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공 학 연 구 제 9권 제 1호 (19 94 . 1) : pp.18 1～ 20 2

M e d ia S k ill 교 육 에 관 한 연 구

주

영

주

(이화여대 )

<요

약>

오늘날의 정보사회는 다양한 매체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들 매체를 이
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물론 원하는 정보의 출처를 찾아 검색하고 ,
적절한 정보를 골라내고 조직하고 평가하여 통신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media skill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Media skill 교육은 1870년대 대학 도서관에
서 서지 교육을 실시한데서 시작되었는데 도서관과 시청각 센터가 통합되면서 점차
그 내용도 폭넓어지고 대상도 국민학교까지 확대되었다 . Media skill 교육은 안내서
배부 , 슬라이드/ 오디오 테입 , 프로그램 학습, CAI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초기의 비정기적이고 일방적이던 유형에서 탈피하여 점차 정규과목과 연개
된 정규 교과 과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

I. 서

론

오늘날의 정보 사회는 다양한 매체가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들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
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물론 원하는 정보의 출처를 찾아 검색하고 , 적절한 정보를 골라내고
조직하고 평가하여 통신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이와 같은 능력의 개발은 다양한 정보의 제공처가 되는 도서관이나 미디아센타를 제대로
활용할 때 비로소 기대될 수 있으므로 도서관이나 미디아 센타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
록 가르치는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 즉 , media skill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Media skill이란 정보가 필요할 때 모든 유형의 매체들로부터 정보를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즉 정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 정보를
어떻게 찾으며 , 이들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 말하자
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아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 따라서 media skill이란 정보화 사회에서 생
산성의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Rader, 1990, pp.25- 26).
Media skill은 교육적인 환경에서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도서관이나 미디아 센타를 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학문적인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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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러므로 College and Research Library New s에서 American Library A ssociat ion는 교육
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 고도로 정교화된 지
식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1981, p.209), 학생들은 학문적인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출발
점부터 도서관이나 미디아 센타의 이용법에 관하여 배워야 한다고 했다 .
도서관이나 미디아 센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되는 정
보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Rader, 1990,
p.26).
1) 정보가 범람하고 공학이 급격히 발달하는 환경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
다.
2) 민주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 건전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3)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私的인 또는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6) 작문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일에 숙달되어야 한다.
미디아 센타를 이용하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곧 media skill 교육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media in struct ion , media skill, library media skill, media u se, bibliog raphic
in struct ion , informat ion literacy , media literacy , information skill, informat ion manag ement
and ut ilizat ion skill 및 information and research skill, 사용자 교육 , 이용자 교육 등의 다양
한 용어로 불리우고 있으며 , 그 의미에 있어서는 미디아 센타의 서비스 , 시설 , 조직 및 자료
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종래의 제한되고 좁은 의미의 서지 교육 (bibliog raphic in st ruction), 즉 보다 효율적
으로 미디아 센타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가르치되 미디아 센타 시스
템에 대한 이해와 참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강조를 두던데에서 탈피하
여 ,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의 출처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이를
조직하고 정리하여 활용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뜻을 지니게 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 cultural
literacy라고까지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될 만큼 (McCrank , 1992, pp .49) 새롭고 확장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한편 Media skill 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Eble, 1988, p.403).
1)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이나 연구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시키기 위하여
2) 학생들이 일생동안 미디아 센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우기 위하여
3) 학생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4) 학생들이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5)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미 아래 학년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고도화된
media skill 교육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media skill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1) 꾸며낸 이야기 (fiction )와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 (non - fiction )를 구별할 수 있다 .
2) 카드 목록을 이용하여 책 , 필름 , 스트립 , 필름 , 또는 다른 매체를 찾아낼 수 있으며 , 또
이들 자료를 서가에서 찾아낼 수 있다 .
3) 미디아 센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배우고 특수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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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알게 된다 .
4) 듀이 십진 분류법 (DDC)와 미국 국회 도서관 분류법 (LCC)에 대해서 이해한다 .
5) 청구번호의 필요성과 그 사용법을 안다 .
6) 미디아 센타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과 규율을 배운다 .
7) 다양한 백과사전과 참고자료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8) 관련 잡지와 이들의 색인에 대해 배운다 .
9) 책의 각 부분에 대해 배우고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배운다 .
10) 많은 종류의 사전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
11) 미디아 센타의 정책과 절차를 이해한다 .
이에 본 연구는 media skill 교육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 또 media skill 교육을 위한 방
법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살펴보고 , 기존의 사례
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국민학교를 적합한 Media Skill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

II. 역사적 고찰
Media skill 교육은 도서관과 미디아 센타가 통합 운영되게 된 역사적인 발자취를 살펴볼
때 , library skill 교육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 1870년 Ralph W .
Emer son이 도서관과 소장자료의 이용에 관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발로 library
skill 교육은 그 막을 열게 되었다 (Park , 1991, pp.10- 18). 당시 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도
서관 건물의 물리적인 구조와 도서관의 이용 절차 소개는 물론 카드 목록 , 색인 , 참고 자료
의 출처 조사 및 검색 기술 등의 서지 교육 (bibliog raphic in struct ion )이 주종을 이루었다 .
이와 같은 움직임은 Michig an , Maryland, Columbia 대학 등으로 번져 대학을 대상으로 하
는 library skill 교육의 일환인 서지 교육이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
1912년에는 ALA가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20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많은 수의 대학이 서지 교육과 연계된 과목 또는 독자적인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1926년까지는 미국 내의 50% 이상의 교육 기관이 서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
음이 밝혀졌는데 이들 중 일부는 영어 과목과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었다 .
1934년에 Louis Shores는 도서관을 대학의 중심 또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그 자체로
생각하는 Library - colleg e movement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이는 수업 시간에 종래와 같이
의무적인 출석을 강요하기 보다는 도서관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동료들의 협조와 교사의
지도 하에 개별 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사와 사서가 호흡을 같이 하여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서지 교육을 제공한데 있었다
고 분석되었다 . 또 그는 당시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도서관과 시청각 센터를 통합하여 미디
아 센타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1928년 도석 구입비로 배정된 예산을 음반을 구
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영주 , 1987, p.65).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대학의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서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저
조한 편이었다 . 1949년 Walfred Erick son은 library skill 교육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사서의 훈련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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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였다 (Park, 1991, pp. 10- 18).
동 시대에 S tephen s 대학의 Lamar John son은 도서관 직원에 대한 소개, 참고자료의 평가
와 이용법, 개별 연구를 위한 지도 등을 포함시킨 프로그램을 교과과정과 연계시켜 실시하
였으며 도서관을 학생들의 생활 속의 중요한 한 일부분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1960년대 말부터 그동안 주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media skill 교육이 초 , 중 , 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많은 주나 학교 district 별로 개발되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Eisenberg ,
1988, p.228). 이와 같은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Bureau of S chool Libraries of the
Education Depart ment of the S tat e of New York는 국민학교 media skill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1980년에 출판하였다 .
이 지침은 media skill 프로그램이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
적인 방침을 바탕으로 하여 각 district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media skill과 사이
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를 체계적으로 찾아보았다 .
Joint S tandard로 불리우는 1969년의 기준은 도서관과 미디아 센타의 통합의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하였고 불리우며 미디아 센타의 성장 발달에 큰 전환점이 되면서 더 이상 이들 두
기구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 . 그리하여 library , librarian 등의 용어
에서 탈피하여 media specialist , media cent er 등의 확대된 개념의 명칭으로 전환하여 더 이
상 도서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에서의 탈피를 요구하게 되었다 (주영주 , 1987, pp.66- 67).
1970년대에 들어와 Earlham 대학에서는 재래적인 방법과는 다른 획기적인 media skill 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즉 도서관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를 미리 테스트 한 후 4
단계의 수준별 교육을 전개하였다 . 첫째 단계는 library skill 교육에 관한 입문 수준이었고 ,
두 번째 단계는 참고 문헌의 출처와 검색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 세 번째 단계는 문헌 연구
에 관한 것이며 , 네 번째 코스는 고학년을 위한 세미나였다 . 이들은 생물학 개론 과목과
S hakespeare 과목과 연계되어 제공되었는데 사서가 이들 과목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두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
W abash 대학에서도 세미나와 개별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library skill 교육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졌다 . 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를 선택하여 상급 학생 조교의 지도와
참고 사서의 도움을 받아 실시되었다.
1971년 Maryland 주 Montg omery Count ry의 Department of Educational Media and
T echnology는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media skill을 가르치기 위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
하였다 (Gillespie, 1983, p.36).
먼저 10명의 교사와 media specialist 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잠정적
인 교육 스케쥴을 짰다 . 비록 이들 스케쥴이 필요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되었지만 이는
media skill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던 산하 학교에 실제 적용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
구체적으로 교육은 다음의 주제에 따라 계획되었는데 각 주제별로 학년에 따라 소개되는
일련의 교육 결과가 미리 계획되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처방 교수가 주어지
게 구성되었다 .
1) media center의 전반적인 소개
2) 자료의 조직
3) 자료의 선정
4) 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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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와 기술의 학습
6) 제작
학교의 교과과정과 media skill 교육이 별도로 독립되어 실시될 때에는 효과가 없다는 의
견이 제시되면서 통합시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 그러하여 특
히 W alker과 Montgomery는 그들의 저서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어떻게
교과 영역에서의 단원과 주제를 media skill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를 많은
예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
1970년대는 media skill 교육이 가장 발달된 시기로 실제적인 관심의 고조는 물론 이론의
정립화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디아 센타의 소장 자료가 급격히 늘고 새로운 건물이 세
워짐에 따라 학교 교육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
2) 공학- 특히 컴퓨터 분야 - 의 발전이 미디아 센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3) 참고 서비스의 성격이 바뀌었다 .
4) 정부 기관과 재단으로부터 많은 기금이 확보되었다 .
5) media skill 교육에 관한 논문이나 책의 출판이 풍부하게 되었다 .
6) 미디아 센타와 관련된 전문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7) 관련 회합, 강습 및 세미나가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
8) media skill 교육과 관련된 뉴스레터와 디렉토리의 발간과 함께 clearing hou se가 설립
되었다 .
9) 전문 단체나 인가 기관에 의해 교육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다 .
1980년에는 New York 주 교육부의 Bureau of S chool Library Media Program s와 New
York 주립 대학은 K- 6학년을 위한 media skill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확립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명 이상의 교사와 media specialist가 현장 테스트를 미리 해 보았다 .
이와 같은 움직임은 T ex as , W iscon sin , S angamon와 UCLA 등의 대학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주로 개개 학교가 자체에 맞는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
으며 특히 어떻게 하면 교수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있는지 ,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직하
고 관리하고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가 관심사였으며 그외에도 이들에 대한 정의나 명칭 규
정 , 이들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여주었음을 밝혀 그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 그 효
과를 증명하는 한편 이상적인 모델의 개발과 이들을 미디아 센타의 기본적인 서비스 속에
포함시키는 일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T ex as 주의 Au stin 대학에서는 1975년에 개별 학습으로 교과목과 연계시켜
media skill 교육을 계획하였다 (Dy son, 19??, pp. 100- 101).
80% 이상의 교수들이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하는 기술이 중
간 이하라고 염려한 데서 시작된 이 계획은 먼저 영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골라
media skill에 대한 테스트를 한 후에 media specialist 와 영어 과목을 담당할 교수들이 협조
하여 두 학기 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977년에는 150개 반의 신입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먼저 인쇄물로 된 가이드
를 들고 학생 각자는 도서관을 혼자서 개별적으로 구경하고 그 후 학기 과제물 (term paper)
숙제와 연관된 기본적인 media skill을 교육받게 되었다. 두 번째 학기에는 각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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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kill을 지도하기 위한 교재로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는 W alker와
Montgomery가 1977년에 쓴 T eaching Media S kills를 들 수 있다 . 이 책은 media skill 교
육에 관한 방법론을 소개한 책으로써 원래는 유치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제작
되었으나 유치원에서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적용될 수 있는 책이다 .
제 1장에서 media skill에 대한 정의와 이들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에 대해 진술하엿
다 . Media skill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수 모델이 소개가 되고 이를 일반 교과 과정과 통합
시키는 예들이 주어진다 . 제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media skill을 가르치기 위한 목표개발을
위한 과정이 소개된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media skill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들이 소개
된다 . 예를 들면 강의 , 토론과 시범 , 연습과 암송 , 견학 , 역할 놀이 , 게임 , 시청각 교수 , 읽기 ,
개인 혹은 그룹 프로젝트 , 프로그램 학습 등이 그것이다.
3장에서는 교수 방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가지 변수를 소개하고 있다 .
1) 지역사회와 학생 집단
2) 학교 시설
3) 학교 조직과 스케쥴
4) 학교의 교수진
5) 교과 과정
6) 교수 방법과 접근 방식 (Hart , 1985)
1978년 25개의 미국과 카나다의 규모가 큰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보면 (Dy son,
19??, pp.94- 100) 지난 5년간 media skill 교육에 소요된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그 이유로는 미디아 센타 이용자를 대상으로 media specialist들이 전문가로서의 책
임을 통감하게 된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용자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이며 , 예산 부족의 시기에 단순히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명실공히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위치를 담당하게 된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
그리하여 1980년에는 media skill 교육이 대부분의 도서관이나 미디아 센타의 공공 서비
스의

일부가

되었다 . 그리하여

ALA는

여러

가지의

기준과

지침을

만들고

"Policy

S tatement : Instruct ion in the Use of Libraries"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
1980년대의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는 자동화라고 볼 수 있다 . 온라인 체제 , 컴퓨터 ,
Dialog , BRS , Info. T rac. 정보 등의 발달로 정보 검색 서비스가 증가되었고 이는 더욱 정교
화된 media skill 교육을 요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접근 방법 외에도 전자적인 수
단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접근하고 이를 해독하는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었다.
점차 각의 도서관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이용자에게 전문 (full document )
의 전달이 보편화되면서 media skill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90년대에는
더욱 복잡하고 정교화된 교육을 요구하게 되었다 .
1985년 6월 , Nat ional Commission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 cience에서는 매체와 관
련된 학교 행정가, media skill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를 개
발하기 위하여 회합을 한 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사항을 기본 틀
로 규정지었다 (McDonald , 198, p.189).
1) 학교의 media skill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사고 기술을 개발시켜야 한다 .
2) 어린이나 청소년이 어떻게 정보나 아이디어를 처리하는지를 최근에 소개된 연구나 문
헌에서의 이론을 적용시킨다 .
3) 위의 두 항목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과과정과 통합하여 교육적으로 건전한 media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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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개발에 적용 시킨다 .

III. Media Specialist의 역할
미디아 센타의 성패는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질과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media specialist는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센타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미디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춧돌이라 볼
수 있다 .
종래에는 media specialist가 단순히 교재나 교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해
왔지만 점차 교수 자료 관리자로서의 기능은 물론 교수 학습 과정을 수행하는데에 적극 참
여하여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 리더쉽의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
미디아 센타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출입구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의 사회에서 요구되
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준비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그
러므로 media specialist는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 어떻
게 이들 정보를 찾아내며 , 찾아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종합할 것인지에 요구되는 media
skill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이들 정보는 미디아 센타 내외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책 , 잡지는 물론 전자적인 데이터베
이스 등의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
정보 시대 ,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media specialist의 역할에도 전
폭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 즉 공학이 발달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복잡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정보를 취급하는 일이 보다 복잡해 졌음을 이해시키고 그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은 물론 상담자 , 충고자 , 혁신적인 정보 조직자, 정보
의 보급자 또는 정보 산업의 리더로서의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한다 .
사실 1950년대의 초기에는 media specialist 가 (당시에는 librarian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
책을 보존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었다 (Baumbach , 1991, pp .221- 225). 그러다가
1957년에 S putnik 발사가 있은 후 , 뒤이은 교육개혁은 많은 자금을 학교 교육에 제공하게
해 주었고 이는 곧 책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개념의 도서관으로부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미디아 센타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주었다 .
그러나 당시 도서관에서 일하던 대다수 사서들은 책이나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를 선정하고 정리하고 활용하는데에 많은 거부감을 표시하였고 새
로운 형태의 미디아 센타에 적응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
1960년대에 이르러 National Defen se Education Act (NEDA ), Library S ervices and
Con st ruction Act (NSCA),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 EA ) 등에서 제
공되던 방대한 기금은 막대한 양의 매체를 구입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
더욱이 1969년 AAS L/ DAVI가 공동으로 내 놓은 기준에서는 media specialist가 소장 자
료의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역할까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Media specialist
의 업무가 학급 담당 교사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제공하는 보조적인 역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library media skill까지 직접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1970년대에 들어서서 media specialist는 명실공히 교수 과정을 위한 팀의 일원이 되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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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전략을 짜고 , media skill을 가르치고 , 교수 매체를 제작하는 일을 도우는 통합적인 역할
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1975년에 나온 AAS L과 AECT 의
Media Prog ram s는 교수 디자인 과정에서의 media specialist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이나 학자들의 연구 논문에서 언급되는 media specialist의 역할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천되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었다 .
1980년대에는 학교 교육 현장에 micro computer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 미디아 센타의
운영에도 컴퓨터가 도입되고 재고 조사 , 대출 상황 체크 , 반납 독촉장 발급 및 관련 사무가
전산화되게 되었다 . 그외에도 media specialist는 학교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 교사를 위한
in - service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선정해야 하는 새로운 임
무를 맡게 되었다. 또 이제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media skill 교육에 컴퓨터
리터러시를 첨가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었다 .
Media S pecialist 가 보다 성공적으로 media skill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교과 담당 교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계획을 세우고 시간 , 장소 , 내용 , 태도, 전략, 기술 , 자
원 및 평가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며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 그밖에도 (Lundin , 1988,
pp .215- 227),
1) 학교 전체의 교과과정은 물론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에 관한

상담과 충고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교과 담당 교사와 협조하여 학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입수하고 조직
하고 선정하고 운영한다.
3) 교사와 협조하여 media skill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일에 능동
적으로 참여한다.
4)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게 무엇을 언제 가르칠 것인가는 물론 누가 이 기술을 가르치고
적용할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
5) 개개의 학생들에게 이미 주어진 media skill 교육에 대한 후속 지도나 강화를 제공한
다.
6) 학교의 교과과정은 물론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기술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힘쓴다 .
7)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먼저 습득한 media skill과 연결되어 전이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
media specialist 의 교수 기능의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1988년 AAS L과 AECT 가 공동으
로 마련한 Informat ion Pow er를 내 놓음으로서 media specialist 는 학교에서 정보 전문가 및
교수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교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
다 . 현재는 이 사항이 미국내의 여러 주의 자격증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Gillespie, 198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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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Media Skill 교육의 실제
A . Media Skill 교육 방법
Media skill 교육에서는 프로그램이 교육 철학을 따르게 된다 (Eble, 1988, p.400). Media
skill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초창기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선행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미숙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 그 결과 대단위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소개, 즉 1시간짜리 설명회나 미디아 센타의 여기저기를 둘
러보는 t oru 방법이 널리 채택되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힘이 미약했고 , 실제로 학생들에게 특정한 요구가 생겨 미디아 센타를 이용하는 기술이 요
구될 때는 이미 배웠던 내용을 벌써 잊어버리기도 했다 . 또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에서는 개인의 특정한 요구를 잘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따라
서 일방적인 설명 형식에서 벗어나 교과과정과 연계시켜 원하는 정보를 찾아 이를 종합 , 응
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
초창기에는 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media skill 교육이 융통성있게 실시되기 보다는 교
과과정과는 별개의 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 그리하여 학생들은 항상 만족감을 느
낄 수 없었다 .
그러다가 연구 논문 작성시에 개별적인 사전 검사를 한 뒤 각 학생의 필요에 따라 개별
교수를 실시해본 결가 성공적인 학습을 성취할 수 있었다 . 이를 토대로 하여 특정한 주제나
분야에서 교육이 요구될 때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별 학습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
사실상 이제까지 도서관에 있어 왔던 참고 봉사 (reference service)도 엄밀히 말한다면 개
개인의 요구나 질문에 응답을 해주는 개별 교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 질문들이 중복되고 몇 사람 안되는 참고요원이 모든 학생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
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체계적인 media skill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
근자에 널리 활용되는 media skill 교육 방법은 아래와 같다 (Adam s, 1985, pp.33- 42).
1) 그라픽/ 다이아그램
미디아 센타의 여러 장소에 그라픽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이라 말할 수는 없
지만 media skill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잘 디자인 된 그라
픽은 도서관의 배치도 , 형태별 자료들의 위치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
2) 안내서나 프린트물
미디아 센타를 소개하는 안내서 역시 새로운 형태의 교수 자료는 아니다 . 구체적으로 안
내서에는 미디아 센타의 배치도 , 소장자료의 범위나 특성 , 센타에서 일하는 요원들의 이름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카드 목록이나 듀이 십진 분류법 등 자료를 찾는데 필요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서비스 시간 , 대출기간 등을 명시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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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디아 센타를 처음 소개하는 시간에 30- 40페이지가 넘는 안내서를 나누어주면 ,
많은 이용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너무 많고 다양한 정보를 소개받아 오히려 읽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될 우려가 크다 . 그러므로 최근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소
개류의 안내서보다는 특정한 요구 즉 , 중요한 참고 자료의 사용법이나 특정 기재의 조작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
3) 슬라이드/ 오디오 테입/ 비데오 테입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대로 미디아 센타를 둘러보게 하
는 self- guided t our 를 위한 오디오 테입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학생들은 미리 녹음된
오디오 테입을 헤드폰을 통해 들으면서 미디아 센타의 이곳 저곳을 차례대로 돌아볼 수 있
다 . 오디오 테입은 가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 또 이용자는 슬라이드 프
로젝터 앞에 앉아 자신이 원하는 특정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오디오 테입을 통
하여 제시되는 정보와 함께 듣고 보기도 한다 .
이 방법은 특정한 주제 - 예를 들자면 서가에 자료가 배열되어 있는 원칙 , 또는 단말기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방법 - 등을 소개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학
생들이 반드시 미디아 센타에 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 어디에서나 활용이 가
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4) 개인지도
참고요원 (reference personnel)이 아무때나 학생들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 약속에 의한 개인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일예로 SUNY- Oswego 대학에서는
PLUS (Personalized Library User Service)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학생들
은 적어도 이틀전에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미리 써서 제출하고 약속 시간을 배정받는다 . 지
정된 시간에 참고사서로부터 주제에 대한 범위 , 일반적인 자료의 출처, 카다로그에서 찾아야
할 주제명 표목 , 청구 번호 , 관련 사전 , 잡지 등에서 찾아야 할 주제명 표목 및 잡지 등을
차례로 추적해 나가면서 자세한 탐색 전략을 소개받을 수 있다 . 이 방법은 이용자가 직접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였을 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
5) 프로그램학습
Media skill 교육을 위하여 프로그램 학습이 사용된 것이 프로그램 학습이 세상이 소개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UCLA의 College Library에서는 1970년부터 학습지 (w ork book )의
형태로 만들어 프로그램 학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1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UCLA의 프로그램 학습은 20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100여종의 프로
그램으로 개발되어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도구 (tool)를 찾게 하고 이들 도구를 사용
하여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게 고안되어 있거나 , 주어진 주제에 대한 참고문헌을 작성하게
구성되어 있다 . 이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학습을 하게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으 소
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야나 주제에 대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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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퓨터보조학습
1960년대말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주어지자 media skill을 가르치는 수 많은 컴퓨터 보조
학습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media
skill 교육을 가르치는 입문용의 정규 과목을 위한 것과 미디아 센타의 배치나 색인 , 참고자
료 , 개요 등의 참고 자료 사용에 관한 교수 프로그램으로 대별될 수 있다 .
프로그램학습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미디아 센타의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되는 것이 상례이지만 아직까지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과 사용할 터미널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
실제로 Universit y of Denv er에서는 도서관의 로비에 컴퓨터 터미널을 설치해 두고 도서
관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도구 (tool)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
최근에는 expert sy st em을 이용하여 참고사서의 서비스를 담당하기도 한다 . Ontario에 있
는 University of W at erloo에서는 이용자의 요구 분류, 자료의 위치 소개 , 특정 참고 도구의
사용법 지도 등 참고사서가 해야하는 간단하지만 많은 시간과 반복을 요하는 서비스를
simulate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Burt on , 1991, pp.134- 135).

B. Media Skill 교육 프로그램
Media skill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기능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는 두가지 유형으로
(Gillespie, 1983, pp.34- 35) 제시될 수 있다 .
1) 비공식적 교육
이는 학생들이 알고저 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올 때 즉각 대답을 해 주는 것으로 주
로 특정 자료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나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책이나 자료를 소개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방법은 개별 학생들의 요구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media specialist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며 , 반복되는 질
문에 계속 응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
2) 공식적 교육
공식적인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설정된 교육 목표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 교재와 평가 방법이 미리 소개된다. 프로그램의 전개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아 센타에서 이루어지는데 , 이때 시중에서
media skill을 가르치기 위하여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kit s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그 내용을 일부 개조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Media skill이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
적이라 할 수 있는데 교과과정과 맞물리게 해 줌으로서 스스로는 좀처럼 미디아 센타를 이
용하지 않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고 , 미디아 센타를 이용할 줄 아는 기술과 틀을 제
시함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확실하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은 물론 , 성취가 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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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학생들을 직접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 또 그외에도 학
교에서는 물론 졸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체의 활용을 증진시키는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하여 W he st elementary school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각 학급의 교사들은 매해 6월
에 앞으로 매달 가르치게 될 단원의 요약을 미리 미디아 센타의 게시판을 공고하고 , 이에
따라 각 학급 교사와 media specialist는 정규적인 회합을 갖고 교과과정의 지원을 위한 보
다 폭넓은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의논하게 된다 (Miller ,
1985, p.74).
구체적으로 4학년이 지도에 관한 단원을 학급에서 학습하게 된다면 미디아 센타에서는 지
도 , 지구본 및 백과 사전의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 연구과제를 위한 논문을 작
성하기 위해서는 자료찾기 ,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기, 논문 쓰기 , 논문 개요 및 참
고문헌을 작성해야 한다 . 또한 주어진 주제에 관한 서지 정보 (저자 또는 제작자 , 제목 , 출판
사 또는 제작처, 저작권 날짜 , 참고한 페이지 )가 완전히 포함된 독서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정해진 분량의 논문을 작성하는 법을 지도하게 된다 .
한편 E ble (1988, p.404)은 학생들의 연구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학급은 미디아 센타
에 스케쥴이 예약되고 , 연구 주제가 주어지면 새로운 과제에 대한 소개 , 카드 목록 , 참고 자
료의 위치 , 듀이 10진 분류법 등의 media skill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 또 깊
이 있는 연구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media specialist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
대한 주제 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 .
학생들의 사전 준비도가 조사된 후 그 결과를 과목 담당 교사와 의논한 뒤 media
specialist는 적정한 수준의 media skill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 관련 교재를 준비해서 학
교 행정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때 학생들이 media skill 교육을 가르치기 전에 실시되
는 사전 검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단계는 건너뛸 수 있다 .
이미 미국에는 학생들의 media skill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 주 또는
디스트릭트

별로

개발된

다양한

테스트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Comprehensive T est of Basic Skills : St udy S kills (Monterey , Calif. : CT B/ McGraw Hill)
이다 . 이는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화된 테스트로 학생들이 미디아 센타의 목록 카드 사용 ,
지도 , 색인 , 책 , 사전 , 그라프 , 다이아그램과 챠트를 찾는 능력 등의 media skill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 전체는 두 개의 행식 (F orm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F orm S sm s Level
B (1학년용 ), Level C (2학년용 ) 및 Level I(3학년용 )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 Form Q
는 Level II(4학년용 ), Level III(7학년용 ) 및 Level IV (10학년 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Hart ,
1985, p.12).
미디아 센타에서 어느 정도까지 media skill을 가르쳐야 하는 가에는 두가지 견해가 지배
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Gillespie, 1983, p.34). 그 중 하나는 카드목록이나 듀이 십진 분류법
의 설명 등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충분하고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자료를 폭넓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또 하나의 견해는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를 단순히 가르치는 것보다는 찾은 자료를
실제 연구 활동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 그

러나 어떤 견해를 선택하더라도 맨 먼저 생각되어야 하는 점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이다.
근자에는 주 (State) 교육국에서 media skill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지침
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 일예를 들면 Virginia 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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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6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목표가 학
년이

올라갈

때마다

더

심도깊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Department

of

Education , Richmond, Va ., 1986, pp.81- 82).
1) 학생들은 미디아 센타를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시민정신 ,
자료의 다루는 법 , 미디아 센타의 정책 등에 강조가 두어지게 된다 ).
2)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료- 오락적인 것과 지식 - 의 출처를 골라낼 수 있다 (능
력 , 흥미 , 요구에 적절한 자료를 골라내는 데 역점이 주어진다).
3) 학생들은 문헌 감상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각 학년에 적합하
게 소개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헌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
4) 학생들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검색 기술에 강조
점이 주어진다 ).
5) 학생들은 다양한 지역 사회의 자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공
공 , 학술 , 및 특수 미디아 센타는 물론 연구 기관이나 개인도 정보의 출처가 될 수 있음에
강조가 주어진다).
6) 학생들은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저작권법과 이를 인정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조가 주어진다 ).
7)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 제작 활동에 참여한다 (다양한 제작 경험을 통하여 창의성을 개
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
또 한편 North Carolina 주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6개의 media skill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Department of Pulic In struct ion , 1986).
1) 오리엔테이션과 조직
학생들은 미디아 센타의 조직과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에 관해 이해한다.
2) 선정과 활용
학습자는 자신의 요구나 학교 숙제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나 기재를 골라 활용할 수 있다 .
3) 이해와 응용
학습자는 매체가 제시하는 개념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고 조직하고 평가하여 학교나 그
외의 장소에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다 .
4) 제작과 제시
학습자는 정보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선정할 수
있다 .
5) 풍부화
학습자는 개인적인 성장 , 직업 추구나 오락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읽고 , 듣고 , 본다 .
6) 컴퓨터 이해
학습자는 컴퓨터를 이해하고 , 조작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요구되는
응용을 해 본다 .
Nort h Carolina주의 지침과 같이 전통적인 내용의 media skill 교육 프로그램에 컴퓨터 관
련 교육을 첨가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일반
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미디아 센타 산하에 마이크로 컴퓨터실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상례이고 컴퓨터 관련 교육이나 지원을 미디아 센타가 책임지게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추세는 컴퓨터를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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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컴퓨터에 관하여 학습하는 컴퓨터 리터러시와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
하여 학습하는 것 및 다른 주제나 과목에 컴퓨터를 응용 , 적용해 나가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V . 사례 연구
A . Clev eland State Univer sity
Cleveland State University (CS U) 미디아 센타의 스텝들은 1990- 91년 2년에 걸쳐 학생들
에게 media skill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 몇 개의 영어작문 과목에서 담당
교수와 media specialist가 긴밀한 협조 아래 정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어떻게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하고 평가하는지를 배우는데 목적을 두었다 (Rader, 1990, p.28).
이를 위하여 새로운 교수 자료가 개발되었고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세워졌다 .
1) 학생들은 그들이 공부하고 , 일하고 , 매일의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media skill의
중요성 , 정보의 힘 , media skill과 정보 상호 관계 속에서 미디아 센타의 역할을 이해한다 .
2) 학생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3) 학생들은 기록된 정보의 구조와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
4) 학생들은 다른 분야와 형태의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
5) 학생들은 정보 수집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전보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
6) 학생들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정보 내용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
7) 학생들은 그들이 조사한 정보의 결과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개
발한다 .
8) 학생들은 그들의 정보 조사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실험적인 프로젝트의 실시 결과는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계속되며 이는
또 인접한 지역사회에 있는 공립학교들을 자극하여 4개의 고등학교에서도 media skill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게 되었다 .

B. Whitew ater Unified School District
W hitew ater Unified S chool Dist rict 산하의 세 국민학교는 자격을 갖춘 media specialist
를 확보하고 있는 중앙집중화된 미디아 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 미디아 센타는 센타를 열심
히 이용하는 학생은 물론 공부에 의욕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습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종래의 인쇄 자료에 덧붙여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를 통합시켜 성공적
인 개별학습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Good, 1988, pp.65- 66).
Media specialist와 교과 담당 교사는 협조하여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전 학년을 위한
Media Skill Curriculum Guide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상당한 호응과 효과를 얻어 곧
W hit ewater District 산하의 중 , 고등학교의 media specialist들도 이와 유사한 지침서를 개
발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
본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운영은 1976년에 보조받은 Elementary and Secondary E ducat ion
Act T itle II 기금 $ 10,000가 기초가 되어 media skill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의 구입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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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해 주었고 ,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천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 주와 디스트릭트에서 실천되고
있는 Media S kill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조사 연구하고 , 보고서 , 책 , 전문 잡지의 참조는 물론
관련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선발 주자들로부터 경험담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Department
of Public In st ruction에서 개발하여 사용해왔던 16 페이지짜리 책자 Learning to Use Media
에 library media skill에 관련된 설명과 내용을 첨부하여 44 페이지로 개편하였다 . 이 책의
내용은 media skill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와 소개 , 미디아 센타 평면도면의 제시 , 태도
와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 , 중요한 책과 매체 선정 도구 (tool), 관련 문헌의 색인,
시청각 자료의 대출 규정 등이며 각각의 학년별로 행동목표, 개념 , 멀티미디아 교재 및 자
원 , 교사가 개개 학생에게 권하는 교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예를 들어 6학년의 경우 , 80개의 출처를 참조해서 써야 하는 연구 논문 작성, 학습지 숙
제 , 레터링 실습 , 카드 목록을 이용한 게임 , 간이 복사대를 이용한 복사 촬영 , 그림의 디자
인 , 일반 교과목과 관련된 보고서와 동반하여 제출할 녹음 자료 제작 등에 관해 배우게 되
는데 , 이들 모두가 각각의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보충
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자료가 주어지게 고안되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었다 .

VI. 결

론

이상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media skill 교육의 정의 , 역사적 배경 ,
media specialist의 역할 , media skill 교육의 방법 및 프로그램,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학 도서관에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법 , 문헌
이용법 등의 특강 형식으로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그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 대부분이 도서관과는 별개로 시청각 센타 또는 미디아 센타
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디아 센타에서는 독자적으로 media skill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실제로 대학의 시청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
원들 조차도 media skill 교육이란 용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 그 필요성
조차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미디아 센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이용을 주로 교수진에게만으로
제한하고 , 학생들은 단체나 특별한 행사 등의 집단 이용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더욱이 개별 교수를 통한 탐구 학습이나 연구 주제에 따른 논문 작성법이 제대로 지도되
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놓고 볼 때 앞으로 기초적인 단계라도 media skill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
학생들에게 media skill 교육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
어느 수준까지의 media skill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의견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국민학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프로그
램의 내용과 목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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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아 센타 소개
학생들은 미디아 센타에 익숙해 진다 .
a . 학생들은 미디아 센타의 규칙을 알고 이를 지킨다 .
b .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미디아 센타의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안다 .
c. 학생들은 미디아 센타의 다양한 활동에 적절한 행위를 한다 .
d. 학생들은 미디아 센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안다 .
2) 참고 및 연구 활동
학생들은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익숙해 진다 .
a . 학생들은 목록 카드를 이해하여 정보가 주제별로, 또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b .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 출처와 근원에 대해서 알게 된다.
c. 학생들은 원하는 내용 , 난이도 수준 및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에 맞는 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 .
3) 제작 및 조작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작하고 이를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
a . 학생들은 기재를 적절하게 다루고 ,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다 .
b .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계획 , 제작 , 제시 및 평가할 수 있다 .
4) 읽기 능력과 감상력 함양
학생들은 학교 교육은 물론 개인적인 욕구, 장래 원하는 직업 및 오락적인 목적을 위하여
매체를 평가하여 활용하고 즐길 수 있다 .
a . 학생들은 책 , 독서 및 미디아 센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할 수 있다 .
b . 학생들은 읽기 , 듣기 , 보기 및 사고하기에 있어 비판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5) 컴퓨터 활용
학생들은 컴퓨터를 이해하고 다른 과목의 교육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a . 학생들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에 관하여 이해한다 .
b . 학생들은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 .
c. 학생들은 다른 과목의 학습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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