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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을 기반으로 몽골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몽골의 정보통신기술과 몽골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현황을 파악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법과 정책,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몽골의 정보통신기술은 비교적 발달하였으나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부문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몽골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기초를 마
련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study was aimed to inhere the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LI) in school libraries 
of Mongolia based on direction of South Korean. In this research, we determine the existing ILI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Mongolia.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school library, policy and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of South 
Korea were determined in this paper.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showed that although Mongoli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relatively advanced, the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sector of the school library 
was very insufficient. Finally, we present a policy improvement direction for laying the foundation for 
ILI in school library of Mongolian based 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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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몽골 정부는 2012년 11월 ICT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기 계획으로 ‘ICT Vision 2021’을 수립한 이후

로 몽골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

히, 2016년 발표된 “몽골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2030”에서는 인프라 개발 및 실용화, 접근성 향상, 

디지털 격차 해소, 광대역에 대한 공공접근성 강화 등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 앞으로 몽골에서의 정보활용교육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몽골에서 정보활용교육은 도서관 이용자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학교도

서관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FLA·UNESCO에서 제정한 학교도서관 선

언문(School library manifesto)에는 학교도서관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에서도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여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교양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도서관기준에서도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의 전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학습 환경”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AASL/AECT의 학교

도서관 기준(Information Power)이나 IFLA·UNESCO의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지침 등 국제표준에

서도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보활용교육을 통한 도서관활용수업을 제시하고 있다. 

IFLA, UNESCO(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학교도서관에서는 아직 정보활용교육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몽골 도서관법(2014)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교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 관련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몽골의 학교도서관에 적합한 법과 제도 및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몽골의 정보활용교육 정의와 개념을 재정의하

고, 몽골의 정보통신현황과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을 분석하였다. 둘째, 몽골의 학교도서관 정보활

용교육의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을 법과 정책,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몽골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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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ation: ALA)에서 제시한 정보요구를 인식하고, 정보에 접

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찾아낸 정보를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정보이용에 

수반되는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종합적인 능력(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으로 

해석하였다.(김수정 2015)

정보활용능력은 정보의 요구를 알고, 논제나 과제를 위한 정보를 식별하고, 검색하고, 평가하고,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사회의 다양화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

로 정보량이 증가하였고,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의 필요성 인식, 정보원의 이해, 정보

의 접근방법 이해, 정보 탐색 전략 수립, 정보의 평가, 정보의 분석, 정보관련 법적 윤리적 문제의 이해 

등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능력을 통합하여 ‘정보활용능력’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국내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2006

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수요가 증가하였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법안의 수립이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강혜영(2002)은 정보활용의 정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미국, 호주, 영국의 정보활용 교육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현실(2004)은 정보활용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보활용 교육에 필요한 내용

과 항목을 조사하였다. 김연례, 권은경(2006)은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정보활용능력이 중요한 영역이며, ICT 활용교육의 교과별 교육

과정은 정보전문가인 사서교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활용교육으로 개발·운영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수상과 조용완(2008)은 정보활용능력을 “정보의 요구를 식별하고, 요구된 

정보를 찾아내고, 찾아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적용하며 관리하는 정

보활용 전반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능력의 집합‘이라 정의하였다. 오의경(2013)은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변화한 정보 환경과 이용에 관련된 개념을 보완하여 새로운 정보활용교육을 제안하였다. 

한편, 유네스코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Media and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2013)라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커리큘럼을 몽골어로 번역하고 출판하였다. 이 책은 교사

를 위한 미디어 및 정보 활용 교육 과정으로 유네스코 회원국인 몽골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서적, 디지털 자료 및 도서관의 플랫폼을 통합하여 

보고 있고, 둘째, 공식적인 교사 교육 시스템에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서 제안된 

이 교육과정은 전 분야의 혁신과 개선에 기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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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현황

2.1 몽골의 정보통신기술 현황

몽골3)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1,50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인구는 약 32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약 70%가 수도 울

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다.

몽골의 인터넷서비스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몽골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 분야에서 정

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말부터 지식기반 사회로의 발전을 목표로 정보통신청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uthority: ICTA)을 설립하고, 2005년에 정보통

신 관련 프로젝트 “E-Mongolia”를 시작하였다. 그 성과로 전자정부, 전자교육, 전자은행, 전자도서관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시작되었다(히식수렌, 2013). 

몽골 ICT 부문 정책의 기본 개념에는 몽골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몽골 인구의 90%가 3G와 4G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몽골의 전

기 통신 기간망 네트워크는 몽골의 21개 아이막, 총 299개의 솜에 구축되어 있는 등 몽골의 ICT는 계

속 발전하고 있다(김홍진, 이평래, 2017). <그림 1>은 몽골의 기술 시스템 별 인터넷 가입자 수를 보여

준다.

3) 몽골은 동아시아의 내륙국이다.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울란바토르고, 정치 체제는 민주 공화국이다. 1992년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변경되었다.

2.2 몽골의 도서관 현황

현재 몽골전역에는 1,500여 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울란바타르 시

립도서관, 어린이중앙도서관 등 376개관이 존재한다.  또한 몽골에는 98개의 대학도서관과 전국 초·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이 798개 있으며, 주 이용자는 학생과 교직원이다. 그 외에도 237개

의 연구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있다(<표 1> 참조).

<그림 1> 몽골의 기술 시스템 별 인터넷 가입자의 수
(출처 : 김홍진, 이평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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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3022

<표 1> 몽골 도서관 수 (2018년)

 출처: 바야라, (2018)

2.3 몽골의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현황

몽골 공공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단계로 구성된다. 대학 입학 전 단계까지의 몽골 교

육제도는 초등 5년(6~10세), 중등 4년(11~14세), 고등과정 3년(15~17세) 총 12년으로 구성되며 중등

과정까지 9년은 의무교육 기간이다. 몽골은 2004년까지 공공교육 기한이 10년제였으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체계적으로 12년제로 변환했다. 2013년에 첫 12학년 학생들이 졸업했다. 초·중·고등학교

는 공공교육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며,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4)

몽골 도서관 행정 및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는 교육·문화·과학·스포츠부이다. 현재 몽골에서는 정보

활용교육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도서관현장에서 정보활용교육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몽골의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시설 안내, 도서관 서비스 이용안내, 목록 검색 이용

법, 독서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활용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자교육으로 이해하

고,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기능을 인식시키고 시설과 자료, 도서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초

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순위 도서관 유형 도서관 수

1 공공도서관 376

2 대학도서관 98

3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 798

4 연구 및 작은 도서관 237

합계 1509

3. 한국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현황

3.1 한국 학교도서관 현황

한국의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은 2004년 처음 발의되어 2013년 3월부터 시행 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 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제5조 설치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학교도서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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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과 정책

한국의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법과 정책은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

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진흥) 1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의 전

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이병기(2007)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도서관 정보활용」교과

를 포함시키고, 이 교육과정에 도서관 활용수업 및 도서관 협력수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정

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2.1 도서관법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도서관법 제1조(목적)에서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

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화 서비스를 활성화함

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38조(업무)에서 학교도서관은 학

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각하 1항에서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2항에서는 학

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제공, 5항에서는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교육, 6항에서는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이 

명시되어 있다.

<표 2>  한국 학교도서관 현황 (2018년 통계청)

순서 도서관 종류 도서관수 장서수 사서(직원)수

1 초등학교도서관 6,165 106,408,976 3,142

2 중학교도서관 3,148  46,923,619 1,621

3 고등도서관 2,342  38,759,138 1,114

4 대학교   716  168743,669 3,227

합계 12,371 360,835,402 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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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이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는 법으로서 2008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조(목적)에 위 사항과 함께 학교

도서관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학교도

서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

이라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3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본 교재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을 학생수준에 맞게 선정하고 조직한 내용 제공

서인 동시에 해설서이며, 교수·학습과정을 이끌어가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상징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학교도서관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체

계화하고 조직한 결정체이며, 학교도서관 분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직으로서 사서교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국내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세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1996년에 발표된「정보와 

매체」이다. 이 교과서는 정보요구에서 정보평가까지 정보활용 과정을 바탕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

고 있으나, 고등학교용만 개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 2002년에 발표된「정보

와 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정교과서로 초등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3권으로 구성되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1년에 발표된「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기존 교과서의 문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초등1-3학년, 초등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4

권으로 구분되어 있다.「도서관과 정보생활」교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정보과

제를 설정하고, 정보탐색 전략을 수립하여 정보에 접근하며, 정보의 내용을 분석, 해석, 평가하고, 정

보를 새롭게 조직, 창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표현 전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목적으로 개설되었

다.「도서관과 정보생활」교과의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병기 (2007)

1) 학습이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정보욕구와 정보과제를 분명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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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자신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 문제해결을 위해 탐색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 해석, 종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4) 분석, 해석, 종합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문제해결에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

로 표현, 전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5)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스스로 평가해 보고, 향후 자신의 정

보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4. 몽골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활성화 방안

몽골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을 단순한 도서관 이용지도 수준을 넘어서 보다 고차원의 정보활

용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법과 정책적인 토대 마련   

현재 몽골의 학교도서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과 규정에는 ‘몽골교육기본법’(2002; 2006), ‘몽골 

도서관법’(2014), ‘도서관 기준’(2007; 2019), ‘학교도서관 기초규칙’(2008) 등이 있다. 몽골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평등하게 도서관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 기초규칙’에서는 학

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 정보 센터로서 학교의 교육 과정의 내용과 일치하는 도서관자료를 수집·정

리·보존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몽골의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 규

칙조항에서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몽골의 정부에서는 정보활용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여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와 더불어, 몽골의 교육부(교육문화과학스포츠부)와 학교도서관 관련 행정 기관들은 학교도서관

의 정보활용교육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정

책과 기준을 참고하여 몽골의 정보활용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위해 국차적인 차원에서 정보활용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정보

활용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2) 정보활용교육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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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몽골 학계에서는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에

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과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몽

골의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 적합한 교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교사들이 협력하여 정

보활용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여건상 각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 혹은 국가대표도서관에서 표준적인 교육과정을 먼저 개발하고 각 학교로 배포하는 것도 한 가

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정보활용교육을 통합하여 교과 교사와 사서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별

로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마련한다면 교육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몽골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

해 한국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3종「정보와 매체」,「정보와 도서관」,「도서관과 정보생

활」을 분석하고 참조하여 몽골 학교도서관에 적합하도록 <표 3>과 같이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표 3>  도서관과 정보생활
정보활용교육 영역  정보활용교육 주제와 내용 

초등학교

I.  도서관과 정보활용
1. 도서관과 친구하기(초등학교생확과 도서관, 독서활동과 도서관)

2. 도서관과 정보활용 (도서관 이용예절, 정보활용 과정)

II. 정보 탐색과 접근 
1. 나만의 문제 만들기(배경지식 확인하고 만들기)

2. 정보원의 이해 (정보원의 종류,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III. 정보 분석과 해석
1. 정보 읽기 이해하기 (글의 종별 독서 방법, 정보 종류)

2. 정보 정리하기(노트정리하기,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정리)

IV. 정보 종합과 표현
1. 정보표현하기(말로표현하기, 글로표현하기,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표현)

2. 정보평가하기(정보문제해결과정 평가하기, 정보문제해결결과 평가하기)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정보활용(정보공유하기, 저작권보호)

2. 정보윤리(인터넷 이용 예절, 개인정보의 중요성

중학교

I.  도서관과 정보활용
1. 학교생활과 도서관(중학교 생활과 도서관, 독서생활, 도서관 이용예절)

2. 정보과제 해결과 정보생활(정보과제의 이해, 정보과제 해결)

II. 정보 탐색과 접근 1. 정보 찾기(정보 찾기의 이해. 자료를 이용한 정보 찾기)

III. 정보 분석과 해석

1. 예측하며 읽기(내용 예측, 뒷이야기 예측)

2. 비판하며 읽기(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주장과 근거 찾기, 결과 파악하기, 생각 비교하기)

3. 요약하며 읽기(글로 요약하기)

IV. 정보 종합과 표현

1. 정보 종합 및 조직하기(정보 수집, 종합. 정보, 조직)

2. 정보 표현하기 (글로표현하기, 말로표현하기,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멀티미디어로 

표현하기)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정보와 저작권(정보의 공유와 공정한 정보이용, 저작권의 이해)

2. 정보사회와 정보윤리(정보사회, 정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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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I.  도서관과 정보활용

1. 정보사회와 정보생활 (정보사회와 정보 활용 능력, 정보와 지식)
2. 도서관과 정보활용(도서관과 학습, 연구 활동)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평생학습(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이용 방법) 
4. 도서관 활용광
5. 도서관 이용과 윤리(도서관 이용 수칙, 자료의 공동 이용) 

II. 정보 탐색과 접근 

1. 정보 요구 확인
2. 정보 탐색
3. 참고자료 이용
4. 온라인 목록과 인터넷 정보검색

III. 정보 분석과 해석
1. 정보자료의 구성 (인쇄, 영상, 전자 자료)
2. 독서활동 (내용 요약 독서, 비판적 독서)

IV. 정보 종합과 표현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이해(정보종합 방법)
2. 정보자료의 인용(정보이용, 참고문헌작성법, 인용문헌작성법)

V.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저작권 이해(저작권 및 표절 공정한 정보이용)
2. 지적자유 (정보공유와 사회발전)
3. 인터넷과 정보윤리(인터넷 사용 예절, 개인정보보호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보활용교육 관련 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몽골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

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몽골에서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몽골 문

헌정보학계와 도서관에서는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이용이 생활화된 학생들에게 정보윤리교육과 비판적으로 정보

를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은 향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국제적인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발전상황을 돌이켜볼 때, 몽골의 현 상황에서 과거 한국의 정보활용

교육 발달과정은 참고해 볼 만 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정보활용교육 관련 법과 제도 및 교육과정

과 교과서를 참고하여 몽골의 환경에 적합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몽골의 학

교도서관의 발전과 정보활용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정보활용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몽골정부 이하 교

육부는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정착을 위해 관련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

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교육 현장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 한다. 다만, 개별 학교도서관에서 교육과정을 개

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대표도서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학교도서관에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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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몽골의 정보활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활용교육

의 제도화가 시급하고 도서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된 학교도서

관 정보활용 교육프로그램은 몽골의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 과정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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