해 미디어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
자체를 늘려놓았고, 그로 인해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분명한 만큼,
양적 팽창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단순히 미디어 개수만 늘린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만약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이 신문,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의 또
다른 유형들을 더 만들어내는데 그쳤다면,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소수의 생산자가 만든 콘텐츠가 수많은 수용자에게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며, 특정한 목표수용자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
시에 대량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중심이 되
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뚜렷이 구
분되고, 이로 인해 생산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인터넷의 탄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운용
되는 각종 서비스들(SNS, 블로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등)은 일방향성이
아닌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 안에서는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
가 모호하다. 과거에는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위치에 머물던 수용자들이 이제
는 콘텐츠의 생산, 그리고 확산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 생
태계에서도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가

합쳐진

‘생비자

(prosumer)’라는 신조어가 어느새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
자들이 예전에는 수동적이었다가 오늘날에는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
은 지나친 기술결정론이다. 이는 기술이 인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방송사·신문사에 제보를 하거나 독자투고를 하고 보도 내용 등에 항의
를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수용자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달라지면서 수용자가 콘텐츠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이 대거 생겨났고, 그로 인해 실제 참여가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의 대표적
특징인 개방, 참여,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편리

- 27 -

한 기능(예: 온라인 게시판, 댓글 기능, 링크 공유, 공감 표시 등)을 제공하지 않았
다면 아마도 수용자 참여는 과거처럼 매우 적극적 성향을 지닌 일부의 전유물로 남
았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
는 행동과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와 마우스 몇 번 조작으로 정보를 만들어 내거
나 공유하는 행동은 적극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
다. 기술이 변화시킨 것은 수용자 내지 그들의 능동성 자체가 아니라 수용자의 능
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미디어 생비자의 탄생, 무분별한 정보 생산이라는 부작용
일반인들이 미디어 콘텐츠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가운
데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가장 적극적인 유형으로는
게시물을 직접 작성해 소셜미디어(예: SNS, 블로그, 인터넷카페, 온라인 동영상 플
랫폼, 메신저) 등을 통해 유통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완전한 창작
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콘텐츠를 재가공·편집해 일정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을 갖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직접 생산만큼은 아니지만 이에 버금
가는 활동으로 뉴스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에 댓글을 작성한다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주제로 한 토론이나 대화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행동이 있다. 이에
비해 좀 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특정 미디어 콘텐츠를 공유하기(자신
의 SNS·블로그 계정으로 스크랩하거나 메신저 등의 폐쇄형 소셜미디어 친구들에게
직접 전달 등), 콘텐츠 및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 ‘화나요’와 같은 공감 표시하
기, 추천하기 등이 포함된다.
위에 열거한 유형들을 포함해 일반인의 콘텐츠 생산·유통 참여는 과거 매스미디
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쟁점을 만들어냈다. 우선, 전문적인 훈
련을 받는 직업 언론인들과는 달리 취재나 보도 윤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일반인들
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흥미롭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작성하
거나 퍼나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전통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해독 능력이라는 좁은 정의에 방점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미디어 환
경에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디어(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콘텐츠 생산·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갖는 것
이 더욱 강조된다.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콘텐츠 생산 및 파급은 또한 사회 및 그 구성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가 만들어지는 ‘정보 과잉 생산’에 일조한
다. 물론 현재의 정보홍수 상황을 일반인의 정보생산 확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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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다. 인터넷은 수용자의 정보생산만 손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포함
한 전문적 콘텐츠 생산조직의 수 자체를 늘려놓았다. 소수의 생산자가 전체 소비되
는 콘텐츠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던 과거에 비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훨씬 민주적
이고 투명해진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일반인의 생산 참여는 기존 콘텐츠의 문법을
벗어난 참신한 접근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데 다른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선정적 콘텐츠 양산 및 하향평준화와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다
양성의 측면에서는 양적 증가에 부합할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한정된 콘텐츠만
생산되던 과거에 비해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과거보다 더
생산되는 콘텐츠 중 상당수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급한 수준이라는 데 있다.
언론사와 같은 전문 콘텐츠 생산 조직이라고 해서 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
다. 클릭 유도를 위해 기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자극적 제목을 붙이는 ‘낚시성’
기사, 지배적인 온라인 뉴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인터넷포털에서 트래픽을 높일
목적으로 언론사들이 동일한 기사를 포털에 계속 재전송하는 편법인 ‘어뷰징’, 특정
기업이나 정부 조직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써주는 ‘광고
성’ 기사 등이 폐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유형은 애초에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성이나 객관성 등은 우선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보다는 덜한 경
우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게이트키핑2)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일반적인 기사들도 지
나친 속보 경쟁으로 인해 사실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보도되는 경우가 허다하
다. 오프라인 매체에서는 오보에 대한 정정 자체가 쉽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 사후
에 틀린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바로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하거나 슬그머니 기
사를 삭제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쉽게 고쳐지기는 어렵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전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짜뉴스(fake news)’
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콘텐츠 유형인 뉴스의 형식을 차용해 거짓된 정보를 유통
시키는 유형이다. 가짜뉴스는 정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핵
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의 일종이다. 이러한 디스
인포메이션은 루머, 찌라시 등의 형태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접한 사람들이 의
심 없이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제
2) 어떤 아이템을 보도할 것인가부터 작성된 기사를 어느 위치, 어느 순서에 배치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뉴스
가 생산되고 이용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일컫는 용어이다. 좁
은 의미의 게이트키핑은 뉴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많은 아이템들 가운데 실제로 기사화 할 것들을 선별하
는 단계를 일컫는다. 게이트키핑(gate-keeping)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풀면 대문을 지킨다는 뜻인데, 그러한
아이템 선정 행동이 대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가도록 막는 수문장
(gate-keeper)의 역할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은유적으로 붙여진 표현이다.

- 29 -

해외에서는 유명 언론사와 비슷한 인터넷주소로 가짜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등
명백히 뉴스처럼 보이는 것을 의도한 가짜뉴스가 횡행해 왔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는 가짜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정보들이 주
로 카카오톡, 밴드와 같은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들 간에 전달되면서 파급
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등의 해외 사례에서 가짜뉴스는 뉴스나 언론사라는 ‘형식
(format)의 신뢰도’를 오·남용하는 것이라면, 국내 가짜뉴스는 이용자 개개인이 맺
고 있는 인간관계에 기반한 ‘전달자 신뢰도’에 기생하는 형국인 것이다.
3) 인포데믹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미디어 리터러시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이 아닌 전세계적 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이 된 지
오래다. 사람들은 처음 겪어보는 전염병의 대유행 속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평소보다 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경향을 보인다. 그
런데 보건당국, 의료 전문가, 권위 있는 언론 등이 제공한 검증된 정보도 많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가짜뉴스’나 ‘찌라시’ 수준의 근거 없는 정보가 만들어지고
이런 저급한 정보가 SNS, 메신저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부작용이 속출
했다. 신체적 질병의 유행인 ‘팬데믹’과 함께 정보 전염병, 즉 인포데믹이 평소보다
더욱 기승을 부린 것이다.
인포데믹(infodemic)은
‘epidemic/pandemic’을

‘information(정보)’에
합쳐

만든

신조어로

전염병을
가짜뉴스,

의미하는
허위조작정보

(disinformation), 오정보(misinformation) 등의 유해한 정보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인포데믹은 지역적 유행을 의미하는 ‘epidemic’보다는 전세계적
유행에 해당하는 ‘pandemic’에 더 가까운 속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정신적 면역력이 평소보다 약화된 틈을 타 바이러스가 좀 더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
이다.
사실 인포데믹 현상은 소셜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피할 수 없는 부
작용일 수 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제한된 양의 정보만 생산되던 과거 매스미디
어 시대와는 달리,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한대의 사이버 공간에 소셜미디어라는 강
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점차 사용자친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덕분
에 누구나 별 어려움 없이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시대 초
기에 자주 언급되던 ‘정보 홍수’ 시대를 지나, ‘정보 폭포’ 시대를 거쳐, 이제 ‘정보
전염병’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생산된 정보 가운데 상당량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검증하지 않았거나, 사실검증 자체에 관심이 없는 상태로 만들
어진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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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나르는 사람들은 해당 정보가 유해
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내 친구나 지인이 전달해줘서, 혹
은 흥미롭게 보여서 별 생각 없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 정보가 가짜일 수 있고, 그
것이 확산됨으로써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유해한 정보,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정치적 영향
력을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허위정보는 만든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
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의 사실여부에는 관
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
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게 사실처럼 보일만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특정한 정치 성향
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하고자 그들의 확증편향(자신의 기존 가치관/태
도/의견에 부합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메시지/콘텐츠만 선별적으로 노출하고 받아들
이려 하는 성향)을 부추길 만한 요소를 대거 포함시키거나 감정적 소구 전략을 구
사한다.
2.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신적 ‘면역력’
가짜뉴스를 비롯한 디스인포메이션, 그 외에 앞서 소개했던 여러 유형의 품질 낮
은 미디어 콘텐츠는 수없이 많이 생산·유통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유해 정보 노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저급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미디어를 최소한으로 이
용하거나 아예 이용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비유하자면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바
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출을 극도로 줄이거나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것은 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대 시민에게 가능
한 대응 방법이 아니다.
유해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해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에 대한 노출
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의 편재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소비하다 보면 유해 정보나 저품질 정보를 마주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유해 정보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정보 이용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직 교사이면서 지적 자기방어를 위한 매뉴얼을
주제로 책을 출간한 소피 마제(Mazet, 2015/2016)가 지적했듯이, 미디어 생태계에
유해한 콘텐츠가 상당량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 자체를 멀리
하는 것은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 전부를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믿고 받아들이는 분
별없는 행동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을 만큼 어리석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비교적 안전한 정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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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신력을 인정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생산한 정보만 선
택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전문가의 정보 품질 평가를 거친 정보만 이용한다든지 하
는 식이다. 이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질병에 빗대 비유하자면, 특정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전문가가 사전에 안전한지
직접 검사한 음식물만 섭취한다든지 하는 것이 해당한다. 그런데 개개인이 일상생
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노출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전문가
가 일일이 검증해줄 수는 없다. 그런 전문가나 전문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며, 설사
그들이 수적으로 충분하다 하더라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며 그들
이 노출하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고 노출여부를 판단해줄 수는 없지 않겠는
가(즉, 전문가의 도움에만 전적으로 기대기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가
너무 많은 환경이 된 것이다).
결국, 남은 하나의 마지막 방법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미디어 이용자 개개인
이 정보 분별력을 포함하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
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훈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검증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제작했기에 이용 가능한 콘텐츠 양 자체가 제한돼 있었
다. 더구나 개인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학부모, 교사 등이 청소년의 미
디어 이용 시간이나 방식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에 비해 지금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콘텐츠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컴퓨터 등 개인이 오롯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깨어 있
는 내내 이를 접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개인이 노출되는 모든 미디어 콘텐츠에 관
해 누군가가 따라다니며 지도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 된 것이다. 결국 저급한
콘텐츠를 가려내고, 그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용자 개개인이 분별력
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분별력은 여러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즉 면역력을 기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를 코로나19 상황에 대입해 보
자. 먼저 첫 번째 대응 방법으로 언급했던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는 방법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둘째,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비교적 안전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은 사람이 별로 없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는 장소만 골라서 극도
로 조심스럽게 운신하는 것에 해당한다. 필자가 제안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정보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어디에 잠복해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에 항시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에 빗댈 수 있
다. 면역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설사 불의에 의해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가볍
게 앓고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포데믹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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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정신적 면역력이라 할 수 있다.
3.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핵심역량이자 21세기 교육모형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은 곧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분별력은 단순히 저급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소극적인 동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또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내용을 찾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다.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 가능한
일부 프리이엄 콘텐츠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인터넷상
에 넘쳐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관건은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중 전자, 즉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
는 기능에 해당한다. 효율적 정보검색, 정보탐색 시 유의사항 등은 전통적인 미디어
활용교육(MIE: Media In Education)에서 많이 다뤄온 학습주제이며,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지금의 청소년 세대에게는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과업
은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콘텐츠의 품질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다.
안타깝게도 정보품질 평가는 정보탐색과는 다르게 쉽게 익힐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과 접근을 달리해
야 하는 이유이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점을 드
러내는 핵심 지점이다. 20세기 교육은 교수자(교사, 교수, 강사 등)가 특정한 교육내
용을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에 중점이 있었다. 즉, 지식이나 이론, 법
칙, 원리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고 이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주는
것이 핵심인 ‘콘텐츠 교육’에 해당했다. 물론 고난도의 지식·정보의 경우 여전히 교
수자의 해설이나 지도가 있어야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일부 교
육내용을 제외한 각종 데이터, 정보, 단순 지식 등은 인터넷상에 널려있으며 조금의
노력만 들이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인재상이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 머릿속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보다는 적절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 어떤 방식으로 가
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적인 능력이 되었다. 이러한 것을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
래에 대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형 콘텐츠 교육 모
델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21세기형 교육 모델에 있어 중심적인 접근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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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콘텐츠 교육보다는 ‘방법론 교육’에 가깝다.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도 미디어의 작동원리, 콘텐츠 생산과정, 미디어 생태계와 관련된
핵심용어 등등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지식적인 부분들은 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과 적절한 활용 능력은 짧은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해
서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사례 및 학습활동들
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체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앞서 살펴본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살
펴보자. 가짜뉴스를 가려내는데 참조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
공한다면 분명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그러한 체크리스
트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
한다고 해서 가짜뉴스, 더 넓게는 저급한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이 금방 생기지는
않는다.
연구자들은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학위과정 중에 대개 연구방법론 수업을 필수로
수강한다. 이 수업에서는 변인, 척도, 신뢰도, 타당도 등등 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설정, 연구방법 설계와 같은
실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연습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문가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론 수업에서 배우고 실습한 내용을 바탕으
로 여러 이론 및 세미나 수업에서 연구논문 내지 논문계획서 쓰기 연습을 반복적으
로 경험하면서 조금씩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일회성이나 단기적 교육으로는 제대로 교육효과를 달성하
기 어려우며, 교급과 학년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교육내용을 장기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익혀야 하는 분야이다. 꼭 독립된 교과목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관련 과목(국어과, 사회과 등)에서 미디어활용교육을 도입하고, 앞서 기술한
21세기형 교육 모델, 즉 스스로 적절한 콘텐츠를 찾고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
는 방향의 교육방식을 채택한다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제고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교수자가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춰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신체적 면역력이 그러하듯,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면역력도 하루아침에 만
들어질 수는 없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개인위생 관리 등의 노력이 장
기간 수반될 때만이 몸의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처럼, 인포데믹에 대한 면역
력인 정보 분별력 또한 평소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공신력을 인정받은 고품질 정보원을 즐겨 이용하는 태도를 기르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정보원을 교차검증해 사실확인을 철저히 거치며, 의심스러운
정보는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유해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내 선에서 차단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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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코로나 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이미 개발
되었지만, 인포데믹에는 백신이 있을 수 없다. 한 시라도 빨리 정보 분별력이라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학교교육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생애주기형’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애주기형 교육 모델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교육대상의 연령
대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로 단계별로 구분한 후 전 생애에 걸쳐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현대시민의 핵심
역량 함양교육에 대해 생애주기형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 국내 미디어교육의 기반이 다소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이러한 형
태의 교육을 실행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단적으로,
교육을 위한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많은 교육대상을 누가
다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디어 리
터러시를 제대로 갖추고 관련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 교·강사에게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도 현실적인 방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공교육과정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조치이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의 수혜자가 자연스럽게 전체 인구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사실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간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 별도의 미디어교육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영·유아,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읽기/쓰기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하거나, 올바르게 미
디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만, 본격적인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은 발달단계의 특성상 초등학교 이후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중등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물론 현재 공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2015 개정교육
과정안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들이 여러 교과에 산발적
으로 포함돼 있기는 하다. 이렇게라도 교육을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
겠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의 교급과 발달 단계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이
별도로 개발되고, 그 내용을 적절한 교과(독립교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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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등의 기존 교과목)에 분산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식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범교과 핵
심역량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일 수 있다(물론 남은 시간을
고려해 보건대,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이것이 불발되더라도, 2015 교육과
정에 이미 미디어 리터러시와 밀접히 연계된 지식정보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
동체 역량 등이 범교과 핵심역량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포함되게끔 못 할 이유는 없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현 단
계에서 추진해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지난 십 수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미디어
교육 관련 법안이 상정됐으나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화 된 적은 애석하게도 한 번도
없다.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여러 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간 이해관계와 입장 차 또한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한다면, 더 늦기 전에 가시화된 결과물이 나
와야 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과정과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정무적 결단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강사를
충분하게 양성하는 일일 것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기간의 교
육으로 습득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교사나 강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반복적인 교육을 받아 스스로가 미디어 리터러시
를 갖추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후 학생
들을 가르쳐야 한다. 물론 현재도 교사연수에 미디어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
고, 또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양성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짧은 연수 내지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충분한 전문
성을 갖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 입장에서 의문을 가
질 수밖에 없다. 백 번 양보해서 이 정도 교육만으로 충분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배
출되는 강사 숫자만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수요와 필요를 충당하기에 역부
족이다.
지난 4월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원이 국내 1호 미디어교육 종합교육연
수원으로 인가를 받았고, 이는 분명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렇지만 재단의 한정된 미
디어교육 사업 인력으로 전국의 초·중·고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만큼 교사연수와 강
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단 미디어교육팀 정도(10여명)가
아니라, 재단 자체 인력 규모 정도(300여 명)를 갖추고 미디어교육 연수만 전문적으
로 하는 독립된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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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2

학교도서관에서의
미디어와 정보 리러터시 교육
박 주 현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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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에서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

박주현(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

1. 서론

인간의 지식이 개인의 인지적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회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면(Kang, Byun 2001), 미디어와 기술
(technology)은 인간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구가 인터넷이라는 기술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미디어로 발전
하였다면 초･중등학생들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맥락에 따라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의 소비 행태를 고찰하고 미디어와 정보활용능력3)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어
려워해왔다. 학교도서관 자료는 집단지성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점과 신뢰성이 높
은 인쇄 미디어라는 특징으로, 학생들의 책 선택에 대한 고민은 기호와 선택의 문
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역시 사서교사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책 선택에 대
한 고민은 쉽게 해결이 되었다.
반면에 전자책이나 전자도서관,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등 디지털 미디어와 미디
어 속 정보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 속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며 디지털 미디어 속 정보를 쉽
게 신뢰하였다. 학생들은 특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속 콘텐츠를 종이 신문보다
신뢰하였으며 스팸 메일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키백과(위키피디아)와 같이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 정보원을 쉽게 신뢰하였으며 댓글이 많이 달린 정보를 신뢰
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
으로 학생들이 미디어 기기와 플랫폼을 이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광고와 뉴스와 의견을 구분하며 사회
3) 미디어와 정보활용능력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의 줄임말이
나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하나로 융합한 능력이나 역량을 의미한다. 단독으로 쓰인
‘정보활용교육’은 정보 리터러시 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으로 정보활용능력(역량)교육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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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은 가정의 경제적 소득과 관련 없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인 공정 이용(fair use) 공간으로 교육의 기회와 정보 접근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을 향상시키는 공간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인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
지털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와 정보 센터이다.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이 책이나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미디
어와 전자책, 전자도서관,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공유하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돕는 미디어교육과 정보
활용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 대유행을 선포한 상황에서 미디어와 정보활용능력은 우리 학생들이 익혀야 할
핵심 역량인 것이다(IFLA 2020).
그러나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정보활용교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보이용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
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명시하여 사서교사가 인쇄 미
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2020년 기준, 사서교사(기간제 교사 포함)가 학교 1곳당 0.18명밖에 배치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학생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1년에 120명에게만 주어지는
사서교사 자격증 발급 인원수를 확대하여 공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실태와 교육의 필요성

초중등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학생들은 정보의 적합
성 평가를 어려워하였으며(오의경 2011; 사공복희 2007). 청소년들은 사용이 쉽거
나 빨리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정미 2015). 또한 교사들
도 정보를 찾고 평가하는데 자신감이 없었으며, 정보의 검색 방법과 정보원 평가
방법과 같은 주요한 정보 리터러시 스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승길 2007).
이와 같이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 부족은 사서교사가 정보 리터러
시 향상에 필요한 질문 형성과 같은 과제 영역 등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며(To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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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학교에서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교수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데 원
인이 있었다(정진수 2010).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를 소비하는 행태는 변화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미디어 이용 실태

2020년 기준, 최근 3개월 내 인터넷 이용률은 96.5%였으며(e-나라지표 2021),
2018년 기준, 어린이 및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74.4%로 이중 중･고등학생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그리고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중학생이 2시간 24분, 고등
학생은 2시간 15분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시간대별 이용 미디어는 <그림 1>과 같
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그림 1> 2019-2020 청소년의 시간대별 이용 미디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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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을 보면 특정 시간대에 인쇄 미디어 이용은 2019년에 40.3%였으나
2020년에는 27.5%로 줄어들었다. 종이 매체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2019년에 6시
간 18분(378분)에서 2020년 5시간 18분(318분)으로 1시간 정도 감소한 반면, 온라
인 수업의 영향으로 PC 사용은 3시간 18분이 증가하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인
쇄 미디어 이용 시간은 줄어든 반면에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음을 보
여준다.
디지털 미디어는 초･중등학생의 책과 도서관에 대한 접근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초･중등학생의 전자책 이용률이 2017년 29.8%에서 2019년 37.2%로 7.4%
상승하였으며(한국출판연구소 2020), 전라남도교육청의 2020년도 전자도서관 이용
률은 2019년도에 비해 268%나 상승하였다(나주공공도서관 2020). 이와 같이 학생
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초･중등학생들이 디지털 정보의 출처를 확
인하고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나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
시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체별 뉴스·시사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본 결과, 청
소년들은 종이 신문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지난 1주일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98.1%가 유튜브를 이용하
였다고 할 때(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청소년들은 유튜브를 종이신문보다 신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정보 출처를 확인하
고 디지털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함을 시사한다.

2.2 PISA 평가 결과

국내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능력 부족은 2021년 6월에 발표
한 국제학업성취도(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2021)가 최근에 발표한 ‘21세기 독자:디지
털 세상에서 리터러시 개발하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이 사실
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나타냈으며 스팸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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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출처 신뢰도 평가 능력은 최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이
와 관련된 PISA 결과는 <그림 2>와 같다(한겨례 2021.05.16.).

<그림 2> OECD 주요국의 PISA 2018 디지털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성취 결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항중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로 제시되는 책, 재러드 다
이아몬드 교수의 저서 ‘문명의 붕괴’에 대한 서평을 읽고 5개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
으로 진행이 되었다. OECD 회원국 학생들의 사실과 의견 식별률은 47%에 반하여
한국 학생들의 식별률은 25.6%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
는 능력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디지털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문항은 학생들에게 유명 이동통신사의 명
의로 메일을 보낸 뒤 제시된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는지 메일을 삭제하는 지
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문항에서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받은 정보
가 스팸메일인지를 식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가를 묻는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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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하위권에 속하여 학생들이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PISA는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과 리터
러시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PISA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웹 페이지를 오가면서 제시
된 웹 페이지를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그림 3>부터 <그림
8>은 공개된 PISA 2009 단위문항 중에 하나이다(OECD 2011).

<그림 3> 마이카의 블로그 첫 화면

<그림 4> About 화면

<그림 5> iwanttohelp 홈페이지

<그림 6> Latest Opportunities

<그림 7> Upway Primary School 정보

<그림 8> 친구에게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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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항은 전체 31개의 웹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섯 개의 관련 웹 페이지를 오가는 항해 활동이 필요한 문항이다. 그러나
이 보다 훨씬 많은 85번이나 웹페이지를 방문하고서도 정답을 못 맞힌 학생의 사례
가 있으며, 인쇄 미디어 독서 리터러시 점수는 429점인데 반하여 디지털 미디어 독
서 리터러시 점수가 220점인 사례가 있었다(김남희 2012, 62-63).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의 독서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항해 능력이
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때문에 정답을 못 맞힌 학생들이 있다는 것으로
미디어 활용과 미디어 속 정보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디어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검색 엔진, 플랫폼
이용 교육과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길 잃기 현상’, 정보 출
처 확인,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3.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제도

UN, UNESCO, OECD, IFLA, 유럽의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등의 국가는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
키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3.1 21세기 역량을 규정한 P21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은 Apple, Microsoft, Intel,
The Walt Disney Company, LEGO, ETS 등이 참여한 비영리단체로 21세기 학습
자들에게 필요한 3개의 핵심역량을 <그림 9>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9>의 맨 오른쪽에 정보, 미디어, 기술 스킬이 제시되어 있다. P21은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우산이 되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이들 역량을 ‘정보, 미디어, 기술 스킬’과 같이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P21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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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21에 제시한 21세기 핵심역량

<표 1> P21의 정보,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영역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

개념 정의

정보의 접속과 •정보에 시간 효율적으로 접속하고 정보원에 효과적으로 접속
평가
•정보를 비판적이고 능숙하게 평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정보를 이용
정보의 이용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의 흐름을 관리
관리
•미디어 접속과 이용을 둘러싼 윤리적/법적인 문제를 이해

미디어 분석

•미디어 메시지가 구성되는 방법과 이유, 목적을 이해
•개인이 메시지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가치와 관점이 어떻게 포함되거나 배
제되는지, 미디어가 신념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미디어 접속과 이용을 둘러싼 윤리적/법적인 문제를 이해

미디어 작품
제작

•가장 적합한 미디어 제작 도구, 특성 및 관례를 이해하고 활용
•다양한 다문화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과 해석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

ICT
리터러시에
효과적으로
기술 적용

•정보를 연구, 조직, 평가, 전달하는 도구로 기술을 사용
•디지털 기술(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GPS 등), 통신/네트워킹 도구, 소셜 네
트워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식 경제에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정보
에 접속하고, 관리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생성
•미디어 접속과 이용을 둘러싼 윤리적/법적인 문제를 이해

<표 1>를 보면 P21은 정보에 접속하고 평가하고 정보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역량
을 ‘정보 스킬’로 정의하였고, 미디어 메시지가 구성되고 해석되는 방식과 사회적
영향력 및 작품 제작을 ‘미디어 스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ICT 리터러시에 효과적
으로 기술을 적용하는 역량을 ‘기술 스킬’로 정의하였다. P21에서 제시된 ‘정보, 미
디어, 기술 스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역은 ‘미디어 접속과 이용을 둘러싼 윤리
적/법적인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으로 P21은 정보･미디어･기술 역량 모두 윤리적이
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디어에 접속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인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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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융합

2000년대 이후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검색하고 선택하는 정보 리터러
시가 미디어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를 포함하는 우산이 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오지향 2018, 28-29).
프랑스는 미디어 교육에서 정보 리터러시를 포함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
으로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모든 중등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진민정 2017).
1982년에

미디어

교육에

관한

그룬발트(Grunwald)

선언문을

발표한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1982)는 21세기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라는 인간
의 기본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보 리터러시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융합
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MI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UNESCO, 2011; 2013).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국
제 도서관 연맹, 2015)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
으로 확대하였으며 MIL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FLA 학교도서관 가이
드라인(2015)에는 사서교사가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6개의 교육 활동 중 두 가
지 활동을 ①리터러시와 독서 증진, ②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정보 리터러시, 정보
스킬, 정보 역량, 정보 유창성, 미디어 리터러시, 트랜스리터러시)로 제시하여 사서
교사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skills)을 포함한 보편
적인 리터러시를 증진시켜 UN(United Nations, 세계연합)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
표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노영희, 2020; IFLA, 2015) ‘MIL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for Partnerships o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에 참여하였다.
또한 OECD(2010)는 인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에서 ‘써진 텍스
트’(written text)’를 평가하여 융합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측정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공통된 영역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미디어에 써지지 않는 정보는 인간의 직접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제외하고는 전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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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정보는 미디어에 담기지 않고서는 표현될 수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다. 이러한 개념들은 미디어와 정보가 편지지와 편지지에 써진 글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로 미디어와 정보가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
보 리터러시를 하나의 교육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3.3 UNESCO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한 목표는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시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 속 메시지와 정보에 단순히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
지를 해석하고 정보의 품질과 정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신뢰성, 적절
성, 보편성과 편견에 대한 모든 정보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Catts(2010) 및 Catts와 Lau(2008)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에는 중복된 부분이 많으며 미디어의 평가와 미디어가 제시하
는 메시지의 평가에 중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과 정보 리터러시를 분절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통합하고 융합하여 가르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 리터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융합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UNESCO는 <표 2>와 같이 구분된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오늘날의
삶과 직업에 필요한 역량(지식, 스킬 및 태도)의 조합으로 통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표 2>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UNESCO 2011, 18)
정보 요구를 분명
하게 밝히고 상세
하게 표현

정보를 찾고
접근

정보를
가

평

정보를 조
직

정보의 윤
리적 사용

정보 전달

정보 처리를 위해
ICT 스킬 사용

자기표현과 민주적
인 참여를 위해 미
디어에 참여

사용자 제작 콘텐
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 검토

정보 리터러시
민주 사회에서 미
디어의 역할과 기
능을 이해

미디어가
그들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이
해

미디어의 기능을 고
려하여 미디어 내용
을 비판적으로 평가
미디어 리터러시

UNESCO는 UN이 제정하고 발표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유네스코 헌법 제1조
에 제시된 의사 표현과 정보 표현의 자유 및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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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역량으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UNESCO는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 지역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미디어
와 미디어 속 정보 및 생각에 접근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MIL 추진 전략, 교육과정, 역량 및 성취기준, MIL 5법칙, 정책 등을 개
발하였으며 MIL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3.4 외국의 학교도서관 관련법과 정책
가. 미국
미국 사서교사 자격증에는 사서교사가 ‘미디어 전문가’(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로 표기되어 있으며(송온경 2021), 미국 초중등교육법과 주 차원의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법에도 사서교사는 미디어교육 전문가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초중등교육법 NCLB(No Child Left Behind Act 2001)에서 사서교사는 학
교도서관 미디어 스페셜리스트(school library media specalists)로 규정되어 있으
며, 학교도서관을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school library media center)로 규정하
여 미디어 교육자인 사서교사가 미디어 센터의 기능이 포함된 학교도서관 시설, 자
료, 공간을 활용하여 리터러시와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미국 초･중등교육법 NCLB의 내용
은 <표 3>과 같다.

<표 3> 사서교사와 관련된 미국 초･중등교육법 NCLB 내용 일부
◦도서관은 독서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해 독서(reading)를 장려함
◦도서관은 어린이와 가족 구성원을 위해 독서와 리터러시(literacy) 프로그램을 제공
‘‘PART B—STUDENT READING SKILLS IMPROVEMENT GRANTS
‘‘Subpart 4—Improving Literacy Through School Libraries
‘‘Sec. 1251. Improving literacy through school libraries.
- Subpart 4는 학교도서관 자료,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school library media center), 학
교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을 통해 학생들의 리터러시 스
킬(skills)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임.
◦학교도서관 향상을 통해 리터러시와 독서 스킬을 향상시키고자 함.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실행 방법과 학교도서관 미디
어 센터 개선의 필요성 포함됨
◦책을 포함한 최신 학교도서관 미디어 자원(school library media resources)과 학교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의 전문성 개발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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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중등교육법 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 2015)에서 사서교사는
독서, 리터러시 교육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범교과학습 주제와 유
사한 ‘다방면에 걸친 교육’과 디지털 학습,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주요 정보원 문서
에 대한 접근, 데이터 및 정보 이용 등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킬 교육을 제
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서교사가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와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서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미국
초･중등교육법 ESSA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사서교사와 관련된 미국 초･중등교육법 ESSA 내용 일부
◦TITLE , Part A, Subpart 1, SEC. 1111. [20 U.S.C. 6311]

(b) (13)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발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서교사(school librarians)가 리터러시 계획와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개발, 관리,
평가하도록 연수.
◦사서교사는 최신의 자료 제공,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도서 제공, 책 읽어주기 권장, 독서
동기, 독서 능력, 독서 빈도 향상, 책 제공 프로그램 제공
◦사서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방면에 걸친 교육(well-rounded education)을 제공, 학생 학
습을 위한 환경을 개선,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 사용을 개선
◦사서교사는 디지털 학습,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주요 정보원 문서에 대한 접근, 데이터 및 정
보의 이용, 협력 및 의사소통, 하이브리드 또는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제공

미국 각 주에 제시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 법령에서 사서교사는 디지털 시민
성(digital citizenship)과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
춘 사람으로 사서교사는 주 교육부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필수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미국. Senate Bill No. 949, Public Act No. 17-67).

<표 5> 미국 주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
◦Senate Bill No. 949, Public Act No. 17-67 (2017.1.1. 발효)
- 디지털 시민성, 인터넷 안전과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법(AN ACT
CREATING

AN

ADVISORY

COUNCIL

RELATING

TO

DIGITAL

CITIZENSHIP,

INTERNET SAFETY AND MEDIA LITERACY)
- 교육부 내 디지털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직종에 사서를
포함
- 학생들의 미디어와 기술 자원을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에 관한 권장 사항을 주 교육위원회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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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일본에서 미디어교육은 사서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규정되
어 있으며 학교의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가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 학교도서관법 시행령(文部科学
省. 1998)에 따라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 수강해야 하는 5개의 필수 과목 중에서 2
개가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다.

<표 6>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사서교사 강습규정
일본 학교도서관법에 따른 시행령(文部科学省令)에 제시된 학교도서관법 사서교사 강습규정
제3조에 따른 5개 필수 과목
① 학교도서관 미디어 구성(学校図書館メディアの構成)
② 정보미디어의 활용(情報メディアの活用)
③ 학교경영과 학교도서관(学校経営と学校図書館)
④ 학습지도 및 학교도서관(学習指導と学校図書館)
⑤ 독서와 풍부한 인간성(読書と豊かな人間性)

일본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초중등 교육과정에 학교급이나 개별
교과를 넘어서 학생들이 길러야 할 학습 기초 역량으로 정보활용능력(情報活用能
力)을 반영하였다. 일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학년군별 미디어와 정보활용교육
내용(과제 설정, 미디어 활용, 정보 활용, 정리 및 공유)을 개정하였으며(全国学校図
書館協議会, 2019), 2021년에는 학교도서관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활용 수업 대회’
를 진행하고 있다(全国学校図書館協議会, 2020). 또한 일본 도서관진흥재단(図書館
振興財団, 2020)은 매년 ‘도서관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학습’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
들이 도서관 미디어를 이용하여 미디어와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다.
다. 그 밖의 국가
유럽 의회(2016)에서는 미디어와 정보 리터리시를 민주시민 교육의 주요한 주제
로 선정하였고, 시민들이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포함한 다중 리터러시 교육
(multi-literacy skills education)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을
학생과 시민들의 MIL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였다.
필리핀 교육부에서는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국가수준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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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핵심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
영해 오고 있다(필리핀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2016). 이 밖에도 캐
나다, 호주, 스웨덴, 독일, 인도, 카자흐스탄, 가나, 핀란드 등에서도 학생과 시민들
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사서교사(teacher librarians)는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책임
지고 있는 기관인 CLEMI를 통해 미디어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5 국내 교육부와 교육청 등 정부기관
교육부에서도 사서교사와 미디어 교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제
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교육부 2019a)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정보활
용교육, 독서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시민 역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
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교육부 2019b)에 ‘미디어 정보 선별 능력’, 독서
교육 연계 미디어 교육, 미디어 정보 수용자 및 생산자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방통위 외 2020)에서 제시한 4대 전략
과제로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이 제시되
어 있다.
국내 시도교육청에서도 사서교사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로 인정하고 있다. 경
기도교육청(2020)과 광주광역시교육청(2021) 등에서는 각각 <표 7>, <표 8>과 같이
사서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자로 제시되어 있다.

<표 7> 학교도서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경기도교육청 2020)

1

교 육 목 표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교도서관 활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경기 지방지를 활용한 NIE(신문 활용 교육) 프로그램
경기교육 소식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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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9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협의 합의서 이행계획 수립(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제69조【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과 독서･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의 전보대상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제70조【독서 및 미디어 교육과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4.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 활동

가. 국내 사서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을 조직하
고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사서교사들은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던 1996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도서로 발행된 「정보와 매체」 교과서를 현
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문헌 정보, 영상 정보, 전자 통신 정보, 체험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던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인정도서인 「정보와 도서관」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현실세계에서 접
하는 다양한 주제를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도왔다. 그리고 2011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
로 발행된 「도서관과 정보 생활」 교과서를 활용하여 독서활동과 전략, 영상자료와
시청, 전자자료와 브라우징은 물론 민주사회와 지적자유, 저작권과 공정이용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다.
사서교사들은 학생들이 책,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전자책, 전
자저널, 디지털 학술 콘텐츠, 디지털 도서관,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등을 이용하고
디지털 기기나 도구에 대한 지식을 쌓고 미디어 속 텍스트, 콘텐츠와 같은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5개 학년
군에서 활용 가능한 34차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등 지속
적으로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사서교사가 선정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고등학년군 교육 내용은 <표 9>와 같다
(박주현, 강봉숙, 이병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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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고등학년군 교육내용
영역(대단원)

학습주제(중단원)
1.1 미디어와
우리의 삶

1. 미디어와
정보의 이해

1.2 도서관과
정보활용

1.3 정보와
탐구생활

2. 정보과제
와 정보 탐색

3. 정보 분
석과 이해

2.1 정보과제 정하기
2.2 미디어
유형과 정보탐색
2.3 미디어 속
정보 가려내기
3.1 정보 적합성 선별
3.2 다양한
읽기 전략
3.3 필요 정보
추출 방법
4.1 미디어와
정보표현
4.2 글로
표현하기

4. 정보종합
과 표현

4.3 다양한
미디어로
표현하기
4.4 디지털자료
제작

5. 정보활동
평가

5.1 결과 평가
5.2 과정 평가
6.1 정보의
공정한 이용

6. 미디어와
정보윤리

6.2 지적자유
6.3 정보공유

학습 요소
1.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와 민주시민
2. 정보사회의 이해
- 청소년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정보활동을 통한 참여, 공유, 개방)
3 미디어의 이해 - 청소년의 정보이용행태
- 미디어·정보 활용능력(정의, 필요성 등)
4. 도서관과 정보활용 - 학교도서관의 기능 - 도서관 전문가
- 사서교사 - 자료의 분류(청구기호 KDC)
5. 도서관 정보서비스
- 공간적 기능(문화복합공간,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등)
6. 문제해결과 정보활용과정
- 정보와 미디어를 활용한 탐구활동
- 정보와 미디어를 활용한 진로탐색
7. 정보과제 파악 - 나만의 해결과제 정하기
8. 미디어 정보탐색 전략
9. 미디어 평가
10. 교과별 해결 주제 탐색
11. 미디어 탐색의 실제
12. 과제에 적합한 미디어 선별
13. 미디어별 읽기 전략(영상자료와 시청전략)
14. 읽기전략의 실제
15. 정보 추출 - 요약, 캡쳐, 다운로드, 분류, 비교, 분석 등
16. 지식 생산의 목적(공유, 참여, 개방), 필요성
17. 자기 생각 만들기(연결 짓기) - 범주화(분류), 순서화(개요)
18. 표현방법(보고서, PPT, UCC)
19. 글에 의한 정보표현의 의의
- 정보전달을 위한 글쓰기
- 설득을 위한 글쓰기와 논술
- 감정과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
20. 말하기, 발표, 토론
21. 시각적 정보표현의 의의와 효과
- 이모티콘, 인포그래픽 등으로 표현하기
22.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표현하기
23. 그래픽 조직자(KWL 등) 활용
24. 유투브(UCC)를 이용하여 정보표현하기
25. 정보 활용 평가의 의의
26. 과제 해결 결과 평가
27. 과제 해결 과정 평가
28. 저작권의 이해
29. 표절과 공정한 정보이용(읽기자료에 매체별 최신 저작권 정보)
30. 참고자료 출처 작성법
31. 지적자유와 독서의 자유
32. 개인정보 보호
33. 정보 이용 예절 - 스마트 미디어 사용예절
34.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정보공유와 사회 발전)

나. UNESCO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 내용
UNESCO는 2011년에 교사를 위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
고 2013년에는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평가틀을 개발하였으며, 지금까지 교사를
위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홈페이지(http://unesco.mil-for-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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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oc.org)를 운영해 오고 있다. UNESCO가 제안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
육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UNESCO의 MIL 영역(대단원)과 중단원
번호

영역(대단원)

중단원

1

1.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의 이해 : 오리엔테이션
시민권, 표현 및 정보의 자
2. MIL과 시민 참여
유, 정보 접근, 민주주의 담
3. 미디어와 기타 정보 제공 기관과 상호 작용
론 및 평생 학습
4. MIL, 교수 및 학습

2

1. 저널리즘과 사회
뉴스, 미디어와 정보 윤리
2. 자유, 윤리 및 책임
를 이해하기 (뉴스･미디어･
3. 뉴스를 만드는 것 : 기준을 탐구하기
정보 윤리를 이해하기)
4. 뉴스 개발 과정 : 4W와 1H를 넘기
1.
2.
3.
4.
5.

뉴스 보도 및 이미지의 힘
다양성과 재현에 관한 산업 규정
텔레비전, 영화(films), 서적 출판
뮤직 비디오와 재현
디지털 편집과 컴퓨터 수정(retouching)-선택사항

미디어와 정보 언어

1.
2.
3.
4.

미디어 및 정보 텍스트 독서(reading)
매체와 메시지 : 인쇄 및 뉴스 방송
영화 장르와 스토리텔링
의미를 전달하는 카메라 샷(shot)과 앵글-선택사항

5

광고

1.
2.
3.
4.
5.

광고, 수익 및 규제
공공 서비스 안내
광고-창작 과정
광고와 정치적 영역
초국가적인 광고와 ‘슈퍼브랜드’-선택사항

6

뉴미디어와
전통적인 미디어

1.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새로운 미디어 기술까지
2. 사회에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사용 – 대중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3. 교실에서의 디지털 게임을 포함한 대화형 멀티미디어 도구의 사용

7

인터넷 기회와 도전

1. 가상세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
2. 도전과 위험

8

정보 리터러시와 도서관
스킬

1.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과 적용
2. 학습 환경과 정보 리터러시
3.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9

커뮤니케이션, MIL과
학습-성취 모듈

1. 커뮤니케이션, 교수학습
2. 학습 이론과 MIL
3. 학교에서 MIL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변화를 관리하기

3

4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의 재현

10 청중
미디어, 기술과
11
글로벌 마을

･
1.
2.
3.
4.

오늘날의 글로벌 마을에서 미디어 소유권
세계화 미디어의 사회 문화적, 정치적 차원
정보의 상품화
대체 매체의 부상(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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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현의 자유 학습 활동

1. 표현의 자유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한가?
2.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는 언제인가?
3.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4. 표현의 자유에서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의 특별한 역할
5.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가?
6. 너의 역할: 표현의 자유를 감시, 방어, 증진
7.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 제한)

UNESCO의 MIL 교육내용은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과정을 학습하는 영역(영역 8)은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내용과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저널리즘이나 미디어 재현,
미디어 언어, 광고와 같이 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었던 내
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8단원에서는 ‘정보 리터러시와 도서관 스킬’을 다루고 있
으며 사서교사의 정보활용교육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8단원의 주요 주제와
학습 목표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정보 리터러시와 도서관 스킬 단원의 내용(UNESCO 2011, 136-146)
중단원

주요 주제

∘정보 및 정보 리터러시 소개
1.
∘정보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
정보
∘정보가 사회와 새로운 스킬에
리터러시의 미치는 영향
개념과 적용 ∘정보 리터러시의 기준과 적용
∘정보 리터러시의 단계

학습 목표
∘지식과 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역할과 중요성과 정보 리터러
시 스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리터러시의 단계/주요 요
소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
∘일반 정보원(인쇄 및 전자)을 확인하고 탐색할 수 있다.
∘정보 리터러시 기준을 분석할 수 있다.
∘정보 도구 및 자원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사용을 확인하고
논의할 수 있다.

∘정보 전달과 학습을 위한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정보 구성의 주요 측면, 즉 정보 및 지식을 찾는 분류 체계
2.
∘Big6 – 6단계로 정보 문제 해
사용(예: 도서관 장서 분류, 색인, 초록, 참고문헌, 데이터베이
학습 환경과 결을 안내하기
스 등)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다.
정보
∘도서관 이용하기
∘학습을 위해 효과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시사 문
리터러시 ∘학습 환경 및 정보 제공 기관
제 연구를 위해 도서관이 제시하는 활동을 평가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해 Big6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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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온라인 정보의 특징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탐색
∘디지털 정보 시대의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전자 데
이터 보호
∘기계 번역, 텍스트 음성, 오디
오의 전사를 포함한 디지털 서
비스
∘인터넷(e-러닝)을 통한 학습
∘디지털 보존 및 디지털 형식

∘디지털 정보의 생성, 저장, 운송, 배포 및 보존 단계를 포함
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워드 프로세싱, 파일 저장, 원격 정보원에 접근, 대인 커뮤니
케이션에 생산성 도구의 기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학문적 및 개인적 경험의 여러 측면을
재정의할 수 있다.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 및 저작권 라이센스를 포함한 저작권
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기술(검색 엔진, 주제 디렉토리 및 게이트웨이)을 사용
하여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다.
∘정보 제공 기관(예:디지털 정보를 보존하는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사서교사는 UNESCO를 포함하여 국제기구나 외국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
육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적용해 오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라디오의 디지털 버전인 팟캐스트나 디지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도구에 대한 올바른 활용 방법, 통계가 포함된 인포그래픽,
정보원, 저작권,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표절, 공정
이용, 검열, 인용, 참고자료 출처 작성법, 온라인 공개 강의(MOOC), 소셜 미디어,
뉴미디어, 콘텐츠 유형,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사람 미디어, 정보 격차와 디지털 격
차, 공개전자자원(OER), 학교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디지
털 학술 콘텐츠 플랫폼, 디지털 도서관, 전자책 기기, 포털 검색 방법과 정보를 비
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 양성인원 부족과 그에 따른 낮은 사서교사 배치율(학교당 0.18
명)은 사서교사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 활동이 일부의 학생에게만 제공되
는 등 교육기회에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낳고 있다.

5. 사서교사 양성인원 부족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사서교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일자
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19), 교육부(2019a)는 2030년까지 한 학교당 사서교
사를 0.5명 배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도화된 학교도
서관 사서교사 의무 배치도 하루 빨리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
고 말하였으나(한국도서관협회 2020), 2020년 기준 사서교사(기간제 교사 포함) 배
치율은 한 학교당 0.18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한 해 동안 사서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양성인원이 120명밖에 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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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서교사 양성인원을 확대하여 사서교사 양성인원의 부족이 공급이 수요
를 감소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김종성 2019), 기간제 사서교사
를 충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사서교사로 근무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강봉숙, 박주현 2019).

6. 학생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제언

UNESCO가 제안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향상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
은 교사로 국내에서는 사서교사가 된다. UNESCO가 제안한 MIL은 새로운 개념과
철학이지만 학생들이 책, 신문, DVD, 인터넷, 디지털 도서관 등의 미디어 활용과
미디어 속 정보를 검색하고 평가하고 공유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 온 사서교사
들에게 있어 MIL은 시대의 변화적 흐름에 대한 반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
독점과 정보 격차에 대응하여 공정 이용,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가르치고 민주
적이고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시민들의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사서들에게 있어 MIL은 전통적인 문헌정보 서비스의 영역의 확장이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와 불법적인 디지털 정보 자원들이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상황에서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
고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고 나아가 텍스트, 메시지, 콘텐
츠와 같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명시하여 사서교사가 인
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인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에 접
근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가상적인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태블릿 PC와 같은 미디어 기기를 구비하여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도서관을 학교내 미디어와 정보 센
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활용능력 수준을 확인하여 개별 학생, 학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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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맞는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인간의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내의 실정에 맞게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국가수준 교과목으로 지
정하고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이나 학교급 그리고 사서교사의 배치 여부에 따라 학생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 향상의 기회가 좌우되지 않도록 사서교사 양성인원을 확대하고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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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과 교과가 함께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심하나(양청중 사서교사)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ITERACY)의 합성어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며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의 구조, 기능, 기술의 발전과정과 체계 등을
이해하는 한편 미디어의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쟁점들과 사실 및 가치 판단을
통한 글쓰기를 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책임 있는 온라인 공동체 참여와 디지털
시민성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왜 학교도서관인가
학교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 이유,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는 미디어 별로 고유의 텍스트와 맥락이 존재한다. 미디어 언어는
여러

가지

기호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있고

즉,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텍스틀 ‘읽어’내려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에서는 이미 인쇄매체의 독해, 비평을 통한 글쓰기 교육,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 교육을 실시해왔다.
여기서 좀 더 확장해 다양한 미디어 독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미학적 성찰을
통한 글쓰기 능력, 미디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능력 등의 교육이 이뤄질 교육현장이 바로 학교도서관이다.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별도의 교과목을 현재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교과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의

성찰에서부터 출발해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으로, 교사는 조력자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수업은 이와 비슷한 구성주의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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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에서

이뤄지는

3. 수업사례
학교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특정 교과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교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각 교과목별로 미디어 영역이 있고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간 미디어 수업 전략이 잘 짜여 있다면 전 교과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연번

교과

관련

(학년)

미디어

교과단원

수업활동
- 기사 제목으로 내용 예측하기

1

국어(1)

신문

예측하며

뉴스

읽기와 토의

- 기사문 찾아 읽고 내용 분석하기
- 제시된 기사문 읽고 핵심 문장과 키워드 찾기
- <감기걸린 물고기> 읽고 가짜뉴스를 거르는 탐
색전략짜기

2

국어(3)

광고

광고 설득의
전략

- 공익광고에 표현된 설득의 표현(이미지와 카피)
찾기
- 학급에 게시할 학급 존중의 약속 광고 제작
- 책과 신문 등에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3

중국어
(1)

책, 신문

중국의
이모저모

읽기
- PMI 내용 요약
-중국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발표
하기
- 뮤직비디오의 역사, 성격, 특성, 산업에 대해 이

뮤직비디
4

도덕(2)

오
유튜브

내가
생각하는
성과 사랑의
의미

해하기
- 뮤직비디오 1편을 함께 보면서 텍스트 이해하기
(이미지, 노래 등)
- 뮤직비디오 1편을 골라 보고 ‘사랑’을 표현한 부
분을 찾아 글쓰기

나는 어떤
5

도덕(2)

웹툰, 사진

가치를
추구하는가

- 돈과 관련된 만평 읽기
- 돈보다 소중한 것을 표현한 웹툰 찾아 읽기
-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찾아 사진으로 표현하기
- 음악방송의 제작과정 이해하기

6

음악(3)

음악방송

음악을
즐기는 태도

- ‘계절’, ‘음식’, ‘우정’, ‘가족’, ‘사랑’ 등 5가지
주제 중 하나를 골라 관련 음악을 찾고 메시지를
적어 10분 분량의 음악 방송 제작

<표-1. 양청중학교 교과-도서관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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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께 고민해야 할 이야기
교과교사와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은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곳이다.

학교도서관만큼은 지역별 시설 격차를 줄여야 한다. 미디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서 누구나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개설하는 사서교사의 역량강화 미디어 연수를 통해 그들이 앞으로
미디어 교육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바란다.
둘째, 교과교사와 학교도서관이 함께 하는 미디어 수업을 위한 연구와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학교도서관은 교과 독서교육에 있어 최적의 장소이고
사서교사 역시 독서전문가, 미디어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이뤄지는 교과수업이 미미한 편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좋은 건 역시 교과 교육과정안에 학교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미디어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매스 미디어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왔다. Z세대인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의 확대로 인한 집단지성과 연대, 참여방식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영역 설정(출처: 장의선 외(2021),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
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pp. 63-64.)에 따르면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가져
야 하는 역량은 6가지(접근과 선택, 분석과 평가, 구성과 생산, 공유와 참여, 감상과
향유, 디지털 미디어 관련 행위에 대한 성찰)로 학교도서관에서 꾸준히 해왔던 정보
활용교육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이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교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잘 해왔듯 학교도서관의 저력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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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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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경숙(대전버드내중학교 교감)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 내용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 ‘미디어 교육’이 다루어졌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 중 의
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그리고 관련 교과의 성취기준이 학교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의 근거가 되어 각 교과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
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에게 미디어는 생활이며, 의사소통 그 자체
이다. 최근 비대면 소통/원격수업의 확대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이 높아지면서
미디어에 과몰입하고,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등 미디어 역기능도 증대되고 있다.
급격하게 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하지만,
아직 미디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단순하게 미
디어를 활용 및 수용 제작하는 기능적인 측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한정되어
서는 안 되며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 적용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 및 미디어 제작기능 교육, 미
디어체험 교육 등을 활용할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 2015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가.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의 강화
나.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이 교육과정 개발
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마련
라. 학습량의 적정화
마.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개선
-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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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
범교과 주제

비고

1

안전·건강 교육

2

인성 교육

3

진로 교육

4

민주 시민 교육

5

인권 교육

6

다문화 교육

7

통일 교육

8

독도 교육

9

경제·금융 교육

10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교육과정 중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
속에 다양한 형태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가.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유지
-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 진로 교육 활성화
나.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라.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한 교육주제들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부담을 주
지않는 범위에서 ‘범교과 주제’로, ‘자유학기(년)제’ 운영은 다양한 진로·직업체험들
이 학교 교육의 장으로 들어와 운영되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강화로 디지털 기기
시설 및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대전버드내중학교는 2020년부터 ‘미디어 교육 연구학교’로써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타민 미디어 교육(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하는 능력,
타당하고 올바르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 민주사회를 기여하는 미디어를 제작하
는 능력)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미디어 교육의 강화를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학급에 미디어 교육
게시판을 설치하고 자료를 게시하여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각 학년
중앙 현관 및 복도에 다양한 교육 자료 및 학습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또한 구글
오픈 포트폴리오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활동 결과물을 감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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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 공동체가 함께 자료를 공유하도록 노
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급별 학생 자치 회의를 통해 홍보문구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배너로 제작, 전시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

작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디어 교육 게시판 활용 전시]

[학생 디자인 미디어 교육 홍보 배너]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유튜브에서 유익한 콘텐
츠를 찾아 ‘좋은 콘텐츠 기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고 패들렛에 게시하
면, 그 결과물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미디
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 매체 사용의 올바른 태도와 역
량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신문 제작 프로젝트’ 였다. 지난해에는
미디어 동아리 학생들이 교장 및 교감,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
원장 인터뷰를 실시한 후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탑재하고 종이 신문으로도 출
판하였다. 올해에는 대전·충남 적십자사 정상철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여
미디어 제작 관련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대전·세종 충남 적십자사 회장 인터뷰]

[직접 만든 피켓으로 민주시민 캠페인 활동 모습]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
청에서 지역 미디어센터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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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수업 지도와 학생 생활
지도에 전념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시·도교육청차원에서는 책임 부서를 구성하고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 인력의 지원,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 등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 미디어재단, 한국인
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 진흥위원회 등 여러 미디어 교육기관의 운영 프로그램도
통일된 경로로(교육청 공문) 학교에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대전버드내중학교 청소년기자단 활동
http://www.kplus.kr/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cjscjs110
http://www.k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3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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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발표 3

학교 미디어 교육의 방향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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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디어 교육의 방향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들어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의 확
산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보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중요
해지고 있다. 더구나 미디어 콘텐츠도 많아지고 이를 전달하는 미디어 채널도 다
양해지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진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미디
어리터러시는 유네스코, OECD 등 국제기구와 호주, 핀란드 등 외국의 교육과정
에서 21세기 핵심역량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정현선, 2019). 더구나 학교
현장에서 시민교육이 강조되고 민주적 시민성이 부각되면서 디지털시민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학교도서관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적극
적인 장이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미
디어를 이해하는 교육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교육이 많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기 보다 강당에 모여 집단적으로 받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대다수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실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멀티미디어활용, 인터넷활용과 온라인의사소통, 디지
털도구를 활용한 발표수업이 빈번하였다(노은희외, 2018). 반면, 사이버안전과 디
지털시민성, 컴퓨팅사고력을 가르치는 수업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디지
털기기에 대한 활용을 넘어 디지털사회의 윤리규범이나 태도 등도 중요하게 다뤄
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디어리터러시의 본질은 비판적 사고에 있다고 본다. 비판적 사고는
미디어의 구성된 현실을 제대로 읽어냄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판단능력을 키워 시
민성을 함양시킨다(황치성, 2018). 하지만, 아직도 많은 미디어교육 콘텐츠들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뉴스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
로 특정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
서의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라면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즉 동일한
이슈가 왜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보도
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어떤 점을 배제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뉴스가 기득권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약자나 시민의 이해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뉴스 내용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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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내용의 뉴스들이 언론사마다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를 많
이 본다. 이 경우 같은 사안의 뉴스가 무엇 때문에 다르게 보도되는지 학생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특정기업의 소식이 지나치게 미화되
어 있다면 이 기업과 언론사간의 관계를 한번쯤은 의심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부동산관련 기사가 무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면 언론사
와 광고주 간의 관계도 학생들이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뉴스인데 보도되지 않았다면 왜 언론사가 이를 빠뜨렸는지 충분히 고민하
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리터러시교육을 통해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령, 광고주의 영향력, 언론기업의 이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학
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은 학생들의 비판적 문제의식과 사고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미디어제작교육
은 미디어리터러시의 본질과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미디어제작교
육과정을 통해 미디어가 재현한 세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다면 이는 미디어리터러시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학교 주변에 이
주노동자들이 많이 다니는 공장이 있다고 하자. 학생들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
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문제들을 취재하면서 이들의 아픔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들
이 취재한 내용과 언론에 보도된 이주노동자관련 뉴스를 비교하면서 뉴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키운다면 이는 미디어리터러시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중독이나 사이버따돌림 등 미디어의 부
정적 영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과 참
여는 중요하다. 미디어의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미
디어를 책임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상적 사회참여
와 실천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미디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필자가 조
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문화
를 해외에 알리기도 하고 독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한다. 또한 온라인기부
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부 및 사회참여 활
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소속감을 느
끼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할게 아니라 미디어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
정적 영향을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미디어리터러시가 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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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은 청소년의
공동체역량 등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숙정, 양정애, 2017)
뉴스리터러시 시범수업 후 청소년들은 뉴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으며 뉴스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양정애, 김경보, 2018). 따라서,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통해 함양된
이러한 비판적 사고역량이 뒷받침된다면 어떤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더라도 학
생들은 책임 있고 윤리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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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발표 4

학생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키우는 공간, 학교도서관
김 주 상
경산과학고 사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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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키우는 공간, 학교도서관

김주상(경산과학고 사서교사)

1. 세상은 한 권의 책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다 볼거리와 읽을거리이다. 이런
점에서 세상은 커다란 ‘한 권의 책’이라고 말들 한다. 지금 뉴미디어 시대의 용어로
바꿔서 말하자면, 세상은 커다란 ‘하나의 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다. 글을 쓴 사람
이나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이
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세심하게 들
여다보면 아무리 복잡한 미디어 속 내용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교육은 책
이란 매체를 공부하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지식으
로의 즐거움, 생활의 도움을 주는 독서 리터러시 교육이다. 미디어 교육도 미디어에
대한 교육보다는 미디어 속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 생산하
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미한다.
빠른 속도를 요구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
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바뀔지 모를 프로그램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주된 기능은 학생들이 원만한 인격체로 성장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
쓸모 있는 인재로 활약하는 ‘전인’을 기르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는 지금도 당면한 초점이 그것이라는 것이지, 그간 해왔던 다른 교육을 모두 부
정할 수는 없다.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주변 환경에서도 튼튼한 민주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듯이 아이들에게는 세상과 삶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내면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우
리가 해 왔던 교육이 기본이다. 뉴미디어 시대에 정보의 편향성, 읽기와 독해 능력
의 저하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안
긴다. 책, 신문, 잡지 읽기 등 전통적 미디어의 내용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독서교육
의 방법들을 뉴미디어 속 다양한 정보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접목시키는 것이 학생
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사서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2. 미디어 교육과 정보활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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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
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정의한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범위를 살펴보면, 미디어, 정보, 비판적 사고력, 이해력, 미디
어 활용 능력, 정보생산 능력, 의사소통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범
위가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범위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활용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학교도서관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 무질서’ 상태에서 정보를 비판적
으로 읽고 분별하여, 정보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활용하는 ‘정보활용교육’
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여기에 기존 매체 중심의 정보활용 교육이 뉴미디어로 대변
되는 디지털 매체로 대체된 것이다.
나. 정보매체와 도서관의 관계
정보매체와 도서관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도서관이라는 말은 영어의
library, 독일어 bibliothek를 번역한 것이다. 도서관의 어원은 ‘도서’, ‘책’을 소장
하는 곳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이 탄생한 고대사회에서 주로 이용하던 정
보전달의 수단이 도서, 책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지 도서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서관은 도서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모든
정보매체에 수록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회
적 장치로서 최근에는 정보관, 정보센터 등의 명칭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도서
관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를 선별·평가하여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이용자들이 정보자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
접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하
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라 정
의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
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 수
록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육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회적 장치로서 정보매체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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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공통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미디어 환경을 파악하고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위한
학습자의 비판적 이해 능력을 중요시한다면, 정보활용교육에서는 과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원을 탐색하고,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교육 모두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필수적 요소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키는
과정은 동일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미디어와 미디어의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활
용 단계 중 정보에 접근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의사소통
하는 과정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역과 일치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 즉 문해력 기반의 독서교육이
다. 즉 텍스트든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이든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보고, 듣고, 읽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라.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내용 살펴보기
1) 교육내용 선정 원리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는 도서관의 다양한 학습 정보에 대한 활용능력을 길러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주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을 배양하여 평생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탐색 및 접근능력, 분석
및 해석 능력, 종합 및 표현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정
보와 정보원, 정보기술 활용의 사회적 책임감과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2) 중학교 영역별 교육내용
가) 정보과제 발생 상황 이해 및 정보문제 해결 단계 이해
나)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 파악하기
다) 정보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 찾기
라) 예측하며 읽기
마) 비판하며 읽기
바) 요약하며 읽기
사) 정보종합 및 조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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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보표현하기
자) 정보활동 평가하기(정보활동 평가와 반성)
차) 정보와 저작권(민주사회와 지적자유 및 공정한 이용)
카) 정보사회와 정보윤리(인터넷과 정보윤리)
3. 정보활용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과서 개발
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구체적 용어가 교육과정 안에 핵심
역량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과정 총론에서 명시된 역량 중 ‘지식정보처리역
량’ 및 ‘의사소통 역량’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국어, 도덕, 사회, 미술, 실과 등의 교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직접으로 관련된
학습내용들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교수학습자료 등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교과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 성취기준들은 교과교육의 논리에 따라 부분적인 내용을 다루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각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인 체계성
을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정보를 분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정보활용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받고 있는 교과서는 학생
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보다는 각 교과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성취기준 반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를 모든 아이들의 비판적 이해력, 합리적 의사소통능
력, 창의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보편적 미디어 교육 실현으로 잡고 있다. 또한 미
디어 선택과목 개설 및 인정도서 개발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미디어를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현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학생들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개발
되어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전문
교과인 <미디어 콘텐츠 일반>와 <매체 미술> 등을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초·중
학교 단계에서 미디어 교육의 기초·기본이 되는 교과서 개발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나. <언어와 매체> 교과서
언어와 매체는 초중고 공통 국어의 문법 영역과 매체 관련 내용을 심화 확장한
과목으로, 음성언어, 문자 언어, 매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탐구하며 이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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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매체를 통
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교과로 광고나 뉴스 미디어 등의 매체
언어의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 선별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통교과의 진로선택과목으로 개발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염두해두고 개발하였다.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도가 증가한 만큼, 모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
록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즉 저널리즘에 기초하여 미디어 자체
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읽고 쓰며 사회적인 실
천에 본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교
과서이다.
라. <미디어 콘텐츠 일반> 교과서
고등학교 전문교과Ⅱ ‘디자인 문화 콘텐츠’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교
과서이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게 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된 과목이
다.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교과서 내용에는 미디어 콘텐츠의 이해, 미디어의 구성 요소, 미디어
콘텐츠 기획, 미디어 콘텐츠 기획 실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 <매체 미술> 교과서
매체 미술은 현대 미술의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 등장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미술
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창의적 표현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과목이
다.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영향으로 뉴미디어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대 미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표현 기술과 방법을 통해서 미술의 영
역을 확장하고 있다. 내용 구성은 표현 매체의 유형이나 정보 처리 방식, 전달 및
소통 방식, 공간적 성격 등에 따라 사진, 디지털 영상,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스, 영화와 비디오, 홀로그램, 레이저 아트, 인터넷 아트 등으로 되어 있다.
바. 기타
1) 도덕: 매체 이용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

- 82 -

정보통신 매체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2) 정보: 저작권보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사이버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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