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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수많은 온라인 채널과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핵심역량으로 받아들여진다. 계간 <미디어리터러시>
가을호 특집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는 그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소개한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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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미디어 리

1

터러시와 중첩되면서도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다.
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활용,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 모두가 디지털 리터러
시에 해당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무엇인
지, 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디지털 시민의 필수·보편적 능력

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잘 활용하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념과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는 상태인가,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대

상태로 쓰이는 용어다. ‘디지털’은 지칭하는 영역

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의미하는가, 또는 디지털

이 광범한 데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융합하

기술과 미디어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중장기적

는 단어로, 기술과 서비스, 콘텐츠를 포괄하는 광

인 영향에 대해 이해를 갖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의의 개념이다.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문자의

까?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보급과 더불어 형성된 개념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으로, 주로 말과 글로 이뤄진 콘텐츠를 이해하고

아는 ‘문해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부호로 구성된

활용하는 능력을 일컬어온 기존의 리터러시 개념

문서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코드 리

과 구분된다.

터러시’라고 말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의 일부분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과 도구 사용 능력(기술 리

이라고 본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을 이해하

터러시), 코드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

고 다룰 줄 아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라는 의미인

터러시,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포괄하는 개념

데, 이 또한 충분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디지털

이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은 도구이면서 기술과 서비스이고, 콘텐츠이기도

정보와 기술 활용 능력을 의미하는 디지털 시민으

한 다양한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로서의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미국의 미디어교육학자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중첩되면

1)

디지털�기술과�정보�이해‧활용�능력�
뉴스�리터러시와�직결
디지털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구본권 |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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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 리터러시,
코드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루블라와 베일리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

서도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는 능력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는 각종 커뮤

라고 규정하였고,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발견,

니케이션 도구와 기술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평가, 창조, 정보소통을 위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영역이 중첩되고 개념이 유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인지적 능력과 기술적

사하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 차원으

능력을 요구한다”고 정의한다.

로 포괄하기 어려운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차원

누군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췄다고 말할 때는 구

의 개인적·사회적 역량과 태도를 포함한다는 점

체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스마

에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구별된다. 미디어

2017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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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용자들에게는 동일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이용하는 경험이지만, 기술적 구조에 있어서 디지
털은 기존과 전혀 다르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미국도서관협회(ALA)

이용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

발견, 평가, 창조,

해 없이도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과 풍부함을 누릴

정보소통을 위해
미디어교육학자
루블라와 베일리(미국)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수 있다. 복잡한 구조와 강력한 힘을 갖추면서도

기술을 이용하는

편리한 사용법은 기술의 기본적 지향이다.

능력으로, 인지적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줄 아는 능력과 언제

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디지털

요구

어떻게 사용할지를

과학소설 작가 아서 클라크는 “고도로 발달한 기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만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의 삶과 관계, 교육 등에
요구되는 기능과 태도를 포괄한다.
이는 개인, 사회적 생활방식과
관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응, 활용 능력이다.

아는 능력

리터러시가 표현과 소통 수단으로서 디지털 미디

자(Atom)로 구성된 물리적 세계인 것에 비해, 디

어에 접근하는 것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

지털은 단위가 전기 신호(Bit)로 이뤄진 전자의 세

어적 차원만이 아닌 디지털 기술의 구조와 영향에

계다. 디지털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디

본과 진본의 구분이 사라지는 무한복제와 보존성

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만이

이 있으며 실시간 동시 유통이 가능하다. 디지털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의 삶과 관계, 교육 등에

정보는 모든 정보를 연결해 소통하고 조작할 수 있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과 태도를 포괄한다. 이는 개

게 하는 인터넷과 결합했다. 기존의 정보 전달과

인, 사회적 생활방식과 관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

소통 방식, 사회적 관계 형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키는 요인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응, 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용 능력을 의미한다.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

디지털 기술은 이전의 아날로그 형태를 획기적이

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권리

면서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적 차원의 근

와 책임, 기술을 포괄하는 디지털 시민역량 차원으

본적 변화이지만, 현실에서 사용자가 그 구조적 변

로 다뤄져야 한다.

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

기술에서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채 이용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강력하

대표적이다. 디지털 기술은 편리하고 강력하지만,

고 매혹적인 기술인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술과 사

그 작동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블랙박스적 속성을

용자는 기술 의존적 관계를 맺게 된다. 깊이 의존

지니고 있다.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설계자,

하지만, 그 기술의 구조와 영향에 대해 무지한, 정

전문가와 달리, 실제 사용자는 기술 구조에 무지한

보 비대칭 상황은 디지털 시대의 그늘이다.

다.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표현방법과 융합성으로

디지털의 그늘 - 정보 비대칭

인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도 매끄럽게 결합할 수

디지털은 이전의 아날로그와 근본적으로 구별되

있기 때문이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LP 레코드

는 구조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새로운 이

판과 MP3 음악 파일의 관계처럼 디지털은 아날로

해와 접근을 요구한다. 아날로그 정보와 기술은 원

그로 이용하던 것을 디지털로 매끄럽게 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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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갖춰야 한다. 기술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술의
조작법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사회 구성
원이 벗어나 생존할 수 없는 지배적 환경이 된 기
술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이다. 영향력이 막대한 기
술의 빛과 그늘을 함께 보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
다. 인터넷은 사회적 존재로 사람이 유지해온 전통
적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동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중첩되는 만큼, 미디어 이해와 활용의
핵심이 되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식의 유효기간
단축과 이로 인한 평생학습을
의미하는 디지털 시민역량을 지향한다.

력이자 플랫폼이다. 휴대전화와 같은 개인 소통 수
단과 소셜미디어가 등장할 때만 해도 오늘날과 같

원이 얼마나 활용 능력과 주체적 수용 능력을 갖췄

은 보편적 도구가 되리라는 기대를 받지 못했다.

느냐가 중요하다. 더욱이 정보의 유효기간이 단축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소통 행위와 정보 생산 행위

되는 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한 평생학습은 구성원

가 갖는 의미와 영향을 파악하는 소셜미디어 리터

들의 뉴스 리터러시와 직결된다. 디지털과 스마트

러시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역이다. 세대별로

폰 환경에서 대부분의 뉴스 이용은 디지털로 매개

디지털 소통 수단에 대해 다른 인식과 사용 행태를

되는 만큼 뉴스를 제대로 읽는 능력은 디지털 리터

보이는 만큼, 이는 기성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

러시와 분리될 수 없다.

대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 필수적 역량이기도 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중첩되

디지털 역량, 뉴스 리터러시와 직결

는 만큼, 미디어 이해와 활용의 핵심이 되는 비판

가짜 뉴스 사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뉴스 리터러

지능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시민 역량

력하고 다양한 권한과 선택이 제공된다는 것은 양

적 사고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디지털

시가 왜 함께 중요한지를 알려준 사례다. 시민의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 깊이 의존하고 있

날의 칼이다. 이용자 권한 강화는 기술의 속성과

리터러시는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식의 유효

지적 역량과 학습 능력이 한 사회와 국가의 현재와

지만, 그 구조와 영향에 대해 무지한 상태가 디지

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도에 맞게 활용하

기간 단축과 이로 인한 평생학습을 의미하는 디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털 리터러시가 요구되는 배경이다. 인터넷과 디지

려는 적극적 이용자에게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

털 시민역량을 지향한다.

언론 자유와 시민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초석을

털 미디어는 쌍방향성으로 인해 과거의 매스미디

주지만, 기술의 속성에 대해 무지한 수동적 이용자

앞으로의 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가치와 중요

놓은 것이 미국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든 출발점

어와 달리 이용자에게 많은 선택과 통제권, 기회

에게는 과중한 선택의 부담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다양하

이 된 것처럼,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 능력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디어 이용자는 디지털 환

게 중첩된 영역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현실에

시민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을 갖춘 경우 주도적 이용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

경에서 기존보다 많은 시간을 미디어 이용에 할당

서 실천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지 못한 경우에는 의존성은 높으나 주도성이 떨어

하지만, 수동적 이용에 머물 수 있다.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기술과 일상적으로

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은 마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디지털

만나는 환경을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의 다양

치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듯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

사회의 시민역량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영역을 포

한 영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게

게 익힐 수 있지만, 기술의 구조와 그로 인한 개인

함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자면 소프트웨어

미디어 리터러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뉴스 리터

적·사회적 영향은 저절로 습득할 수 있는 영역이

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경제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

러시에서 출발한다. 날마다 뉴스를 통해 사회생활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이전보다 강

게 해주는 코드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기술 리터러

에 필요한 새 정보를 받아들이는 환경에서 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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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Rubbla, G. Bailey(2007), Digital Citizenship in Schools,
Eugene, OR: ISTE,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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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발전을 할 수 있었으니 교육의 덕을 톡톡히 봤다고

2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과거의
인재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답을 배워 시킨 대로 하
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질문하고, 생각하고, 세
상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줄 아는 사
람을 원하는 세상이 됐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어
떠한 산업혁명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인터넷 윤리 교육에 가깝다.
‘활용’보다는 ‘보호’가 목적이다.
입시 위주 교육이 디지털 교육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디지털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아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많다.

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 두려워하
지만 새롭게 생길 일거리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시
키는 교육은 전무하다.

인터넷 강국의 디지털 접근성은 최하위

2016년 10월 송파구청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자
유학기제’라는 주제로 청소년 토론회를 진행한 경
험이 있다. 토론 참가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송
파구 중학생 100명이었다. 토론회 전 설문조사에
서는 95%가 자유학기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토론회 마지막 결론은 반대였다. 학생들의

디지털�정보�리터러시�함양이�핵심�
규제�위주�주입식�교육에서�벗어나야�
디지털 리터러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김묘은 |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부회장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가 지난해 10월 송파구청과 공동 개최한
‘톡톡 토론회’에서 협회의 박일준 회장이 토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체험했던 직업의 대
부분이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자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예 인터넷이 안 되

유학기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오히

는 곳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난 하드웨어

려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또다시 사교육을 받아야

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곳도 많다. 이런 격차는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선생님들이 학교 밖 세상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교 내 디지털 접근성은 OECD 평균보다 떨어진다.

찾아 진로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는 것에 한계가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도 일본에 이어 꼴찌에서

칠판을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배치된 책상들. 교

하기를 요구받는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18세기 중

있고, ‘직업 체험’보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소양’

두 번째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반장은

반 산업화와 함께 만들어졌다. 산업화로 인력의 수

을 기르는 수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학생들이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의 학교가 왜 이렇게 됐을

떠드는 아이를 칠판에 적고, 선생님은 칠판에 적

요가 급증하자 대량으로 빠르게 인력을 양성하기

내린 결론이었다. 중학생들이 집단지성을 보여준

까?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

힌 아이를 나무랐다. 떠든다는 것은 교실에서 절대

위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사람을 교육했다.

토론이었고,어른들을부끄럽게하는순간이었다.

육은 인터넷 윤리 교육에 가깝다. 사이버 폭력을

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조용히 해!” 학생들

효율성이 중요했고, 주입식 교육은 당연한 방식이

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문제는 우선 인프라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좀 더

이 교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학생들은 침

됐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상위 10개국 중에

확대해서 인터넷 윤리,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

묵을 강요받고 선생님의 지시대로 읽고, 쓰며 행동

했다. 우리나라도 뜨거운 교육열 덕에 기적과 같은

서도 1위인 나라이다. 하지만 학교 사정은 다르다.

호들을 다룬다. 대체로 ‘활용’보다는 ‘보호’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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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지만, 코딩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헝가리
스페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한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칠레
폴란드
멕시코
일본

소통하고 나누기

이들이 갖춰야 할 여러 디지털 소양 중

⑤ 활용하여

하나일 뿐이다. 코딩보다 앞서 가르쳐

공부와 진로찾기에

(지식과 기술)

야 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이다. 클
라우드 컴퓨팅이나 바이러스, 정보 보

② 디지털

③ 디지털 콘텐츠

④ 디지털 콘텐츠

콘텐츠 찾기

분석하기

생산하기

① 디지털 시민으로서
법과 윤리를 지키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목표 (출처: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OECD 평균

안과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도 필요
하지만,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

(태도와 행동)

Attitude & Behavior

Knowledge & Skill

도움되도록 하기

능의 이해와 활용 분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시대다.

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지 마라’라는 메

양방향적 능동적 콘텐츠 생산자

시지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입시 위주의 교

인터넷 예절도 문제다. 올 초 중학교 자유학기제

육이 디지털 교육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사회가 변

를 지원하면서 120개 학교 선생님들과 이메일을

하고 있어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

주고받게 됐다. 놀랍게도 70%에 가까운 교사들이

0.5

시스템 앞에서 교사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디

인사말이나 자기소개는커녕 이메일 내용도 없이

0.4

지털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아 실제 수업을

제목만 넣어 첨부파일을 보내왔다. 심지어는 제목

진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많다.

을 빈칸으로 둔 채 보낸 교사도 있었다. 모두 편지

최근 코딩 교육이 열풍이다. 2018년도부터는 정규

쓰기 예절을 배웠을 테고 편지 쓸 때는 예절에 맞

과목으로 편성된다. 마치 코딩 교육 하나면 디지털

게 쓸 것이라 믿는다. 처음 메일을 보낼 때는 ‘안녕

시대 대비가 끝난다는 허상을 주고 있는 듯하다. 이

하세요. 00님’으로 시작하는 게 옳다. 디지털 세상

미 강남에 수백만 원짜리 사교육이 일어나고 있어

에서는 대충해도 되고 모든 게 용서된다고 생각하

지나친 사교육으로의 확대도 우려된다. 코딩을 배

는 것 같다. 대단한 디지털 지식을 배운들 뭐하랴.

우면 미래 인재로서의 소양을 갖춘다고 할 수 있을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

까? 코딩 교육은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이 없다면 우리가 가르친 디지털 지식과 기술은 원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이미 인간

자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말 것이다.

-0.4

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코딩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할 디지털 소양은 크게 디지

-0.5

교육의 목적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디지털

털 활용 능력과 시민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디지털 활용 능력은 일방향적, 피동적 소비자에서

런 취지를 살려 코딩과 로봇을 융합해 창의적인 교

양방향적, 능동적 생산자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학교 내 디지털 접근성 (출처: OECD PISA 2015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 분석, <이슈리포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0.3

독일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멕시코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칠레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덴마크

영국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0.1

포르투갈

0

이탈리아

스위스

0.1

이스라엘

0.2

-0.2

-0.3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출처: OECD PISA 2015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 분석, <이슈리포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12

과목처럼 가르치기도 한다. 코딩은 아

친구/이웃과

(태도와 행동)

Attitude & Behavior

교사가 부족한 현실로 인해 코딩을 암기
⑥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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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이

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메일 정도다. 디지털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

용해왔다. 그리고 미디어상의 정보를 무조건 수용

이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

극하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면 교육의 효용성뿐

하는 편이었다. 대부분 인터넷 이용자는 소비자이

는 미디어는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의 역할에 따

아니라 효과성도 높아질 것이다.

기만 했다. 이제는 정보를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

라 정보가 확대 재생산될 뿐 아니라, 때로는 미디

음악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 음표만 보고 노래를

하고, 소비자를 넘어 능동적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어의 가치 판단에 의해 선택, 과장, 축소, 왜곡되기

따라 하는 음악공부와 디지털로 작사, 작곡을 해보

생산해내는 생산자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때문이다.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

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클래식

두 번째 갖춰야 할 소양은 디지털 시민의식이다.

고 디지털 기술에 따라 그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을 배운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어떤 교육을 받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을 지켜주고 나의 정보를 지

바로 미디어에 의한 프레이밍(Framing) 현상이다.

고 싶은가? 미술의 경우도 책을 통해 작품과 미술

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디지털 세상에

실제 이러한 프레이밍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정

사를 외우듯 배우는 것보다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서 다른 디지털 시민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소

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물 스며들 듯

통하며,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

민주 시민이어야 한다. 자신이 배운 디지털 기술을

해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자신만의 관

또, 구글 어스를 활용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체험학

자신만을 위해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나눌

점을 갖고 정의하고, 재해석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

습을 떠나거나 연도별로 북극의 빙하를 비교해보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와 타인에게 칼을 겨누는데

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배

그와도 비교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

며 기후변화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소양을 두루두루 가

우고 고르게 익혀야 한다.

에 뉴스 못지않게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들이 많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할 때이

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 활용 교육, 즉 NIE(News in Education)는 좋

기 때문이다.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구글 트렌드를

다. 주변을 둘러보자. 150년 전에 쓰던 물건이 지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양은 디

은 교육방법 중 하나다. 뉴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

통해 소비자 빅데이터를 확인하며 소비자들의 관

금도 쓰이고 있는가. 150년 전에 마차를 타고 다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토론을 통

심사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다면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전보도 신기하

해 분석 능력도 키울 수 있다. 뉴스

뉴스 읽기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시

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손안에 화상통화가 있

6-1 Helping(도움주기)

를 볼 때는 전통적으로 종이신문으

각을 갖게 될 것이다.

다. 그러나 교육은 아직도 150년 전 시스템을 쓰고

6-2 Bullying-less(피해/가해 행동 않기)

로 보고 스크랩하는 것을 권장했

6 Contribution(나누고 기여하기)

5 Utilization (활용하기)
5-1 Better Use(유용하게 사용하기)
5-2 Harmless(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하기)

볼 수도 있고 기사에 삽입된 동영상, 연관 뉴스 등을 통해 또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사진 출처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캡처>

기가픽셀로 촬영한 작품을 400배까지 확대해 보
면서 빅데이터로 시대별 작품을 분석해볼 수 있다.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다. 신문사마다 지면 구성과 편집

화석이 된 교육 시스템부터 바꿔야

교실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주도적으

을 통해 신문사가 어떤 뉴스를 중요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디

로 수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

지털에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앞

디지털은 아이들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도와

다. 반드시 종이신문이어야 한다는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준다. 이제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생각을 버리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도와주고,

2 Input
(소비하기)

3 Processing
(분석과 공감을 통해 해석하기)

4 Output
(생산하기)

2-1 Searching(검색하기)

3-1 Analyzing(분석하기)

4-1 Planning(기획하기)

2-2 Screening(걸러내기)

3-2 Feeling(공감하기)

4-2 Decoding(생산하기)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같이 디지털

을 바꾸고 교사 역량도 강화해야 하지만, 우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

2-3 Encoding(보관하기)

3-3 Interpreting(해석하기)

4-3 Sharing(공유하기)

뉴스 가판대를 통해 종이신문의 편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교

는 것, 실패한 아이들도 믿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집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기사

육을 주입식으로 진행해왔다. 디지털 교육마저도

역할이다. 디지털은 냉정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에 삽입된 동영상, 연관 뉴스 등을

주입식으로 진행하니 재미있을 턱이 없다. 그러다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통해 또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보니 아이들은 더욱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이

만드는데 기여하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디지

장점이 크다. 뉴스뿐 아니라 블로

나 카툰에 빠지고, 기껏 사용하는 것이 검색과 이

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이다.

1 Ethics(윤리지키기)
1-1 Social Ethics(관계와 규범)
1-2 Legal Ethics(권리와 책임)

디지털 리터러시 DQ (출처: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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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읽기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처럼 디지털 뉴스 가판대를 이용하면, 종이신문의 편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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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3

인 인쇄 기반 사회에서의 리터러시, 즉 글자를 깨
치고 글을 읽고 쓰는 데 중점을 두었던 능력과 뚜렷
이 구별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학교
교육의 역사적 관점에서 달리 표현하자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21세기 교육을 20세기 교육과 구분 지
어주는 경계선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19세기 말부

2G

터 인쇄 매체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새로운 교육의 요소가 투입되려면
기존 요소를 더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거나 일부를 덜어내야
하는데,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조정 과정이 만만하지 않다.

서 리터러시를 습득하지 못한 많은 시민의 사회 활

디지털�변화는�5G��
학생은�LTE��학교는�2G�
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해결 과제

옥현진 |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

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고 학교는 20세기 내내 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상호이해와 존중의

러한 시민들의 리터러시 문제 해결, 즉 글자 깨치

태도 등이 핵심적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러한

기를 돕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주력

능력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인쇄 기반 리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의 내용은 세 차

터러시가 제1차, 제2차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적인

원, 즉 인지적 차원, 사회정서적 차원, 신체행동적

인간 능력이었다면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제3차,

차원으로 구분되며 리터러시 교육은 신체행동적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인간 능력은 디지털 리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차원에 중점을 두고

터러시가 될 것으로 본다.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인지적 차원은 다시 ‘지식’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시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회정서적 차원

문화 활동 양상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

은 ‘태도’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내용

으며,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러한 활동에도 필수적

구분 방식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조직하

인 요소이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메인의 유

관련 활동이 그 개인과 사회 전반에 유익한 결과로

형(go.kr이나 .com 등)에 따라 그 인터넷 사이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평적·쌍방향적 소통 능력,

제공하는 콘텐츠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

자발적 참여 의식,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디지털

이나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구동 방식을 아는

이 글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개하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역량

점검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는

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유관 개념으로 그동안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선 먼저 이 글에서 말하

논의되어 온 인터넷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걸림돌

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

ICT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을 아우르는 포괄

이렇듯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내용이 뚜렷

요하다. 왜냐하면, 학문 분야와 개별 학자에 따라

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 그 중요성도 인정되지만, 아직 이러한 교육

것은 지식 요소에 해당한다.

내용이 학교 현장에 체계적·안정적으로 뿌리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디
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전망 또한 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간 능력

리지는 못한 상태이다. 학교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말하려는 디지털

이처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운영되는 기관이고, 지난 수십 년간의 논의를 통해

리터러시는 광의의 개념으로 디지털 미디어가 매

디지털 사회에서 핵심적인 인간 능력이며 그 이전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선별·조직되어 여러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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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매체 시대 리터러시 교육은
하향식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의
변화 속도가 빨라 교사와 학생이
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적응
속도가 더 빠른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교사들이 기술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

디지털 매체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몰입 문제 역시

육의 요소가 투입되려면 기존의 요소를 더 효율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걸림돌 중 하나이다. 우선

방어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성찰

으로 재조직하거나 일부 요소를 덜어내는 과정을

디지털 매체 콘텐츠가 책이나 신문에 비해 전문성

과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나 정확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관여하므로 그 조정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는 인식이 그러하다. 물론 그런 콘텐츠나 활동 양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방법 또한 인쇄 매체 리터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내용을 학교 교육에 안착

상이 없지 않으나 위키피디아처럼 양적·질적으

러시 교육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시키기 어려운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하는데,

로 인정받고 접근이 용이한 콘텐츠도 얼마든지 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도 여러 걸림돌이 있고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 속도를 언급

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거나 소모적인 콘텐츠에 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할 수 있다. 일례로 1990년대에는 정보 검색 대회

둘리지 않게 비판적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인쇄 매체 시대의 리터러시 교육은 대체로 학

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원이 제한

나 홈페이지 제작 대회가 학교 교육에서 자주 다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 중심적이었고 하향식이었다. 즉, 교사로 대표되

적이다.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부족하고 초고

어졌지만, 검색엔진과 웹 제작 도구가 급속도로 발

또 다른 부정적 인식의 하나는 과몰입 문제이다.

는 앞 세대가 생애 전반에 걸쳐 익혀 온 리터러시

속 인터넷망이 깔렸다고는 하지만 접근 가능한 사

달한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

가뜩이나 과몰입 문제로 고민인데 학생들이 관련

를 학교 울타리 안에서 후세대인 학생들에게 전수

이트도 제한적이다. 한동안 디지털 교과서 논의가

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인쇄

교육을 통해 디지털 매체에 노출되는 시기가 더 빨

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물이 아직 구체적

매체의 발전 속도는 더디고 안정적이어서 이에 관

라지면서 과몰입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서는 그러한 흐름이 역전되는 현상을 수시로 목격

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더욱이 디지털 리터러시

한 리터러시의 교육 내용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다. 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게 된다. 디지털 매체의 변화 속도가 빨라 교사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는 그 개념조차 아직 제

안정적으로 정련됐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디지털 매체를 상당 수준으로

와 학생이 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적응 속도

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앞서 디지털 리터러

가 더 빠른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교사들이 기술적

시를 ‘디지털 미디어가 매개하는 의사소통에 참여

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역량’이라고 정의한 데에 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울타리 내에서만 이

추어 본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과서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여러 공간에서 이

란 곧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존재하는 디지털 공

루어지는 것도 20세기 리터러시 교육 모델이 작

간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동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 리터러

앞서 언급한 대로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시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하

이나 네티즌의 역할도 상당하다. 이런 현상은 비

며,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

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교육 평가 기관에서도 이미 21세기 핵심 역량의 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학교와

나로 언급한 바 있다. 반가운 것은 국내 교육학계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립되어야 할

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교육적 필요

시기가 됐다고 하겠다.

에 대해 점점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

이다.

한 또 다른 조건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디지털

이 글을 통해 열거한 여러 문제가 공론화되고 적절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를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한 해결 방법으로 귀결되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학생들이 학교

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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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개 일자리가 마땅한 노동인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

4

1)

는 연구도 있었다. 니트족(NEET, 직업 교육이나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무직자)이 2016년 기
준 1,7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위기감에 일조
했다. EU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성장동력’으로 바
라보는 근간에는 이 같은 경제적 배경이 있다.
그렇다면 EU 차원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떤 내

EU의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은
디지털 분야에서 주도권을 쥔 미국에
맞서기 위해 규제를 없애고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배경 속에 EU는 ‘디지털 교육’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각종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용을 다룰까? 지난해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공
모한 프로젝트 258개 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규모 사업자나 창작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활동을 통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글 교실이나 크롬북 활
용법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유럽에서만 2,000

#슈퍼코더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술’ 부문 수상작

만 명이 참여했다.

#슈퍼코더(#SuperCoders)는 9~13세 어린이들에

디지털�단일�시장�전략�속�
다양한�교육�프로젝트�시행
유럽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

최원석 | 핀란드 라플란드대학 미디어교육 석사 과정

게 코딩을 ‘맛보게 하는’ 워크숍 프로젝트다. 자원

프롬프트 ‘정보통신 고급 인력 양성’ 부문 수상작인

봉사자들이 어린이들과 기초적인 코딩을 해보며

프롬프트(PROMPT)는 다수의 학교 및 기관, 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HTML이나 자바

요 기업들이 협력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주체

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가르치지

가 협력해 고급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고,

않고, MIT 미디어랩에서 제공하는 무료 코딩 교재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학업 또는 직

인 스크래치2)를 활용한다. 2014년부터 2016년 말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수업, 인터넷

까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17개 국가에서
어린이 6,000여 명이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과 핀란드의 일부 사례

는 28개 회원국 사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세계

유럽 통신 사업자 오렌지(Orange Group)

를 통해 유럽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소개

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른바

가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지원했다.

하려 한다. 미리 밝히는 건, 같은 국가에서도 지역이

디지털 단일 시장(DSM, Digital Single Market)

나 기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전략이다.

유럽의 성장 엔진 ‘노동자를 위한 디지털

는 점이다. 이 글의 사례들이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주도권을 쥔 미국, 생산력과 기

기술’ 부문의 유럽의 성장 엔진(Growth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시

술력을 동시에 갖춘 중국에 맞서기 위해 각종 규제

Engine for Europe) 프로젝트는 전방위적

대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고

를 없애고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인 직업군 및 중소 사업가들의 능력 계발을

민해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배경 속에 EU는 ‘디지털 교육’을 주요 과제 가운

목표로 잡았다. 28개 EU 회원국에서 각각

데 하나로 선정해 각종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유럽의 디지털 리터러시 공모전

EU 인구 47%가 아직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추지

온라인 기반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단일 시장을 만들겠다.” 2015년 5월, EU

못했다는 분석과 또 이런 이유로 2020년에 82만여

홈페이지 구축, 소비자 분석 등의 기술을 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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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모전에서 수상한 #슈퍼코더의 루마니아 코딩 워크숍 장면. #슈퍼코더는
자원봉사자들이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친다. <사진 출처 : nineoclock.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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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세미나 등을 학교와 회사에서 들을 수 있도
록 지원한다. 프롬프트는 특히 각 산업 현장에 고
급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뒀다.

교육 강국 핀란드: 이제는 디지털 교육!
핀란드의 경우 EU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큰 틀에
서 따르면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

헬싱키대학 쿰푸라이넨 교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경쟁력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정체성
발달 활동”이라고 표현했다. 기술
능력을 갖추는 교육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기르는 일이라는 인식이다.

딩 교육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여성
들이 자존감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
다.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공
화국 등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013년부터 15만 명 넘는
여성들이코딩교육을받았다.

시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추세다. 다양한 이론적 연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국 교육계에
4)

구를 바탕으로 수업 및 방과후 활동에 이를 적용하

디지털 시민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활동” 이라고

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가

표현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는 교육뿐

지난 2016년에 전면적으로 개편한 교육과정은 멀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3)

서 쓰는 표현처럼 ‘21세기 기술’9)의
‘핀란드 게임 주간’ 포스터와 그림. 매년 11월에 열리는 연례행사로 게임의 학습적 효과에 주목한
핀란드 정부가 아동 게임에 대한 성인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 출처 : http://www.pelipaiva.fi/>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선정
적이거나 불법적인 정보로부터 자

티 리터러시를 중요한 개념으로 포함했다. 이러

자질과 가치관을 기르는 일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세미나를 공개한다.

신을 보호하면서도 기존에 책으로 얻던 정보들을

한 이론적,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 공공기

인식이다. 아래 두 가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에서 최근 빠지지 않는 내용

올바로 검색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 이런 이해를

관, NGO, 또 가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

먼저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개

이 ‘코딩’이다. 미디어교육에 포함되는 다양한 주

토대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

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 활동 주체가 긴밀히 교

발하고 논의하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소메캠프

제 가운데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국내

가는 시민의 기술이다. 정치, 경제, 교육적으로 각

류하면서 각자의 사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

(SomeCamp)5)가 있다. 소셜미디어 캠프를 줄인

언론이 여러 차례 다뤘다시피, 영국과 에스토니아

나라의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힘쓰는

으로국가적차원의미디어교육목표를실천한다.

이름으로, 한국의 ‘청소년 지도사’와 같은 역할을

는 코딩 교육을 초등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

이유일 것이다.

핀란드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이라는

하는 교사 및 활동가들이 모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

했다. 에스토니아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로

테두리 안에서 시민 의식 함양에 큰 가치를 둔다.

과 게임, 미디어 등에 대해서 배운다. 핀란드 교육

삼아 코딩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헬싱키대학 크리스티이나 쿰푸라이넨 교수는 “디

문화부 산하 ‘디지털 청소년 활동 개발 기관’인 베

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경쟁력과 책임감을 갖춘

6)

르케(Verke) 가 주관하며, 유튜브, e스포츠, 페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아이돌 ‘코딩 교육’

스북, VR 등을 다룬다.

2016년 헝가리 ICT협회는 ‘엘리자베스 캠프’의

핀란드 통계에 따르면 7~8세 어린이 97%가 디

일환으로 8~12세 어린이 75명을 초청해 일주일

지털 게임을 한다. ‘핀란드 게임 주간(Kansallinen

동안 코딩 캠프를 열었다. 엘리자베스 캠프는 저소

7)

핀란드 각 기관에서 만든 미디어 리터러시 포스터. 교육 강국 핀란드는
국가적 차원의 시민 의식 함양을 목표로 각 교육 주체들의 협력하에
미디어교육에 힘쓴다. <사진 출처 : https://www.facebook.com/mediakasvatusse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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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viikko)’ 은 게임이 청소년 및 아동의 학습 활

득층 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여름방학 프로그

동과 연결된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게임에 대한

램인데 응급처치법, 호신술, 수공예품 제작, 펜싱

성인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 시작됐다. 핀란드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포함한다. 헝가리 정부에서

문화부는 문화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동 및 청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참가비는 3.5유로

소년의 게임은 부모가 주목해야 할 활동이라고 안

로 매우 저렴하다.

내한다. 이를테면 게임이 청소년의 성 역할 인식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는 북미나 유

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주간은 매년

럽 국가에 비해 낮다. 인텔은 ‘그녀가 아프리카를 연

11월이며 핀란드어로 진행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결할 거야(She Will Connect Africa)’8)란 이름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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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 디지털 스킬 2016(European Digital Skills Award 2016)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16-outstandingprojects-european-digital-skills-award-2016-final
2) MIT 미디어랩 스크래치(Scratch)ㅤhttps://scratch.mit.edu/about
3) 핀란드에서는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MI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라는 용어를 쓴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로 멀티 리터러시를
포함한다. MIL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ICT를 통합한
개념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핀란드의 시각은 유네스코(UNESCO)가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방향과
일치한다.

4) ‘2016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콘퍼런스 (WORLD PRESS FREEDOM
DAY 2016) 강연
http://wpfd2016.com/2016/05/03/learn-to-be-diginative/
5) 소메캠프(SomeCamp) https://www.somecamp.fi/
6) 베르케(Verke) 영문 웹사이트 https://www.verke.org/?lang=en
7) 핀란드 게임 주간 홈페이지 http://www.pelipaiva.fi/
8) She Will Connect Africa, Inte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technology-ineducation/she-will-connect-africa-video.html
9) 미국 전문가들이 ‘21세기형’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비영리기관 P21의
웹사이트. http://www.p21.org/about-us/p21-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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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안 제작 사례
토론 활동 뒤 신문 독자 투고 등 사회 참여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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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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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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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현장 1

있는데요.” “아니야, 지금은 웃고 있
지만 네 뱃속으로 들어가면 울걸”하면
서 아이들은 키득키득 자기들끼리 웃
었다.
“오늘의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아나
운서 할 친구 한 명 나와 주세요.” 아이
들 중 한 명에게 신문을 주며 앞에 나
와 아나운서처럼 읽도록 했다. 방송국
의 9시 뉴스 시그널 음악과 함께 뉴스

토론�활동�뒤�신문�독자�투고�등�
사회�참여도�활발

브리핑을 시작했다. “어미 돼지는 폭

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안 제작 사례

60cm, 길이 2m의 철제 우리에서 평생
을 제대로 몸도 돌리지 못하고 산다.
폐쇄된 좁은 축사에서 키우는 돼지는
스트레스로 다른 돼지들의 꼬리를 물
어뜯기 때문에 새끼 돼지의 꼬리를 자

김주영 | 전주양지초등학교 수석교사

른다. 닭은 어떤가? A4의 2/3의 크기
에 갇혀 날갯짓은 물론 본능적 행동 중
하나인 모래 목욕도 못 한 채 자라고, 매
우 좁은 공간에서 자란 닭들은 스트레
스를 받아 다른 닭들의 깃털을 쪼는데,
이를 막기 위해 병아리 때 부리를 자른
김주영 선생님의 실제 수업지도안.
좌측의 QR코드를 통해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뉴스 브리핑을 듣던 아이들은 숙연
해졌다.

지난 2년간 실과로 4개 반의 아이들과 호흡했다.

목의 줄임말이에요” 하면서 5～6학년 때 처음 접

A4를 한 장씩 나눠주고 2/3 크기로 접

실과 시간에 운동장에서 텐트 치며 함께 간단한 음

하는 과목, 실과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중요한(?)

어보게 한 뒤 그 안에 타원형(좁은 공

식을 만들어 먹을 땐 병설 유치원 어린이들이 신기

교과로 자리 잡았다.

해하며 모두 나와서 구경하기도 했다. 벚꽃이 흩날

다. 그래서 만든 교수·학습과정안이 바로 동물복

간에서 몸을 한껏 구부린 닭 모양)을 그려 보게 했

지와 관련한 뉴스 리터러시 교수·학습과정안이

다. 그런 다음 닭의 입장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고

리던 날에는 야외에서 나무벤치를 만들어보며 웃

뉴스를 통해 동물복지를 배우다

었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동물복지 인증을

싶은 말을 적어보라고 했다. 마이크를 들고 몇몇

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컴퓨터로 PPT와 영상도 만

어느 날 6학년 ‘동물의 이용’이라는 단원을 준비하

받은 돼지 농가는 세 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음

아이들과 인터뷰를 해 보았다. 아이들은 닭과 돼

들다 보니 실과 수업은 제법 인기가 많았다. 그리

다가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웃음을 띤

알았다. 수많은 돼지 농가 중에 겨우 세 곳. 그런데

지의 입장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동물복지

고 수업 중에 한 번씩 “얘들아? 실과는 무엇을 줄

돼지의 그림을 보았다. 원래 돼지가 사는 환경은

그중 한 곳처럼 보이는 농가의 그림이 교과서에 실

란 무엇인지 뉴스 기사를 읽고 짝에게 설명하는 활

인 말이지?” “네, 실과는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과

좋지 않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색해 보였

린 것이다. “이 돼지의 표정이 어떤가요?” “웃고

동을 했다.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 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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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는 말을 자주 듣는 아이들이라 자기가 이해

았다. 낮은 가격에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은 인간의

을 내비쳤다. 이 부분 맞지요?” 아이

한 말로 자기 언어로 동물복지를 짝에게 설명했다.

욕망과 적정한 가격에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소비

들이 처음에는 동물복지에 관한 뉴스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했던 2011년에 도살 처

사이의 갈등을 쟁점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인 줄만 알았다가 ‘광고가 섞여 있고

분된 소·돼지, 닭과 오리의 수를 신문에서 찾아

후 소감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식탁에 행

광고성 기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

써 보도록 했다. 소·돼지는 348만 마리, 닭과 오

복한 돼지와 닭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실을 깨닫는 순간이다. 이렇게 뉴스

리는 647만 마리. 1,000만 마리 가까운 생명이 도

자기 생각을 써 보도록 했다.

를 보며 뉴스와 광고로 분리해서 볼

살 처분됐다. 또한, 2009～2015년에 축사시설 현

수 있는 눈을 키워갔다.

대화 사업에 투입된 정부의 예산(1조 2,000억 원)

기사형 광고도 골라내는 매의 눈

다음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중 많은 부분이 어미 돼지의 철제 우리를 만드는

이 수업은 뉴스 리터러시 수업 중 뉴스 활용 수업

데 초점을 맞추었다. 동물의 이용이

데 즉, 동물 학대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

에 가깝다. “현장에서 토론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

라는 주제의 뉴스를 토론 수업의 주

됐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동물의 이용이 진정

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토론 수업이 제

제로 활용해 비판적 사고 역량, 의사

‘동물의 이용’인지 ‘동물의 학대’인지 생각해 볼 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여러

소통 역량, 공동체역량 1)을 개발할

있었다. 그리고 구제역, AI로 늘 홍역을 치르는 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토론 문화가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국가·

리 축산업의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 보는 힘을 기

익숙지 않고 토론 주제 정하기부터 아이들과 어떻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

다. 여기에 덧붙여 뉴스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을

를 수 있었다. 공장식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을 비

게 토론 수업을 할지 어려움에 봉착한다. 나 또한

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과 뉴

교 정리해 보고 왜 동물복지가 필요한지 토론해 보

그동안 토론 주제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동체 역량에 역점을 두었다. 앎으로만 끝나는 것이

스 이용자로서의 윤리와 책임 있는 이용 방법을 익

몇 년 전부터 신문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수업과 연

아닌 토론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의 발

히고 실천하는 교육, 그리고 뉴스를 체계적으로 검

관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전에 관심을 두도록 했다.

색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 2) 등을 추가

토론의 배경 지식과 근거에도 뉴스는 좋은 자료가

수업 후에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신문 기고를 통해

로 하면 좀 더 풍성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된다.

됐다.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나갔다. 동물복지, 미세먼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하

아이들도 토론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자신이 사는

등에 관한 기고와 만화 등은 지난 2년간 10회 이상

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보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

신문에 실리는 성과를 얻었다. 아이들은 글이 실린

토론·협력학습, 탐구학습 등 학생 활동 중심의

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키

친구를 축하해 주고, 글을 쓴 아이는 자긍심을 갖

교수·학습방법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이 명시돼

울 수 있었다. 아울러 아이들이 읽은 신문에서는

게 됐다.

있다.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해 그리

실과 <식물의 이용>에서 수박의 꼭지 문제에 대한 뉴스 활용 수업을 한 뒤 ‘꼭지 없는 수박을 유통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학생의 글. <사진 출처: 어린이동아 2016.5.31. 4면>

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생각한다면 뉴스를 활용

광고성 뉴스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광고성 뉴스가

뉴스 활용 토론 수업이 끝난 후 배우고 느낀 점을 종합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지역신문에 기고한 전주양지초등학교 학생들. <사진 출처: 전북일보 2016.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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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살펴보게 했다. 아이들은 신문에서 나온

초등생도 사회 참여형 수업 가능

한 토론 수업과 토론 수업 후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사이니 당연히 뉴스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동

하지만 그동안 뉴스 리터러시 수업이 전혀 없었던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

물복지 인증받은 특정 농장과 햄 등을 선전하고 있

것은 아니다. ①뉴스를 통해 사회와 문화에 대해

사회 참여형 수업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 OO햄은 프리미엄 냉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②뉴스의 형태로 자기 생각

본다.

장 햄 시장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건강한 햄 브랜

과 느낌을 표현하고 제작하도록 하는 교육, ③뉴스

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올해 50억 원, 내년에는

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자신감

교육 등은 교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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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염두에 둔 수업이다.
2) <미디어 리터러시> 2017 여름 창간호 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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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현장 2

맥락�파악하며�
비판적�읽기�능력�키우기�초점

중학교 미디어교육 수업 따라하기

정형근 | 정원여자중학교 교사

‘문해력’이라는 말을 풀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된다. ‘문해력’이라는 용어는 책이나 신문과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
러므로 텍스트의 범위를 글만이 아니라 미디어로
확장시키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이해하
는 능력이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여과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교육적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제공할 것이다.

정확한 판단력 길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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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란? 그렇지 않아도 수업

리터러시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가리킨다면, ‘미디

‘리터러시’가 교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리

방법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거꾸로 수업’,

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 된다.

터러시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문

‘하브루타 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프로

읽기 이론에서 ‘읽기’는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제를 함께 인식하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해

젝트 수업’, ‘토의·토론 수업’, ‘융합(통합)

파악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텍스트를 둘러싼 맥

결해가는 데에 필요한 교양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

수업’ 등이 학교 현장에 물밀듯 들어오고 있

락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쓰기’

이다. 한 사회 구성원이 습득해야 할 교양의 내용

는 상황에 ‘미디어 리터러시’는 또 무엇인

는 종이나 컴퓨터의 지면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은 민주 시민성이나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일

가? 미디어는 알겠는데 ‘리터러시’는 또 무

을 글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

가능성이 높다.

엇인가? 리터러시(literacy)는 일반적으로

낌을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목적은 삶의 일부분

① 문해력(文解力)

는 미디어의 내용뿐 아니라 그 텍스트가 생산되고,

이 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갖게

② 읽고, 쓰는 능력

소통되고, 소비되는 전체 맥락을 비판적으로 읽는

함으로써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나 지식을 합리

③ 교양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미디어를

적으로 읽어내는 정확한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서다. 특히나 다양한 미디어에서 홍수처럼 쏟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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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를 여과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

육에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옷을 입히면 미디어

판적 접근이라 할 것이다.

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리터러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신

32쪽의 그림은 언어학이나 문학에서 자주 인용되

교육적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

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도 마찬가

는 로만 야콥슨의 의사소통 모델이다. 이 모델을

하는 안목을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이

지이다. 즉 텍스트의 범위를 신문에서 미디어로 넓

통해 기존 활용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점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히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은 후에 민주 시민성

에 대해 설명하겠다.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 다른 사람들

을 함양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향하는 목

도식이다.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발신자, 이 메시지

과 함께 살아가는 민주 시민 또는 세계 시민

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를 받아들이는 수신자 사이에는 맥락, 메시지, 접
촉, 약호 등의 여러 층위가 존재한다. 즉 ‘발신자

으로의 자질을 길러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나면 미디어 리터러

텍스트 둘러싼 맥락 살펴야

▶ 메시지 ▶ 수신자’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이

터러시 교육에서 ‘맥락(context)’ 및 ‘접촉’까지 다

시를 알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 논술 교육

기존의 신문 활용 교육에서 하던 방식이다. 즉 다

룰 수 있다면 보다 한 차원 높은 미디어 리터러시

기분이 많이 들 것이다. 선생님들께서 이미 해

에서도, 매체 활용 교육에서도, 신문 활용 교육에

루고 있는 매체 텍스트의 ‘파롤(이미 말해진 것)’,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도에 이르면 미디어

오던 것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서도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 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

간단히 말해서 눈앞에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다

리터러시는 단지 미디어의 내용뿐 아니라 그 미디

또영다르게느껴지기도하기때문이다.

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들과 다른 점이

루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메시지’ 자체가 초

어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문화적 함의까지 읽어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기존의 다양한 교육

있다. 신문의 경우 기사를 읽고 기사의 정보나 근

점화된다. 기존의 신문 활용 교육에서는 주어진 자

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

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판단하면서

료의 내용이 중요하고, 또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 생산과 소비, 미디어를 둘러싼 맥락, 약호, 접촉

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기존의 교육들이 비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게 된다. 논술은 이런 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을 해석하는 문화 비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슷하게 느껴지는 것도, 또 다르게 느껴지는

서 신문 활용 교육과 많이 닮아 있다. 또한, 신문이

이와는 달리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발신자-메시

것도 모두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이랄 수

나 논술 자료 대신에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지-수신자’의 기본 채널 이외에, ‘발신자-맥락-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설계

있는 ‘비판적 사고력’ 때문이다.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줄

신자’, ‘발신자-접촉-수신자’, ‘발신자-약호-수신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논술이나 미디어교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비

자’ 등 다양한 채널이 비판적 읽기의 대상이 된다.

서 수업을 설계하면 어떻게 구현될까? 기존에 선

어떤 경우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존재 여부와 상

생님들이 하던 방식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달라지

관없이 맥락, 메시지, 접촉, 약호 사이의 상호 작용

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미

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여

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은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

기에서 약호(code)는 그 매체의 전통적인 문법과

으로 읽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읽기의 대상이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이라는 매체가 있다

되는 미디어 텍스트는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다.

면 그 매체는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

다만 그 텍스트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면

으며, 누가 주로 선호하는지 등이 그 매체가 가지

서 동시에 자신의 관점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

고 있는 시대의 약호라 할 것이다. 만약 미디어 리

도록 유인하는 텍스트면 된다.

야콥슨의 의사소통 모델
맥락

메시지
접촉

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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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맥락’ 및 ‘접촉’까지 다룬다면
차원 높은 교육이 될 것이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 미디어를 둘러싼 맥락,
약호, 접촉을 해석하는
문화 비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약호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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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설계도
수업 전

표2

설계도에 따른 실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예시

읽기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 텍스트를 선정한다.

선정된 텍스트

비판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텍스트가 바람직하다. 나아가 그 텍스트를 통해 발견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서울쥐가 시골에 놀러 왔다가 보리와 곡식밖에 먹을 것이 없는 시골의 궁핍한 생활을 조롱하며 서울에 가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있는 텍스트가 좋다. 사실 대상 텍스트의 선정이 앞으로 전개될 수업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유혹했다. 그 말에 솔깃해진 시골쥐는 서울쥐를 따라갔다. 시골쥐는 서울쥐가 내주는 맛있는 음식들에 감탄하며 자신의 가난한 운명을

교사는 평소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텍스트로 삼을 만한 것들을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저주했지만, 이내 서울에서의 삶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쥐구멍으로 숨어야 했다.
시골쥐는 서울쥐에게 이렇게 말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난 돌아가겠네. 가난하더라도 두려움과 의심 없이 마음 편히 살고 싶다네.”

도입부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제시된 자료는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길면 환기의 효과도 떨어진다. 또 너무
자세하거나 구체적이면 수업 전개 부분과 겹쳐 실제 수업을 할 때 흥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업 중

수업 전

‘서울쥐와 시골쥐’라는 우화를 텍스트로 골랐다.

텍스트 선정 이유: 너무나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 텍스트로 삼았다.
도입부(1차시)

① 미디어 텍스트를 읽고 비판적 질문을 생성하도록 유도한다.

두 편의 짧은 동영상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환기한다.

1. 깊은 산중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지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자연인의 삶

② 발견된 문제를 내면화하고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생산한다.

2. 가정부나 기사를 두어 풍요롭고 안락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업무를 늦은 시간까지 처리해야 하는 삶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은 최대한 줄이되, 텍스트와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비판적 질문을 말해 주면 수업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수업 중

- ‘시골쥐와 서울쥐’를 비판적으로 읽는다.
- 발견된 문제를 내면화하고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생산한다.

비판적 질문을 통해 발견한 문제를 자신의 삶이나 주변을 성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화하게 하고, 모둠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해결 방안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제시하도록 안내한다.

1.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기 -1차시
(1) 시골쥐가 던진 질문과 빠트린 질문

평가

- 시골쥐가 던진 질문

생산된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평가한다.

- 시골쥐가 빠트린 질문
모둠별로 제시된 해결 방안을 다른 모둠 앞에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호평가를 유도한다. 발표의 형식은 월드카페, 패널 토의, UCC 등으로

(2) 서울쥐가 망각하고 있는 질문

2.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와 유사한 이야기나 사건 찾기 -2차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 - 2차시
(1) 우리 모둠이 발견한 가치관의 대립
(2) 두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3) 두 가치관이 합의할 수 있는 접점 찾기

4. 모둠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 찾기 -3차시
(1) 모둠에서 다룬 문제
(2) 우리 모둠에서 합의한 내용을 광고로 작성하기

평가(4차시)

모둠에서 생산한 광고를 월드카페의 형식으로 상호 평가한다.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다른 모둠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쟁점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모둠이 사용한 효과적인 표현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다른 모둠원은 설명을 듣고 나서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둠에 스티커를 붙인다.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문제의 발견-내면화-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은 45분 또는 50분 1차시로 구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번의 예는 4차시로 구현해 놓았다. 텍스트의 길이, 활동의 크기 등에 따라 차시는 달라질 수 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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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현장 3

�뉴스가�친근해졌다�
카드뉴스�만들며�능동적�생비자�경험

‘소셜미디어 활용하기’ 대학 강의 현장

김민영 | 미디어교육 강사

수업 초반에는 효과 이론을 중심으로 매스 미디어
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미디어가 우리 삶
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중
점을 뒀다. 미디어 관련 수업을 경험하지 않은 학
생들이 많아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
썼고, 이론 수업 후에는 모둠 활동을 통해 미디어
와 친해지도록 노력했다(예: 뉴스 가치를 판단하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인간을
둘러싼 거대한 환경으로 성장했다.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면서
인간에게 보다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는 개념을 기준으로 이번 주 뉴스 베스트 3를 뽑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과제 중 하나는 <소셜미

그 이유 설명하기, 인쇄 미디어의 위기를 극복할

디어의 가능성과 과제> 리포트였다. 학생마다 좋

방법 찾기 등).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평소 무심하게

아하는 소셜미디어를 선택하고, 그 역사와 장·단

지나쳤던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

점, 앞으로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했다.

관돼 있는지 경험하고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의 변

소셜미디어 수업을 앞두고 예습 차원에서 제시한

화를 공감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기하

과제였는데 발표 후 학생들은 재밌고 유익한 시간

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모둠 활동 시간이 부

이었다는 반응이었다. 평소 페이스북, 유튜브 등

족하다며 쉬는 시간까지 토의하는 학생들도 생겨났

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그 배경에는 관심을 두지

다.미디어의영향력을인식하기 시작한것이다.

못했다는 것이다. 리포트와 발표가 선행학습이 된
셈이다.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의 발표에서 빠진 부

주차

평소 중학교에서 미디어를 강의하면서 대학에서
도 이런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면 좀 더 깊이 있는

타났다. ‘어떻게 하면 미디어와 친해지게 할 수 있
을까?’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에

주차별 세부 수업 내용

1

수업개요

2

미디어의 유형과 특성

3

미디어의 이론과 효과

4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

5

[개인 리포트 발표] 소셜미디어의 현황과 문제점

6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형성과 참여 방식

7

소셜미디어의 가능성과 과제

8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 형성과 참여 방식

9

미디어와 정치(정치적 효과, 캠페인)

분만 보완해 주고 문제 제기를 통해 활발한 토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충분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소셜미디어의 세계
이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학생들이 미디어
를 제한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비슷한 포털 사
이트에서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는 등 대학생들의
미디어 접근 능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그래서

외래교수로 출강하던 대학에서 ‘현대사회와 미디

미디어와 친해지기

어’ 라는 교양과목이 개설돼 반가운 마음으로 지원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인간을 둘러싼 거대한 환경

10

중간고사

검하고새로운방법을시도할수 있도록지도했다.

하여 강의를 맡게 됐다. 매주 2시간씩 진행하는 이

으로 성장했다.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한 쌍방향

11

카드뉴스(뉴스의 새로운 형식) 소개 및 제작 방법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패들렛

수업에는 다양한 학과·학년의 학생 40여 명이 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면서 인간에게 보다 역동

12

조별 실습-카드뉴스 스토리보드 작성

(Padlet)을 활용하기도 했다. 패들렛은 회원 가입

청했다. 수업 첫날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어떤

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13

미디어 윤리 기준과 올바른 수용자의 자세

이 필요 없고 담벼락을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

본 수업은 학생들이 미디어를 보다 가치 있고 풍요

14

[조별과제 1] 카드뉴스 발표 및 피드백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한 주소에 스마트폰으로 접

데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참여 욕구가 낮게 나

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도록 설계했다.

15

[조별과제 2] 카드뉴스 발표 및 피드백, 수업 총 정리

속해 자신들이 찾은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바로 올

36

미디어리터러시 - Vol. 02

2017 Autumn

자료 검색이 필요한 활동에서는 모둠마다 방향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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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어를 능동적으로 이용

또한, 뉴스 이용자인 우리에게 권리(잊힐권리, 초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상권, 퍼블리시티권)와 책무(뉴스 저작권 지키기)

었다. 중학생 대상의 카드

가 있음을 강조하는 등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

뉴스 제작 수업을 진행하

는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업을 마치면

면서 느꼈던 한계들을 극

서 학생들과 롤링페이퍼를 작성했다. 교양과목이

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

라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좋은 경험을 했다는 학생,

대감으로 3주간에 걸쳐 카

소셜미디어를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보

드뉴스를 제작해 발표했

람 있었다는 학생, 카드뉴스 제작을 통해 뉴스가

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

친근해졌다는 학생 등 긍정적인 반응들을 확인하

었다. 카드뉴스라는 틀 자

고 나니 안도감이 찾아왔다. 시나브로 변해가는 학

체가 학생들에게 친숙했

생들을 지켜보며 미디어교육의 희망을 재확인한

고, ‘청춘의 꿈 ’이라는 공

시간이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치 캠페인> 사례 분석 시간에 ‘패들렛(디지털 담벼락)’을 활용해 수업 자료를 만들었다.
패들렛은 관련 이미지, 링크, 동영상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간단한 발표 수업에 활용도가 높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새로운
미디어 용어들을 따라잡기도
어려운데, 갈수록 경계가 모호해지는
유사 뉴스 정보, 가짜 뉴스까지
구별해야 하니 비판적인
뉴스 소비자가 되는 길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통 주제를 정하고 모둠마다 소주제를 찾도록 하자
주제 선정이 빨리 끝났다.
스토리보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했으며
중간 점검과 피드백을 거쳤다. 이미지 촬영은 스마
트폰을 활용하고 수업시간 내에 이뤄지도록 해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 뉴스.

BBC의 가짜 뉴스 확인 가이드 라인

따로 모이는 부담을 덜어줬다. 이때 모둠 과제 작
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 몇 가

미디어 수업이 어려운 점은 미디어가 살아 있는 매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뉴스 제공사인가?

지 조건을 제시했다.

체라는 점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쏟아지는

내가 생각한 그 뉴스 소스인가 아니면

릴 수 있어서 모둠원들의 참여를 쉽게 이끌어 낼

●카드뉴스 스토리보드는 반드시 중간 점검을 받아 수정한다 .

새로운 미디어 용어들을 따라잡기도 어려운데, 갈

비슷한 곳인가?

수 있었다. 다른 모둠 발표를 듣고 댓글도 남길 수

●이미지 촬영 시 모둠원이 최소 한 번씩은 등장하도록

수록 경계가 모호해지는 유사 뉴스 정보, 가짜 뉴

일어났다고 하는 곳이 지도상에서 정확히

있어서 학생들끼리 평가하는 수업도 가능했다. 평
소 PPT과제에 지쳐 있었던 학생들에게 편리한 수

연출한다 .

스까지 구별해야 하니 비판적인 뉴스 소비자가 되

●따로 모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

는 길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이자 스마트폰의 또 다른 활용법을 알려주는 효

알 수 있는 곳인가?
다른 곳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는
이야기인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하나 이상의

과를 누린 것이다. 실제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

다행히 학생들은 카드뉴스 형식에 관심을 보였고

알아두면 쓸데있는 미디어 수업

증거가 있는가?

업에서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한 뒤 모둠별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를 활용해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두면 쓸데있는 미디어 상식

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일 수

로 사례를 찾아 패들렛에 공유하도록 했다. 평소

는 점에 즐거워했다. 한 모둠은 카드뉴스 제작이

을 정리하는 시간도 준비했다. 예를 들어 ‘가짜 뉴

소극적이던 학생들도 발표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끝난 후 네이버 포스트에 자신들의 작품을 올리는

스’의 개념과 유형들을 정리하고 모둠별로 가짜 뉴

담벼락에 포스트잇을 붙이듯 자신의 의견을 자유

등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보여줬다. 이때 저작권

스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토의하는 시간을

롭게 표현했고, 서로의 SNS를 살펴보듯이 즐거워

문제 등 콘텐츠를 공유할 때 주의할 점을 자연스럽

가졌다. 이후 가짜 뉴스에 대한 국내외 대처 방안

했다. 후반부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학생들이 미

게 설명할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한 수업이 됐다.

과 가짜 뉴스를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학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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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출처 : BBC, How to report fake news
to social media,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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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현장 4

�뉴스�홍수�속에�
주체적으로�살아가는�힘�길렀어요�
내가 경험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한예진 | 안산동산고등학교 3학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열정적인 취재 모

스레 언급되나 평상시에 잘 몰랐던 단어들은 따로

습이 적성과 맞을 것 같다는 이유로 기자가 되기를

찾아서 메모하는 방법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

꿈꾸던 나에게 미디어를 학문으로 공부하고 이에 대

키기도 했다.

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총선과 대선 때는 언론사별로 후보자에 대해 상반
된 관점으로 쓰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여러 신문을

미디어가 보이다

번갈아 읽으며 후보자의 다양한 면을 보기 위해 노

고등학교 1학년 방과후 사회 심화수업시간에 처

력했고, 프레임을 걷어내고 인물 자체를 보고자 관

음 해본 NIE 활동은 큰 충격이었다. 특히 메르스

련 책을 읽기도 했다. 언론의 편향성이 가장 극명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진과 팩트를 가지고 두 개의

하면서도 재미있게 드러나는 부분은 신문의 만평

신문이 서로 다른 헤드라인의 보도를 하는 모습을

과 사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만평과 사설

보며 학교 교과를 공부할 때와는 또 다른 흥미를

을 비교, 수집하여 급우들 앞에서 발표하며 각 언

느꼈다. 이때부터 나는 더 다양한 사건들을 나만의

론사가 지닌 선명한 특징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법으로 분석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매일 아침

‘언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설

신문 스크랩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나를 둘러싼 사

문조사를 통한 장기 연구도 실시했다. 메르스 사

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상반된 기사를

매일 새로운 기사들에 코멘트를 달며 생각을 정리

바탕으로 교내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

했다.

는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하는 활동을 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이

활동을 통해 수용자 대부분에게 낯선 사건의 경우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면서는 어젠다 키핑의

이를 접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창구인 언론이 수용

중요성과 언론의 공익성을 느낄 수 있었다. 국제앰

자들에게, 특히 가치관이 단단하지 않은 청소년들

네스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기사에 자연

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9월 20일 전국
초·중·고·대학생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험 수기’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미디어리터러시>를 통해 차례로 수상작을 소개할
예정이며 이번 호에서는 고등부 금상을 차지한
안산동산고 한예진 학생의 수기를 소개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NIE 수업을 들은 이후 꾸준히 해온 신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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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사건이거나 주위에 의해 이미 일정한 생

NIE 활동과 시사보도 비판, 분석

를 끌어당겼고, 마지막 부분에 도달

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난 뒤라면 언론 보도가

과정에서 언론 시스템 자체를 볼 수
있게 됐다. 언론은 어떤 틀 안에서
사실을 진실로 재구성하는가,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어떤 부분이
강조됐는가 등에 대해 고민하면서
언론의 힘이 두렵게 느껴졌다.

할 즈음에는 단순한 흥미 유발 내용을

대중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기자의 의도에 반하는 반응을 일으
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비판적 이용자 되기
나의 고등학교 1학년은 비판적 이용자가 되어가

넘어선 심도 있는 내용까지 내 머릿속
에들어와있었다.

‘공공 저널리즘’을 경험하다
2학년은 여론 수렴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해 준 시기이기도 하다. 평

는 과정이었다. 주위에서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거

의 방법으로 설명해냈다. 다행히도 동아리 부원들

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나

나 항상 비판적으로 기사를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내용을 이해해주었고, 모든 것이 미디어라는 맥

는 4인 1조를 이루어 전국 청소년 사

것을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았

루한의 메시지는 토의를 통해 예술 등의 분야로 확

회 참여 발표 대회와 교내 정책 제안

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언론의 편향 보도 또는 언

장되기도 했다. 발표를 준비하며 맥루한의 말이 점

아이디어 대회에 참가했다. ‘교내 청

론의 침묵 등을 확인하고 나니 나는 어느새 비판적

점 마음으로 이해됐던 것 같다. “내용에 초점을 맞

소년 자유공간 조성 정책’이라는 주

이용자가 되어 있었다.

추지 말고 미디어 자체에 초점을 맞춰라.” 처음에

제로 정책 제안 논문을 만들었는데

NIE 활동과 다양한 시사보도 비판, 분석 과정에서

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했는데 결국은 언론

많은 활동 중 ‘자유공간-공간에 공감해주세요’ 캠

석했다. 그 결과 권력과의 유착, 사전 검열, 취재원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보도 내용을 넘어선 언론 시

인을 꿈꾸는 나에게 강렬한 깨달음이 됐다. 이 말

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부스를 설치하여 급식

보호를 위한 법률장치의 미흡 등이 언론 자유를 가

스템 자체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각 언론은

은 내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하나의 미디어가 될

을 먹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자유공

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언론 자유를

어떤 틀 안에서 사실을 진실로 재구성하는가, 어떤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나는 하나

간을 작성하도록 하고, 6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

위해 극복해나가야 할 장벽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부분이 삭제되고 어떤 부분이 강조됐는가, 이 보도

의 독립된 미디어로서 내가 보도했다는 사실만으

상으로 자유공간의 필요성과 원하는 자유공간의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광고나 웹툰 등이 언론의

사진을 선택한 목적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고민하

로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자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

기 시작하자 언론과 언론인의 힘이 두렵게 느껴졌

리의 삶에 의미가 되는 모든 것이 미디어라는 말은

유공간의 모습을 구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 것들이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

다. 뉴스 이용자인 한 나에게 ‘있는 그대로’ 오는 사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 거대한 소용

보고서는 교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과

로운 형태로 부상한 또 하나의 언론이라고 생각했

건은 없었다.

돌이에 침몰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미디어가 던지

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 저널리

다. 사람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언론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는 의미들을 자각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깨

즘’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했고 다양한 종류의 저널리즘을 경험하는

영역으로 확장됐다. 시사 및 독서 토론 동아리 ‘독

달음을 주었다.

세계문제 심화수업을 들으며 ‘세계언론자유지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심’의 부원으로 활동하며 동아리 선생님의 제안으

다음으로 <한겨레 21>은 내게 ‘내러티브 저널리즘’

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파악

를 체험하기 위한 노력으로 광고 동아리 활동을 했

로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를 처음 만났다. 여태

을 처음 알려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뉴미디어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북유럽 언론 모델들과 비

다. 학교 안전에 대한 영상 광고, 지나친 학업 부담을

까지 읽어온 미디어 관련 도서와 수준부터가 달랐

세대에게 기사를 읽는 것은 그다지 흥미 있는 일이

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현저히 낮

비판한 지면 광고 등을 만들며 다양한 메시지를 파

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보니 발표할 생각에 눈

아니다. 하지만 <한겨레 21>을 읽으면서 나는 처음

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다. 나는 국경 없

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광고의 역할을 깨달았다. 이

물이 났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은 뒤 익숙한 촛불

으로 기사 읽기가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

는 기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언론자유지수를 평

후 더 많은 광고를 접해보고 싶어 국립 한글박물관

시위, 대학 입시 등을 예시로 들어 “모든 것이 미디

다. 내러티브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쓰인 기사들은

가하는 질문지를 번역해 한국 언론이 도대체 어떤

에서 특별전으로 열린 ‘광고 언어의 힘’ 전시회에 다

어이고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맥루한의 말을 나름

첫 구절부터 마치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며 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

녀오기도 했다. 신문 스크랩을 하며 사진이라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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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및 독서 토론 동아리 ‘독심’ 활동 시간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를 읽고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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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가 주는 시각적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보도

가능케 하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사진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로이터 사진전이 열린

또한, 기자가 다양한 자료 중 의도에 따라 필요한

다고 했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던 기억도 난

부분만을 뽑아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다. 시위 현장을 찍은 사진, 전쟁 중의 희망을 보여주

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보의 선택과 생략이 이

는 사진 등을 보며 ‘인간’을 보게 하는 미디어의 힘과

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생각보다 쉽게 자신의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느

의도대로 팩트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

낄수있었다.

끼기도 했다.
선거철에는 특히 가짜 뉴스와 혼란스러운 여론조

‘콘텐츠 생산자’가 되어

사 결과가 많이 떠돌아다녔다. 심지어 후보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인 능동적 이용자가

그러한 허위 정보를 직접 이용하며 서로를 견제하

되기 위해 직접 언론의 생산자가 되어보는 경험도

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우려됐고 후보자들

했다. 4명의 친구들이 모여 시사잡지 <짬뽕(짬짬

의 정책을 직접 읽은 뒤 믿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

이 읽어 뽕뽑는 잡지)>을 제작했다. 각각 역할을

를 이용해 대선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 수용자들에

나눠 문학평론, 국제문제 기사 작성, 시사문제 기

게 허위와 과장이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사 작성, 표지 디자인을 맡았고 다양한 분야를 담

의 중요성을 느꼈다. 또 확실한 팩트를 담은 저널

고 있는 시사잡지를 완성했다. 나는 시사문제 기사

리즘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

작성을 맡아 당시 최대 화제였던 가짜 뉴스, GMO

리고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항

표시제 등의 문제에 대해 내러티브 저널리즘 기법

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이용자들에게 다가가

이러한 경험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었을 때

기 쉽고 흥미를 주지만, 심층적인 정보의 전달도

그 이전과는 뉴스 이용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아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킬
컨트롤 타워가 없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
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언론인이 되

교내 정책 제안 아이디어 대회에 참가한 한예진 학생(왼쪽)의 모습. 한예진 학생은 이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 저널리즘’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뉴스 이면을 볼 수 있는 수용자가
많아진다면 언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감시체제가 될 것이다. 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미디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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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활이 끝나가고 새로운 생활환경을 찾고 있는
지금, 나는 미디어 학과로 나의 다음 발걸음을 옮기
기로 결정했다.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열
정만 가지고 언론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언론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큰 것이었기에 나는 이
제 미디어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

겠다는 꿈이 생겼다.

필자가 친구들과 함께 만든 시사잡지 <짬뽕>의 표지.

미디어 학과로 진로를 정하다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대해 연구할 때 소위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뉴스 이면을 바라볼

의 보도 철학, 즉 기자의 말과 글이 가진 힘이 남용

언론 선진국과의 자유지수 차이는 미디어 리터러

수 있는 이용자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언론에 대

되지 않도록 사건을 보도할 수 있는 기자정신을 만

시 교육에 있었다. 생산자가 되어 언론을 만들어보

한 가장 효과적인 감시체제가 될 것이다. 그뿐만

들어보려 한다. 또한, 색깔론으로 인한 경쟁에서 벗

는 것, 프레임에 맞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삭제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미디어의 홍수에

어나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의로

할 수 있는가를 직접 느껴보는 것, 그곳에서부터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힘이 될 것

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론인이 되겠

평범한 이용자는 비판적 이용자가 되기 시작된다.

이다.

다는 목표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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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현장 5

�교과서와�뉴스를�연결해보세요�
아이들이�달라져요�
인터뷰: 권영부 동북고등학교 수석교사

편집부

신문 활용 교육(NIE)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1989년. 동북고등학교 권영부 선생님은 경제 교과
에 신문 기사를 접목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
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교과서에 밑줄 긋고 암기
하는 교육 방식을 따분해하는 아이들의 표정과 세
상과는 단절된 듯한 교과서 내용에 충격을 받은 탓
이었다.
“교사가 되기 전에 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기업
은 현실보다 미래를 보게 합니다. 경제 이론보다
실무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배

심하던 차에 신문이 떠올랐습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는데 교과서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암기 위주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죠. 세상과 소통할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차에 신문이
떠올랐습니다.”

신문으로 수업하는 이상한 선생

해력이 높아졌고 수업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신문은 다양한 최신 정보를

만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냈

발 빠르게 전달하는 대중 매체였다. 지금처럼 인

습니다. 이상한 선생이 와서 신문으로 수업을 한다

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지 않았고 교실에

는 소문이 돌았고, 신문 기사로 문제를 출제하니

서 활용 가능한 정보원으로는 신문이 거의 유일무

일반고와는 맞지 않는 선생이라는 질타도 받았습

이했다. 권영부 선생님은 미국과 일본에 있는 가족

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다면 지금처럼 박수받는 수

과 지인에게 연락해 신문 활용 교육 자료를 수집하

업을 할 수 없었겠죠.”

기 시작했다. 해외 서적과 문서 등에 소개된 신문

교직에 몸담은 지난 28년간 권 선생님은 미디어를

활용 교육은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신세계였

활용한 다양한 교육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통합논

다. 당장 교과 내용과 관련 있는 신문 기사를 잘라

술, 구술면접, 진학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인성교

서 OHP 필름을 뜨고 활동지를 만들었다. 환율이

육, 경제 교육, 토론경시대회 등 교과와 비교과, 진

니 국제 수지니 인플레이션이니 하는 추상적인 교

학 지도에서 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렇게

과서 용어들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 개념으로 잡히

다른 교사들이 시도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

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니 스스로 연구할 점도 많았고 주변의 반대에도 부

“학생들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중력과 이

딪혔다. 순간순간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우는 경제 교과서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 배운 것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더군요.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는데 교과서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
이 여전히 암기 위주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습니
다. 안타까웠죠. 세상과 소통할 방법이 없을까 고

서울 동북고등학교 권영부 선생님의 교직 생활 28년은 국내 미디어교육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신문 활용 교육의 산증인이자 뉴스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인 권영부 선생님에게 학교 현장 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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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수량 리터러시다. 글을 그림이나 통계, 계산
식, 토론, 논술, 브리핑 같은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하
는 역량을 의미한다. “비교과 시간은 뉴스 리터러
시 교육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제가 진행한 인포그
래픽스·노노그램·타이포그래피 그리기 경시대
회, 국무회의식 토론대회, 역사 인물 모의재판대
회, 해시태그 경제경시대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

“완벽하지 않으면 출발조차 않으려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은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변하는 현실적인 기회가
마련될 겁니다.”

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리고 뉴스는 종이신문과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뉴

기면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제 경험상 선생의 관

스를 포괄합니다.”

점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은 실
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

2017년 뉴스활용이슈토론대회.

100명의 도큐몽 육성을 목표로

이들이 변하는 현실적인 기회가 마련될 겁니다.”

20년 넘게 뉴스를 활용한 리터러시 교육에 매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열정 있는 소수의 교사에

권영부 선생님은 요즘 부쩍 미디어교육의 확장성

의해 좌우된다.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미디어 교사가

문제를 고민한다. “한국 미디어교육의 큰 축인 신

있는 학교에서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문 활용 교육은 1995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벌

건 명약관화한 일이다. 권영부 선생님은 이런 의미

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만한 전

에서 전문성을 갖춘 수종(樹種)형 인재 양성을 강

마다 권 선생님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아

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권영부 선생님은 기본적

문가가 없습니다. 뉴스 리터리시 교육 역시 꾸준히

조한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미디어 활용 수업

이들의 변화 때문이었다. 뉴스를 접할수록 비판적

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

하시는 분이 드뭅니다. 왜 확산되지 못할까, 저는

을 연구하는 도큐몽(Document, 사서 겸 미디어교

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단순

량을 기르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1991

교사들이 교과서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

육 전문 교사)을 배출한다. 권 선생님은 한국에서

히 외운 지식을 되뇌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년에 제정된 미국의 국가리터러시법(National

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 눈을 돌리면 뉴스라

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 명의 도큐몽을 육성할 미

생각하는 훈련을 한 결과였다. 토론과 발표 시간이

Literacy Act)은 리터러시를 문제 해결 역량으로 정

는 엄청난 통로가 보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교과

디어 교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치열해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

의합니다. 즉 리터러시를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으

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다.

다 수업에 몰입하는 학생들의 모습 자체가 권 선생

로 국한하지 않고 문제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해석

권영부 선생님은 교과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미디어교

님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다. 또한, 교과서라는 틀

하고 창작하고 소통하고 종합하고 해결하는 총체

고 말한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뉴스 정보를 가

육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잘 활용해

속에 갇힌 지식을 세상이라는 열린 공간과 연결해

적인 능력으로 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이

공해서 교과서 내용을 제시할 때 학생이 몰입하는

도 한국식 도큐몽 양성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서 소통하게 했다는 보람도 컸다.

런 리터러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

수업, 교사가 설레는 수업이 가능하고 종국에는 미

미디어교육을 위해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전문가

미디어교육의 굵직한 화두 중 하나가 리터러시다.

니다. 기본 교과 시간에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그룹이 모이는 기회를 재단 차원에서 더 늘려주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

충분히 다진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도 자연스럽게

다.

으면 합니다. 미디어교육 전국대회처럼 미디어교

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

따라올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출발조차 하지 않으려는 교사들

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직접 논의하는

러나 교과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미

권영부 선생님은 학교 수업에서 접목 가능한 리터

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발전적인 제언들이 많아

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시간을 따로 배정하기

러시 역량을 네 가지로 구체화한다. 산문, 문서, 이

단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생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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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1

방학이 가까워지면 많은 연수들이 쏟아진다. 연수
를 받으러 갈 때마다 몇 가지 고민이 있다. 가장 크
고 본질적인 고민은 ‘연수가 얼마나 의미 있는 연
수일까?’이다. ‘연수를 이수했을 때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와 ‘배운 내용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까?’를 고려해 본다.
다른 선생님이 연수를 선택하는 기준도 내 고민과
거의 일치할 것이다. 나는 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에서 기획한 ‘2017 여름방학 미디어교육 교사연수

1

(8.16 ~ 18)’를 신청해 연수를 받았다. 연수를 받
은 이유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고민한 연수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연수 외적으로도 선생님들이 안락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보드게임
교과 교육에 창의적 재량 활동까지 챙기느라 바쁜
선생님들이 미디어 관련 수업을 수고스럽게 준비
하기는 쉽지 않다. 교사는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

2
1 선생님들이 모둠별로 매치게임 실습을 하며 게임 규칙을 정하고 있다.
2 미디어교육 교사 연수 시간에 매치게임용 이미지 카드와 이미지에 맞는
문장 카드를 만들고 배열하는 모습.

야 하지만 여러 요인 때문에 미디어를 교재로 선택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두는
선생님 대부분이 미디어 자체를 교육하기보다 교
과 교육이나 창의적 재량 활동 시 동기 유발용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디어나 뉴스 자체를 가지고 수업하는 데 관심이
적어, 미디어와 뉴스 관련 수업은 시작도 어렵고

�신나는�보드게임�하다보면�
미디어가�보여요�
2017 미디어교육 교사 연수 참가기

이경민 | 대동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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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하기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미디어

교과 교육에 창의적 재량 활동까지
챙기느라 바쁜 선생님들에게
미디어 관련 수업은 시작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선생님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보드게임이 개발됐다.

리터러시 보드게임은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선생
님이 미디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 방식은 매우 긍정적이고 활용 가치가 높다. 미

것 같다.

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보드게임은 세 가지가 있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 미디어 리터러

다. 먼저 스토리텔러, 매치게임으로 이 둘은 이미

시 활동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으로 접근

지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주 게임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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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며, 사고에 의한 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매치게임은 기존의 보드게임 ‘치킨차차’와 비
슷하다. 치킨차차는 닭 모양의 캐릭터가 위치한 자
리의 그림을 찾으면 다음 칸으로 옮길 수 있고 상
대방 캐릭터를 잡으면 꼬리를 잡을 수 있다. 상대
방 꼬리를 다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매치
게임은 치킨차차와 비슷하지만, 게임의 제목 그대

경주게임과 매치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나 교재를 읽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다.
경주게임과 매치게임은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과목들과 독서 활동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로 똑같은 내용을 찾아내는 간단한 게임이다. 반복
게임을 통해 지식을 익히고 태도를 정립하는 데 많

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뱀주사위놀이처럼 현재 우

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 보드게

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

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할

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에서 이 경주게임 활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뉴스

동을 하면 좋겠다. 학생들과 함께 신문을 읽고 긍

리터러시 교육은 뉴스만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정적인 내용과 그 가치가 무엇인지, 부정적인 내용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지루하고 힘든 수업이다.

과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신문을 제대
로 읽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신

게임 규칙 만들며 뉴스 가치 고민

문을 읽은 뒤에는 핵심 가치를 정하고 직접 그림을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뉴

그려 카드를 만들도록 한다.

스 파악에 그치지 말고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

1

2

1 초등부 선생님들이 만든 뱀 사다리 인성 보드게임 완성 모습. 2 신문 활용 교육의 일환으로 신문 구성 요소에 맞게 간단한 신문 만들기 활동을 했다.

이뤄지기 때문이다. 경주게임과 매치게임은 미디

났다. 댓글도 마찬가지다. 댓글은 옛날에 학교에서

도록 하면 된다. 즉 규칙 만들기 활동을 통해 규칙

연수를 받는 우리 선생님들도 신문 내용을 나누고

어 리터러시 활동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과목들과

시행했던 단체일기장 기능과 비슷하다. 단체일기

을 만들어보고 뉴스 내용을 토대로 매치 카드를 만

가치카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이

독서 활동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장은 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들도록 한다.

런 시간을 준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월등히

연수 당시 선생님들도 매치게임 카드를 만들었는

높아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긍정적인 카드와 부

선플달기를 활용한 갈등관리, 학생지도

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한다. 단체 일기장은 자기

데, 신문 내용을 보고 뉴스에 관해 여러 생각을 나

정적인 카드를 만들고 보드판에 붙인 뒤 뱀 모양의

인터넷이 많은 사람과의 대화의 장이 되며 치유의

글씨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내 글

눌 수 있어 좋았다. 거기에 연상 단어를 같이 만드

추락 기호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모양을 만들었

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진정한 토

씨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부정적인 것보다

는 활동을 하며 뉴스 가치에 관해 생각해 볼 수도

다. 그 후 주사위를 가지고 게임을 했다. 옛날 게임

론의 장이 되고 개인의 부족함을 메워 줄 수 있는

는 긍정적인 것을 쓰는 경향이 많았다. 이 모든 행

있었다. 이 두 가지 활동을 교실에서 하면 뉴스 리

이지만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사회를 만드는 데 인터넷이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

동이 책임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

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에서 가장 힘들고 어

사회에 대한 안목을 높여줘 이 게임의 매력에 빠질

한 적이 있다.

다. 인터넷에서 생각을 나누는 공간은 책임 있는

려운 과정을 해결할 수 있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

태도로 글을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댓글에

경주게임은 흔히 사다리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으

경주게임과 매치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나

졌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인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얼마나

로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추억의 뱀주사위놀이판

교재를 읽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넷이라는 ‘현미경’ 같은 도구로 인해서 개인의 부

많은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점에서 선플 운동은

을 응용한 게임이다. 게임 방식이 매우 쉬우면서도

다. 게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기

족함을 너무 메워주려고 하며 개인에게 기계 같은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유용하

위한 사전 작업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완벽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

미디어 사회에서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많은 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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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접한다. 방대한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꼭 필요
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다각
적인 정보 활용 경험이 필요하다. 미디어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참여
형 수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밀접하게 연관
되는 활동이다.

신문 활용 교육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활동은 스크랩이다.
스크랩 활동을 하다 미디어교육을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
기사를 읽히고 바로 학습지로 연결해
결과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학생참여형 수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통 기사를 읽히고 바로 학습지로 연결해 결과를

‘학생 참여형 NIE 수업’ 시간에는 미디어교육의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많은 선생님이 포기를 한다.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배웠다. 선생님들이 가장

연수를 받으며 초등학교의 40분 수업 시간에 어떻

힘들어하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먼저

게 기사를 활용해 수업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

‘미디어교육을 왜 하는가’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

을 할 수 있었다.

간이었다. 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요즘 미디어에는 가짜 뉴스가 많다. 낚시성 기사도

있는 미디어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

너무 많다. 선생님들과 함께 낚시성 기사가 많은

각한다. 강사 선생님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

이유와 가짜 뉴스가 등장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다. 학생참여형 수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라

낚시성 기사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을

도 미디어교육은 필요하다. 이처럼 미디어교육의

하면서 낚시성 기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

1

2

3

4

1 연수 참여 선생님들이 만든 사고형 게임 활동판. 2 낚시성 기사, 가짜 뉴스에 대한 탐구 시간을 가진 후 직접 낚시성 뉴스 만들기와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해보는 활동을 했다. 3 신문 활용 교육의 일환으로 신문 구성 요소를 파악한 뒤 그 요소에 맞게 간단한 신문 만들기 활동을 했다. 4 낚시성 기사 만들기

필요성을 인지한 후에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

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에 관해 소개를 받았다.

낚시성 기사를 직접 만들어보니 자극적인 뉴스 제

그중 가장 고전적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할

목이 많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속한

수 있는 신문 활용 교육 활동을 해보았다. 먼저 신

조에서는 군함도 사진과 여자가 남자에게 기대고

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 미디어를

전개함으로써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

문의 형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문을 구

있는 보험 광고 사진을 합쳐서 ‘욕망의 섬’이라는

찾는 경향이 있다. 나도 이런 이유로 미디어를 이

러나 뉴스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신문에서 직접 찾아 확인

제목을 달았다. 민망한 제목 기사이지만 제일 많은

용해왔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에게 미디어의 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했다. 그리고 빈 종이에 신문 형식에 맞게 간단히

선택을 받았다. 학생들은 어떤 낚시성 기사를 만들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직접 만들면서 서로

지 궁금했고 학생들과 꼭 이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

이 들었다. 세상의 넓은 부분을 보게 해줄 수 있는

‘신나고 재미있는 미디어 연수’ 추천합니다

이야기하니 형식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각했다.

미디어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

수업 현장에서는 뉴스를 제대로 알기 위한 수업, 미

신문 활용 교육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활동은 스

내가 처음 미디어교육을 접한 시기는 2007년 여름

이다. 많은 선생님이 교과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디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수업이 꼭 필요하다. 이를

크랩이다. 스크랩은 인내가 필요하다. 스크랩 활동

방학 때였다. 당시는 신문 활용 교육, 매체 교육으

위해서 나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위해서 선생님들이 신나고 재미있는 미디어 연수

을 하다 미디어교육을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로 불렸던 것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으로 발전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없는 교육과정은 생각

를 들어야 한다. 미디어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과정을 쪼개서 챙기면서 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

할 수 없다. 수업에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해보고, 미디어를 제대로 이용

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데

육으로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국어, 도덕, 사회 수

없다. 뉴스를 사용해 동기 유발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이 연수를 추천한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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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2

특히 청소년들은 ‘가짜 뉴스’의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성장하기 때문에 이에 잘 대응해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혹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실제로 올해
여름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
교 교육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되
기도 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뉴스 리터

올해 들어 유난히 ‘가짜 뉴스’가
부각되었던 이유는
‘가짜 뉴스’가 시민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소셜미디어를 기반 삼아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현상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은 미디어교육 교육자 및 연구자들에게 무척 고

소년들의 뉴스 리터러시(어떤 방식으로 뉴스에 접

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교

하고 소비, 생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으

육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 이제 당위성에 대

로 인터뷰는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위해 가짜 뉴스

한 주목보다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판별을 위한 팁을 제시하는 ‘뉴스 설명서’를 직접

할지’ 실제적인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만드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였다.

그 출발점은 청소년들이 실제 접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① 같은 플랫폼, 다른 뉴스 경험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뉴스에 접하는 출발

청소년���댓글�로�뉴스�가치�판단
댓글�교육도�중요

‘가짜 뉴스와 청소년: 청소년은 뉴스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보고서

김아미 |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의 뉴스 리터러시는 어떤 모습?

지는 SNS(대부분의 경우 페이스북)이다. SNS에

이 글에서 소개하는 <가짜 뉴스와 청소년: 청소년

서 접한 뉴스에서 시작해 사용자의 의도와 필요에

은 뉴스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연구는 청소년이 어

따라 다양한 뉴스 경험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떻게 뉴스에 접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떠한 뉴스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올라오는 여러 뉴스를 흘러

리터러시를 키워가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진

가듯이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페이스북

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청소년의 뉴스 경

뉴스피드를 통해 다양한 뉴스에 접하고 이 중 개인

험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기사는 네이버 등에서 검색

바라며, 이 글에서는 연구 결과 드러난 흥미로운

하거나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될 때 신경 써서 듣는

내용과 그것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시사하는 바

다고 설명했다. 중학생의 경우 페이스북 사용 권장

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연령이 만 13세부터여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

최근 들어 우리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자주 접

터넷 지라시 등을 통해 오정보가 유포되는 위험성

연구 대상은 뉴스를 직접 만드는 경험을 하는 그룹

는 친구들도 다수 있다고 했고, B그룹 학생들은 이

하고 있다. ‘가짜 뉴스’의 문제점 및 ‘가짜 뉴스’에

이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유

(이하 A그룹, 고등학생 3, 중학생1)과 ‘저는 뉴스

미지와 짧은 글을 결합한 카드뉴스를 제공하는 뉴

대응할 필요성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거나

난히 ‘가짜 뉴스’가 부각되었던 이유는 ‘가짜 뉴스’

안 보는데요?’로 말문을 연 그룹(이하 B그룹, 중학

스 큐레이션 앱(피키캐스트)을 선호하였다.

투표 등 주요한 시민적 합의를 앞두고 있었던 미

가 시민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생 3)이다. 초점그룹 인터뷰를 통해 뉴스 관련 경

그러나 이처럼 SNS 플랫폼을 통해 뉴스에 접한다

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하지

소셜미디어를 기반 삼아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험, 뉴스에 접할 때 다양한 판단을 하는 근거, 뉴스

고 하여 뉴스 경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만 ‘가짜 뉴스’는 새로이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인

현상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와 관련하여 바라는 점 등을 알아보았다.1) 이는 청

SNS 플랫폼상에서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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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뉴스를 보면서 좋았던 점이에요. 그리고 댓글을 보

이버 기사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고, 항상 페이스북만 봐

스 댓글 작성자의 의견과 기자의 의견에 거의 동등

면 이 뉴스를 어떤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지도 다양하게 알

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제목이 자극적인 것 같아요. 별거 아

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2) 이는 주

수 있는 것 같아요. (A그룹, 고등학생, 남자)

닌데 되게 자극적으로 해놓고, 사진도 자극적인 것을 해놓

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면 짜증 나는 게 광고가 너무 많아

한편, 뉴스 생산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개인들도 정

요. 광고가 너무 선정적이에요. (A그룹, 고등학생, 여자)

보의 생산 주체이자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미디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학생은 동일한 사
안에 대한 여러 언론이나 사용자들의 의견 및 접근

환경임을 시사한다.

법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송사를 친구로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쏟아지

추가하고, 방송사의 의제 설정 양상을 관찰하는 방

는 뉴스 및 정보 중에서 유효한 것을 판별할 필요

페이스북에도 공중파 페이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을 느끼고 있었다. 흥미로운 기사인 것 같아서

페이지 기자라고 해서 저는 딱히 더 믿지 않아요. 차라리 댓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뉴스에 접한다 하더라

클릭하면 선정적인 광고가 많이 뜨고, 자극적인 헤

글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이에요.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으니

도, 개별화된 미디어라는 특성 때문에 자신이 의도

드라인의 뉴스에 자꾸 노출되는 등 불쾌한 경험이

까 견문이 넓어진다고 해야 하나. 기자들이 무슨 의도로 글

하는 바에 따라 접하는 뉴스의 내용, 주제, 방식 모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SNS

을 썼는지 약간 뻔히 보이는 그런 기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상의 정보나 뉴스 중 클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

그래서 저는 기자를 댓글을 남긴 사람보다 더 신뢰하지는

또한, SNS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뉴스의 유통에 일

보를 분별하는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중 가

않아요. (A그룹, 고등학생, 남자)

조하기가 쉬워지고, 해당 기사에 대한 다양한 사

장 자주 언급된 것이 SNS 사용자들이 작성한 댓글

람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게 용이함을 알 수 있었

과 기사 내 광고의 내용 및 수였다.

저는 댓글을 자주 보는 건 아닌데요. 가끔 볼 때 어떤 기사

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뉴스 기사에 대해 ‘좋아요’

먼저 댓글의 경우, 두 그룹의 학생 모두 댓글을 뉴

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를 누르는 소극적인 공유로부터 댓글을 쓰고 댓글

스의 일부로 인식하고 뉴스 정보의 진위 판단에 반

쫙 써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댓글에 ‘좋아요’를 달고 그

다른 종류의 뉴스에 접하게 되고, 서로 다른 방식

을 단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기

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러는 것을 보면 아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댓글

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공유까지 다

아래는 SNS를 통한 뉴스 소비 패턴에 대해 설명한

양한 공유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뉴스를 클릭하기 전에 댓글을 먼저 봐요. 댓글에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이다.

뉴스를 일방적으로 소비하기보다 뉴스 기사를 둘

애들이 요약을 해서 써놓거나 자기 생각을 써놨으니까 이

러싼 다양한 소통의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걸 먼저 보고, 아 볼 만하구나 생각이 들면 그걸 들어가서

이 보고서는 ‘가짜 뉴스’가 일상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교육적인 대응을
고민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의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저는 주로 뉴스를 소비하는 매체가 페이스북과 네이버인데,

을 봐요.(B그룹, 중학생, 여자)

보는 것 같아요. (A그룹, 고등학생, 여자)

페이스북을 보면 뭐가 가장 이슈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② 댓글이나 광고 수로 뉴스 신뢰도 판단

예를 들어서, 방송사를 다 친구로 추가해 놓으면, 어떤 사안

청소년에게 댓글은 뉴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저도 다른 사람 생각도 보고 원래 있는 기사 말고 댓글을 보

이 생기면 모든 방송사가 다 그 내용만 올려요. 그럼 그걸

로 작용한다. 뉴스 기사나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

면 사람들이 아는 또 다른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많다고 생

보면서 ‘아, 이게 이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방송국마

는 근거로 댓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고, 댓글 창

각해요. 한 사람만 올릴 때는 그 댓글을 잘 안 믿는데 진짜

다 그 사안에 대해 다 다른 의견을 나타내요. 모두 취재 방

을 통해 다른 사용자 및 생산자와 소통하는 경험을

그게 사실이면 몇몇 사람들이 같은 댓글을 올리잖아요. 그

법도 다르고 내놓는 내용도 다르고. 어떤 방송사에서는 사

중시한다.

러면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B그룹, 중학생, 여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뉴스 제작 활동을 하는 A그룹 청소년들의 경우 뉴

안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방송사마다 초점
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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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댓글은 뉴스의 신뢰도 및 가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가짜 뉴스’ 분별 팁

가피하게 미디어 세대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

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렇

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만의 문제가 아니

다고 해서 모든 댓글을 가치 있는 댓글로 판단하는

라 또래문화, 세대문화 등 자신이 주로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망 안의 문화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

예를 들어, A그룹 청소년들은 댓글 작성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댓글 작성자
의 페이스북, SNS 계정 등을 살펴보거나 그동안
작성한 댓글을 찾아보는 확인 과정을 거치기도 하
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전문

하나의 뉴스 및 사안에 대해
여러 정보원 확인하기
뉴스가 믿을 만한지 다른 사용자들이
작성한 댓글을 통해 먼저 확인하기
더 나아가 나의 의견을 댓글로 표현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판단을 돕기

있다. 따라서 유의미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들의 뉴스 문화와 경험
을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뉴스 경험을
통해 뉴스에 대해 나름대로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뉴스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정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정보, 사실관계가
자주 틀리기도 하고 수정이 가능한
정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청소년의 뉴스 경험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짜 뉴스’의 생산과 노출을 막기 위한 미디어 기관

본 연구가 보여주었듯이, 청소년들은 뉴스의 진위

차원의 다양한 규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를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더불어 뉴스 공유에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기준이 때로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뉴스에 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은 ‘가짜 뉴

한 경험과 지식의 차이에 따라 형성하는 기준의 수

스’의 성행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준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적 대

수 있다. 비판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성 함양을 지향

응, 다시 말해 청소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뉴스에

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

대한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정보, 사실관계가 자주 틀리

필요하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 참여

에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도 하고 수정이 가능한 정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자들이 서로의 뉴스 경험을 성찰하고 이에 대해 소

비판적 뉴스 생비자(Prosumer)로 활동하는 것. 이

가로서의 프로필을 쌓고 그 전문성에 대해 인정받
을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보여준다.
③ 뉴스는 함께 만들어가는 정보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뉴스 경험을
통해 뉴스에 대해 나름대로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
었다. 이들에게 뉴스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정보,

낚시성 헤드라인을 주의하기
: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 피하기/
제목과 내용이 다른 뉴스를 믿지 않기
광고성 기사는 아닌지 확인하기
뉴스를 무조건 믿지 않고,
뉴스를 추적해 보기

예를 들어, A그룹 청소년들은 경험을 통해 뉴스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청소년

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것이 청소년의 실생활과 밀착된 뉴스 리터러시 교

장기적으로 보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면서 보도된

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가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나의 의견을 댓글로

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당시의 뉴스 기사로 사안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

짜 뉴스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온라인

표현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판단을 돕기’라는 ‘가짜

기보다 장기적으로 후속 보도를 지켜봐야 함을 강

상의 참여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

뉴스’ 분별 팁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터뷰에 참여

조한다.

이었다. ‘가짜 뉴스’ 분별 팁을 만들면서 청소년들

한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

은 댓글을 다는 과정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

니라 서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르게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가짜 뉴스’ 분별 팁

람들이 뉴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된 결론이었다. 이처럼 서로의 뉴스 경험에 대해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각 그룹과의 인터뷰는 ‘뉴스

기 위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고 대화에 참여하는

성찰하고 소통하는 학습 경험은 뉴스에 대한 비판

설명서’ 만들기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인터뷰 대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적 시각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인 두 그룹의 뉴스 경험이 뉴스에 접하는 빈도나

미디어 플랫폼과 그 플랫폼 안에서 공유되는 콘텐

다시 ‘가짜 뉴스’ 현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인식 등에서 차이를 보였음에도 가짜 뉴스를 분별

츠는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넷상 오정보에 대한

하기 위한 팁이 유사하게 제시되어 흥미로웠다. 두

변화한다. 이 연구에서 알아본 청소년들의 뉴스 경

문제가 이미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가짜 뉴스’가

그룹 청소년들이 제시한 ‘가짜 뉴스’ 분별 팁을 정

험 역시 몇 년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뉴스 리

사회적 문제로 강하게 부각된 요인 중 하나는 사용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터러시 교육을 실천할 교사와 청소년 사이에는 불

자들이 ‘가짜 뉴스’ 유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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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한 <‘가짜 뉴스’와
청소년: 청소년은 뉴스를 어떻게 경험하는가(김아미, 2017)> 참조
2)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언급한 댓글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보다
페이스북 등 자신이 쓴 글의 이력이 노출되는 SNS에서 사용자들이
작성한 댓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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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3

진로�찾는�최적의�교육�방법��NIE
신문을 활용한 진로교육 사례 발표회

주민정 | 인천 구산중학교 교사

“진로교육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
아가 자신의 삶 전체를 조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방
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과 백미원 장학관은 ‘진로
교육 운용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자유학기제 수업은 진로 탐색을 위해
마련된 만큼 다양한 직업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신문에는 각 직업의
현실이 생생하게 보도되고 학생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과 관련
기사가 매일 제공되므로 진로수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진로교육 방안이 먼
저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성적을 위주로 인재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진로 의사결정 능력이

를 서열화하던 기존의 인재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형성되는 등 진로 개발 역량이 싹트는 시기이므로

비판적 사고력에 바탕을 둔 창의적 사고 능력과 집

신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수

단 지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업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협력적 인성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오산중학교 조성백 교사는 자유학기제 수업에 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

문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진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미래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갖

제작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추어야 하는지 학생들과 함께 고민할 것을 주문하

설계하는 내용이었다. 자유학기제 수업은 진로 탐

며 학생들에게 ‘진로 탄력성’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색을 위해 마련된 만큼 다양한 직업 종류를 파악하

덧붙였다.

고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신문에는 각 직업의 현
실이 생생하게 보도되고 학생들이 롤모델로 삼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신문협회가 공동주최한 ‘신문을 활용한 진로교육 사례 발표회’가 6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왼쪽부터 발제자인 이소영 교사(장수초등학교), 권영부 수석교사(동북고등학교), 구정화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조성백 교사(오산중학교).

신문으로 진로 개발 역량 함양

수 있는 인물과 관련 기사가 매일 제공되므로 진로

학교 진로교육을 연계한 신문활용교육 사례 발표

수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했다. 조 교사

는 서울 장수초등학교 이소영 교사로부터 시작됐

는 학생들이 신문에 나온 직업 세계를 파악하고 자

다. 이 교사는 신문이야말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

신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기사를 포트폴리오로

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만들어 진로와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다.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전문

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자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초·중·고등학생 수준

교사의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현실에 적합한

료라고 말했다. 신문 읽기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

동북고등학교 권영부 수석교사는 ‘신문을 활용한

에 적합한 진로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

진로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듣기 위해 초·

의 폭을 확대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진로교육 전략과 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권 교사

해 우리 교육 현장은 아직 막연한 상황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많은 선생님이 참석하였다.

계획하고 탐색, 선택, 결정하는 진로 개발 역량을

는 교육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 사항은 단편적인 지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진로교육 목표에

식 전수가 아닌 핵심역량을 키워 미래 인재를 육성

이러한 진로교육 현실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찾고
자 지난 6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신문

미래사회 변화 준비하는 진로교육 돼야

기초한 초등학생 수준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 일

하는 것임을 말하며 다양한 지식의 통합과 연계를

협회가 공동개최한 ‘신문을 활용한 진로교육 사례

신문을 활용한 진로교육 사례 발표회는 경인교대

부를 소개하며 신문을 활용한 진로교육 수업 사례

통한 활용 중심의 진로교육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구정화 교수의 사회로 시작됐다. 구정화 교수는

를 제시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기간은 자아와 일과

히 신문을 활용한 진로교육에서는 직업 세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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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탐색하는 활동과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전략
활동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신문
을 다각도로 읽으면서 사회를 제대로 읽어내고, 진
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수업
방안으로 신문을 함께 읽는 소셜리딩을 소개했다.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프로
그램이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액션 러

신문 읽기를 생활화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를 읽게 되고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발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 자신의 미래를 불
안해하며 하루를 힘
겹게 보내는 학생들
이 헛된 시간을 보내
지 않도록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하다. 다양한 신문활
용교육 방안을 마련

닝, 뉴스 활용 모의 재판대회, 인포그래픽스 그리
기, 신문을 읽고 캘리그라피와 타이포그라피 그리

되고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자신

하여 학생들이 자기

기 등 신문을 활용한 진로교육 사례는 무궁무진하

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스스

삶의 주인공으로 성

다고 밝혔다.

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발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장할 수 있도록 진로

었다. 또한 신문활용교육은 학교 교육을 사회와 유

교육 내실화를 위해

신문활용교육이 미래 교육의 대안

의미하게 연결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 전체를

힘써야 할 때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신

조망하게 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역량

이날 열린 세미나는 가짜 뉴스를 둘러싸고 전개되

가 무엇에 주목하며 문제들을 헤쳐가야 하는지에

문활용교육의 실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을 기르게 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방법임을 재확인

는 사회 이슈에 대해 당장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

대해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단초를 찾는 자리

신문 읽기를 생활화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를 읽게

할 수 있었다. 삶의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불투명

는 아니었다. 그러나 논의를 거듭하면서 우리 사회

였음은 분명해 보였다.

동북고등학교 권영부 수석교사는 신문을 활용한 직업 세계 변화 탐색과 미래 진로 설계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신문으로 만드는 진로 포트폴리오

<출처: 조성백 선생님 자료 中>

PORTFOL

IO

1

오프라인 신문 스크랩하기

2

일관된 주제(인성, 진로 등)로 정리하기

3

일목요연한 목차 만들기

4

출처는 명확하게 남기기

5

용어 정리하기

6

신문 위에 필기로 생각 정리하기

7

문단별 요약, 전체 요약하기

8

문제점과 대안 제시하기

장수초등학교 이소영 교사는 “‘초등학교 기간 동안 신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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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4

��뉴스��아는�만큼�보인다��
바른�뉴스�사용법에�대한�소통의�시간
저널리즘학연구소 ‘뉴스사용설명서’ 기획 콘서트

이은주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뉴스사용
설명서

뉴스사용설명서 기획 콘서트의 포스터. <사진 제공 : 미디어오늘>

아니라, 현장과 실제에서의 뉴스 생산과 소비에 관
한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필자는 3회, 4회에 토
론자이자, 청중으로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토크콘
서트를 통해 발견한 내용과 그 의미를 소개해보고
자 한다.

뉴스사용�설명서

NEWS

언론의 생존과 정체성 사이 딜레마

웹과 모바일 버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면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맥락적이고 중요한 의제의 힘,
선택된 프레임의 의미를
현장 경험과 안목을 통해
실감 나게 설명하였다.

세 번째 강좌의 주제는 ‘만약 뉴스를 빼앗긴다면?
뉴스생태계에서 살아남기’였다. 발표자인 김성해

①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②정확하고 공정한 사실

교수(대구대)는 보도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다양한

에 근거할 것 ③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 ④대중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정치 권력과 자본에 의해 은

적 언어를 통해 가공된 것 ⑤책임을 물을 수 있는

폐되거나 왜곡된 사건들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빼

정보 ⑥특정한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무엇 ⑦닫

사단법인 저널리즘학연구소와 <미디어오늘>은 언

해 마지막 강좌인 ‘시민을 위한 뉴스사용설명서’까

앗긴 뉴스로 인한 폐해로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

힌 지식이 아닌 열린 지식 ⑧실체적 진실 발굴을

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9월 13일

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번 기획이 갖는 차별

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에게 지혜를 주는 언론의

목적으로 한 것 ⑨공동체에 관한 새로운 무엇 ⑩공

까지 뉴스사용설명서 기획 콘서트를 진행했다. 3

성은 ‘시민’과 함께 진행되며, 전문가들과의 ‘토크,

역할을 주문하며, 언론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을

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의한 것

개월에 걸쳐 8회의 주제로 진행된 기획 콘서트는

대화’를 중심으로 토크콘서트를 구성한 점이다. 학

강조하였다. 특히 참여·해방·확장의 뉴스가 되

뉴스에 대한 고민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계, 언론계, 학생, 일반 시민 등 뉴스를 생산, 소비

기 위해 언론이 갖출 덕목으로 뉴스의 본질 10가지

토론자인 김광원 이사장(저널리즘학연구소)은 점

첫 강좌인 ‘탈진실시대의 뉴스감별법’으로 시작

하는 여러 주체가 같은 자리에서 학술적 논의뿐만

를 소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점 더 강화되는 ‘뉴스 상업화’와 ‘뉴스 홍보화’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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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강조점과 후속 취재가 다
르게 전개되는 내용을 짚어주
었다. 웹과 모바일 버전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면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맥
락적이고 중요한 의제의 힘, 선
택된 프레임의 의미를 현장 경
험과 안목을 통해 실감 나게 설
왼쪽부터 사회자 김영욱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토론자 김세은 강원대 교수와 정준희 중앙대

앞으로 뉴스의 양은 더욱 급증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인가. 정답은 독자와
네티즌, 시민들의 리터러시 능력에
있을 것이다. 옥석을 가려내고
비판적으로 읽어내며 스스로 참여하는
영역은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과
실천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콘서트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말말
“새롭거나 위험한 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듯이, 뉴스도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 좋은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널리즘을 이해하기 쉽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콘서트였다. 현장의 기자들과 학자들, 일반 시민들,
미디어-저널리즘(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과 의견들이 오고 간 의미 있는 자리였다.”
- 김영욱 교수(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진행자)

명하였다.
“언론인, 언론학자, 언론단체 사람들이 건강한

한 중학교 교사는 ‘뉴스가 어떻

조성되기 위해서는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이 강화

게 세상을 바꾸는가?’에 관한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와 독자에 대한 책

기획콘서트였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각계 시민들이

려를 지적했다. 생존과 정체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의미를 물었는데, 청중들은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임감도 포함된다. 그러나 갈수록 뉴스 읽기의 중요

대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삶에

처해있는 뉴스 조직의 고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근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

성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

대안 찾기를 공동의 과제로 삼았다. 토론에 참여했

갔다. 자유롭고 풍부한 발언으로 토크콘서트의 장

는 이들의 간극은 줄어들고 있다.

던 필자는 시민과 공동체의 시선에 맞춘 뉴스에 대

점이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토론자인 김세은 교수

한 강조, 이끌어가려는 언론보다는 협력과 연대할

(강원대)의 발언도 기억에 남는다. “바꾸는가의

뉴스 리터러시에 주목하는 시대

수 있는 언론에 관해 제언하였다.

의미는 의제나 프레임이 사안의 성격 진단, 원인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청중들의 관심과 질문도 다양했고, 시민과 학생, 전

진단, 결과 제시, 각 단계 단계마다 어떤 속성들을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가짜 뉴스

신청하였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

문가들의 첨언도 이어졌다. 엘리트주의와 전문성

맞추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크게는 사람들의

를 찾는 일, 논쟁과 찬반에 대한 깊은 논의들이 이어

싶어 매 강좌마다 참여하였다. 업계와 학계의 중요한

강화의 차이, 기자의 조건,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

인식과 기준을 바꿔 주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바

져 뉴스 리터러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중요성이 큰 만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을 지향하는 언론들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꾸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의 양은 엄청나게 급증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

김영욱 교수(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는 언론의

다른 토론자였던 정준희 겸임교수(중앙대)의 의

엇을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인가. 정답은 뉴스를 접

전문성에 앞서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론장의 형성

제와 프레임에 관한 언급도 인상적이었다. “언론

하고, 취하며, 가늠해내는 독자와 네티즌, 시민들의

에 대해서도 첨언하였다.

의 어젠다 세팅이나 프레임에 대해 시민들도 어느

리터러시 능력에 있을 것이다. 옥석을 가려내고 비

정도는 알고 있다.

판적으로 읽어내며 스스로 참여하는 영역은 소비

겸임교수의 모습

언론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필요한 뉴스 이야기, 뉴스 리터러시, 뉴스콘서트를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고 싶다.”
- 진민정 박사(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이사, 진행자)

“이번 기획콘서트의 주제들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논의 차이를 알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언론의
좋겠다.”
- 쏠림이 심한 뉴스 편향성에 대해 질문했던 40대 시민

“기자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가짜 뉴스가 이슈여서 ‘뉴스사용설명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뉴스에 대한 판별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뉴스를 제대로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그러나 아직도 언론들이 합심해서 일정 기간 동일

뿐만 아니라 생산과 실천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

네 번째 강좌의 주제는 ‘뉴스는 어떻게 세상을 바

한 편성을 하면 분명한 의제 설정이 가능하고, 프

다. 이번 기획콘서트는 학계와 언론계, 학생과 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꾸는가? 의제 설정과 프레임’이었다. 발표자인 문

레임 역시 해당 프레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결집

민들이 함께 하여 그 의미가 더욱 새로웠다. 강의

더욱 체감했다. 자극적 뉴스가 넘치는 세상에서 이를

소영 기자(서울신문 금융부장)는 최근 이슈–최저

해주는 힘이 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작동되는 힘이

와 토론의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한 시도

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원전폐쇄 찬반논란, 프

있는데, 이 때문에 선용의 필요와 방법에 대한 인

는 소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강좌

길고, 질의와 응답이 짧아 아쉬웠다. 참여자들 간 더

랜차이즈 갑질 횡포 등–와 관련해 차별화된 기사

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와 내년 제2회 뉴스사용설명서 기획콘서트에 더

많은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들을 보여줬다. 일간지들의 1면 비교와 각 신문사

진실한 뉴스가 생산되고, 건강한 저널리즘 환경이

많은 사람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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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세미나를 통해 현직에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다만 발표와 패널들의 주제 토론 시간이

- 졸업을 앞두고 인턴을 하고 있는 언론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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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위원장은 “비판적인 사고 및
자기 규제를 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증가하고, 사회적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민주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김경희 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연
구특별위원회 위원장(한림대 교수)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디어의 중요
성과 미디어를 매개로 시민들이 이끌어낸 사회 변
화 그리고 매체의 발달에 기인한 사회문제의 대두
를 꼽았다.

미디어교육 관련 법 제정돼야
김경희 위원장은 현실 세계와 융합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뉴스 이용자들
이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생

지난 6월 27일 방송학회 주최, 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열린 ‘미디어리터러시와 거버넌스’ 세미나 <사진 제공 : 한국방송학회>

산자로서의 동기’가 형성된 점과 촛불집회의 확산,

특정�부처�영향받지�않는�
합의체적�독립�기구�제안

방송학회 ‘미디어 리터러시와 거버넌스’ 세미나

임연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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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미디어 리터러시와 거버넌스’를 주

위안부 할머니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등 미디

제로 한 세미나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열렸다.

어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시민들의 ‘조직 없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

는 조직의 힘’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원한 이번 세미나는 개인의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이용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사이버 따돌

기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나아가 사회적 차

림, 미디어 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지적했다.

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김 위원장은 이어 “교육학적 관점에서 개인 역량

정부 부처,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디어 생태학적 관점에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자리였다.

서의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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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자기 규제를 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한 소통
이 증가하고, 사회적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민주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
해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 유지, 정보격차의 해소
를 통한 정보복지 차원에서 미디어교육기본법 및

“현재 여러 기관에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디어교육의
큰 틀은 정책협의체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협의하되, 현재처럼
각 미디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법이 제정되어 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번 세미나처럼

이후 토론에는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

여러 미디어교육 관계자들 간 공론의 장이 지속해

책과장, 김대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 류재

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조규조

미디어교육지원법은 17대 국회에서 이경숙 열린

EBS 부사장,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후 19대 국회에서 최민희 더

장이 참여했다.

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희정 새누리당 전 의원이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희 교수는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미디어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독립적 합의체적 공적기구’를
제안했다.

데, 미디어교육의 큰 틀은 정책협의체 같은 기구

조규조 EBS 부사장은 인공지능의 등장 같은 4차

대표 발의하는 등 세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미디어교육 관련 부처, 어떤 사업 펴고 있나

를 구성해서 협의하되, 현재처럼 각 미디어에 맞는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상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문체부는 언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며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며

등 여러 관련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론진흥재단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

내놓았다.

자기 주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정 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지

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

류재영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방통위는

매우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

않는 독립적인 합의체적 공적기구’를 제안하며 발

어져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학교 및 사회 미디어교

상파 다채널 방송인 EBS 2TV에서 다큐멘터리 등

제를 마무리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교육 단체 지원 사업을

의 포맷을 활용해 미디어 리터러시 및 4차 산업혁

추진하여 재단 산하 지역미디어센터의 영향이 닿

명에 대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지 않는 곳에도 미디어 격차 해소 및 미디어 리터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 함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편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현

말했다.

재 미디어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방통위와 문

김대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2015년에 시

체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복된다고

행된 ‘미디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협의해서 역할을 잘 분담하

방안 연구’나 초중등 교과서에 대한 미디어 리터

고 연계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러시 단원 개발 등의 연구과제 결과를 검정교과서

이어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각 단체가 앞으로

제작 출판사에 제공해 관련 단원 구성을 제안한 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있다. 그동안 미디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관

원회와 공식적인 간담회를 열고 이후 권역별로 설

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미디어

명회 같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는

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과 연계시키는

바람을 피력했다.

MEDIA LITERACY

방향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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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리터러시 월드와이드 1

국가‧지역사회가�밀어주고�
학교는�열정으로�화답
독일 미디어교육 해외 연수 참가기

01
시민 교육에 힘쓰는
정부 기관의 미디어교육

이연희 | 경기 청평중학교 교사

연방 정치교육센터

독일은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
교육부 산하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여섯 가지 핵심
미디어 역량을 제시하고 각 학교의
미디어교육 계획을 검토하며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장비 대여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독일 연수 프로그램 중 처음 방문한 곳은 연방 정
치교육센터(본 센터)이다. 이 센터는 시민의 정치

통해 정치 문제를 다루는 교육이 미비하다.

적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민주주의 의식 고취 및

독일은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 각 주별 교육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핵심 운영 과제로 삼

부 산하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고 있다. 이를 위해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미디어 핵심 역량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이슈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미디어 활용 능력, 정보 탐

미디어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상호 간 협업 능력, 미디

독일은 14세부터 정당 청소년 조직에 가입할 수 있

어 제작 및 발표 능력, 분석과 자기 평가 및 판단 능

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대해 올바르게

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사고 구조화 능력 등이다. 우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 연방 정치교육센터는

리가 방문한 베스트팔렌 지역의 미디어교육지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화 등을 통해 서로의 차이

센터는 이 핵심 역량에 따라 각 학교의 미디어교육

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계획을 검토한다. 미디어교육 계획서에는 학교의

또, <플루터>란 계간지를 발행하며 정치·사회·환

비전,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교과 연계 미디어 수

경·국제·평등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청소년의

업의 방향, 미디어 장비 확보의 필요성 및 관련 자

눈높이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료의 구매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독일 정치 교육 체계의 강점 중 하나는 미디어를

학교의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장비 대여와 프로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 사회에서 아이

한다. 하지만 미디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통한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다. 즉 쉽게 정치 관련

들은 미디어를 통해 또래와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

으로 어쩌면 미디어의 홍수 속에 아이들을 내버려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정치 문제를 이해하는

한다.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데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는 1976년 보이텔스바

뉴스는 아이들이 지식을 누리는 콘텐츠로 활용하

미디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언론진

흐 협약1)에 의한 정치 교육 철학이 반영됐기 때문

기도 한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에

흥재단 주최로 11명의 현직 교사들이 독일의 선진

이다.

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미디어교육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

이처럼 독일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치·사회

다. 즉,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 접근해서 분석·

다. 7월 2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시행된 독일 정

적 이슈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민 교육이 활발히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부와 언론사 그리고 학교의 미디어교육 연수에 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에 있어

필요한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해 나누고자 한다.

서 미디어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데 비해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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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예산
을 투입하여 베스트팔렌 지역 내 각 학교에 인터넷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IT 환경과 관련한 하드웨어가 잘 구축

학교 밖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하는
지역 신문사

그램 ‘News to Use’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은행원
이 되고 싶은 학생에게 은행 직무 관련 기사를 활
용해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직무 관련

돼 있다. 탄탄한 IT 환경 기반 위에 다양한 미디어

미디어 워크숍과 직업 분야 유명 인사들과 인터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 안에

체험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일의 언론사가

일간 <라인니쉐포스트>는 자체적으로
미디어교육 지원 부서를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 어린이 신문을 발행해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의
기사를 싣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텍스트
영웅’도 운영한다.

단계별 미디어교육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

어린이를 위한 ‘텍스트 영웅’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아이들을 위해 미디어교육

고 교사와 학생이 미디어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성

이번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지역 신문사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참고

취 기준과 핵심 역량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독

들이 학교 미디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할 만하다.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어린이의 흥미와 수준에

일의 교육부 산하 미디어교육센터처럼 미디어교

다는 사실이다. 미래 독자층 확보의 목적도 있겠지

풍케(FUNKE)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에

맞는 기사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쓴 기사를

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만 지역 아이들을 올바른 시민으로 키우려는 교육

서 다섯 종류의 신문을 발간하는 독일의 10대 미디

올려주고, 일부 메뉴를 활용하여 기사 작성 방법과

것이다.

적 합의가 전제된 듯하다.

어 그룹이다. ‘키즈’와 ‘미디어캠퍼스’는 이 그룹에

사진을 잘 찍는 기술에 대한 팁도 안내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일간 <라인니쉐포스트> 신문사는

서 운영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교육

청소년(13~20세)을 위한 ‘미디어캠퍼스’는 매주

주 미디어청

자체적으로 미디어교육 지원 부서를 운영하고 있

프로그램이다. 풍케는 ‘키즈’ 프로그램의 일환으

1회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기사를 신문에 실어

독일은 모두 14개 주에 미디어청이 있다. 각 주는

다. 또한, 매주 금요일 어린이 신문인 <크루헬포스

로 1년에 8회 어린이 신문을 발간해 초등학교에 무

준다. 또한, 미디어교육을 하는 교사를 위해서 수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언론 규제를 받지 않고 독

트>를 발행하는데 정기구독료는 한 달에 7~9유로

료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사

업자료를 1년에 1~2회 발간하며 매년 업데이트

자적인 방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

(약 9,400~1만 2,000원) 수준이다. 이 신문은 어

용 지도안과 학생용 학습지 제공, 어린이 신문 제

하고 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6대 핵심 기사를 청

한 뒤셀도르프 미디어청은 의회, 문화계, 학술계,

린이 눈높이에 맞춰 어휘를 수정하고, 아이들이 흥

작 지원 및 어린이 신문기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소년이 읽기 쉽게 편집하여 싣는다. 최근에는 모바

장애인 단체, 이민자 단체 등에서 선출된 41명의

미 있어 하는 주제의 기사를 주로 다룬다. 이 신문

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사이트 방

위원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

문율이 40%를 넘자 관련 앱 개발

미디어청에서는 또래 학생들의 올바른 미디어 문

램인 ‘텍스트 영웅’을 운영 중이다. ‘텍스트 영웅’

에도 힘쓰고 있다.

화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스카우트’ 교육 프로그램

은 학생들이 직접 쓴 기사를 종이와 온라인 신문에

15년 전부터 이어 온 풍케 그룹의

을 운영하고 있다. 베스트팔렌주 49개 지역의 600

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쓴 기사는 일반

미디어교육 지원의 특징은 첫째,

개 학교, 2,400여 명의 학생과 1,300명의 교사가

신문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를 담고 있어 일반 독자

교사들이 신뢰할 만한 교육 지침

미디어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한다. 교사와 학생들

층도 선호한다. 특이한 점은 신문 활용 수업과 관

서와 학습지를 배포하고 있다는

은 미디어청에서 주관하는 5단계 워크숍에 참여한

련한 교사용 자료와 학생용 학습지를 웹사이트를

점이며 둘째, 청소년을 위해 온라

후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미디어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한다.

초등학교에는 4주 동안, 중·고등학교에는 6주 동

점이다. 이는 미래 독자층인 어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도 각 지역

안 신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지역 신문

이·청소년이 수동적인 미디어 소

의 아이들이 미디어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사에서는 학교 방문 미디어 특강, 신문사나 인쇄소

비자가 아닌 비판적 사고력을 가

있도록 시·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

견학 및 언론 종사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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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캠퍼스’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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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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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꽃 피우는
학교 미디어교육

제를 다룬다. 독일의 미디어 수업 사례와 같이 우

을 대상으로 만든 신문인지 추측하고 그 이유 설명

하지만 이러한 수업 운영에 있어서 교사로서 부딪

리나라도 자유학기제와 동아리 수업에서 또래 미

하기, ⑤ 신문 1면의 제목이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히는 어려움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의 부재로

디어 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또

주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기 등이다. 이

단계별 성취 기준과 핵심 역량을 정하는 문제이다.

한, 단위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

다섯 가지 토의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회 교사와 협의하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어교육 지원 기관과 학교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

독자층에 따른 신문 구성의 차이를 알게 된다.

몇몇 교사의 열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미디어교

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미디어교육을 1년에 16시간(약 3주) 동안

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독일 미디어교육 연수 후

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 바라는 점은 첫째, 단

또래 미디어 문화 만드는 ‘미디어스카우트’
‘미디어스카우트’는 다양한 미디어 체험과 프로젝

신문 활용하는 국어 수업

나 사회 교과에서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내용

계별 미디어 핵심 역량 제시와 성취 기준 안내 둘

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또래 학생의 미디어 능

두 번째 학교인 아네테 폰 휠스호프 김나지움에서

은 종이신문부터 온라인 뉴스까지 다양한 관점에

째, 지역 신문사와 학교의 지속적인 미디어교육 프

력 향상을 돕는 학생 동아리이다. 이른 아침에 에

뉴스 활용 수업을 참관했다. 수업 주제는 ‘신문사

서 교사들이 기획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로그램 개발 협력 셋째, 미디어(뉴스) 교육 진흥을

센 보르벡 종합학교를 방문한 우리를 반갑게 맞이

별로 신문 1면의 구성은 어떻게 다를까’이다. 네 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성숙한 시민과 책임감 있는

위한 단계별 수업자료 지원 넷째, 더 많은 교사와

해준 아이들은 바로 주 미디어청이 지원하는 ‘미디

지 종류의 신문(스포츠신문, 일간지 등 특징이 확

독자로 교육하고 있다.

학생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스카우트’ 학생들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4년째

연히 구별되는 신문)을 모둠별로 제공하고 독자층

미디어스카우트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30여

에 따라 1면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토의를 통해

명의 학생과 두 명의 지도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생각을 모은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수

우리가 참관한 미디어 수업은 ‘휴대폰 단체 대화방

행과제를 제시한다. ① 신문의 1면을 본 후, 첫인상

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토론 수업이었다. 5학년

이 어떤지 이야기 나누기, ② 지난 시간에 나눠주

후배들의 미디어 수업에 선배 미디어스카우트 단

었던 신문 1면과 오늘 받은 신문 1면의 특징을 비

하지만 올바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원들이 참석해 토의 활동을 도왔다. 5학년생들이 5

교해보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 나누기, ③ 오늘

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

명씩 6개의 팀으로 나뉘고, 각 팀에 2명씩의 스카

받은 신문이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이라면

해 왜 미디어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우트 단원이 배치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④ 해당 신문이 어떤 독자층

지역별 미디어교육 지원 기관의 활발한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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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다섯째, 아이들의 미디어 활용 실태 분석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플랫폼 제공 등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IT 시설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

우리 미디어교육의 현실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몇몇 교사의 열정만으로는 부족

야 한다. 아이들은 앞으로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왓츠앱을 어느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휴대

독일 연수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유학기제의 미

정보와 뉴스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

폰을 사용하면서 다른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디어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사회 교사와 팀

한 정보가 사실인지, 이 뉴스가 나에게 필요한 것

하지는 않았는지, 온라인 공간에서 따돌림 사례 및

티칭으로 진행할 두 수업은 ‘미디어스카우트반’과

인지,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앱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관

‘마을 뉴스 제작반’이다. ‘미디어스카우트반’의 운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 생산과 공유의

해 토론한다. 그 후 발표를 통해 미디어 활용의 좋

영 목적은 다양한 미디어가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

사회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

은 점과 나쁜 점을 종합한다. 이 수업을 통해 미디

는 요즘, 아이들에게 미디어 활용을 제한하기보다

보 생산자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대

어 능력뿐 아니라 5학년생들은 소통 능력과 문제

미디어에 제대로 접근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방

되어야 할 것이다.

해결력을, 미디어스카우트 학생들은 리더십과 배

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또 ‘마을 뉴스 제작반’은 우

려심을 향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미디어스카우트

리 주변의 다양한 뉴스를 분석하고, 청소년이 직접

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구별법, 미디어를 통한

우리 마을의 이모저모를 뉴스로 제작하여 능동적인

되는 정치 사안은 논쟁 중인 자체 그대로 소개해야 한다. ③ 학생도

미디어 생산자로서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 정치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이슈 및 올바른 SNS 활용법 등 다양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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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텔스바흐 협약: ① 정치 교육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주입식 교육을
해서는 안 되며,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② 논쟁이
정치 상황과 자기 견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적 관심과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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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리터러시 월드와이드 2

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스스
로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이 검색이나 제대로 할 줄 아는지 걱정될 때
가 많다.

‘사이버 불링’ 괴물 무찌르기
지난 6월 구글은 ‘인터넷을 기가 막히게 멋진 곳으
로 만들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비 인터넷 어썸
1)

아이들�눈높이�맞춘�
�똑똑하게�인터넷�이용하는�법�
구글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Be internet awesome’

오세욱 |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두 번째 단계는 주어진 질문의 보기
세 개 중 맞는 답을 선택하면
징검다리가 놓여 강을 건너는
방식이었다. 첫 질문은
“피셔(Phisher)가 뭐냐”였다. 정답은
“온라인상의 사기꾼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함”이었다.
물의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에 시달리는

(Be internet awesome)’ 이라는 어린이를 위한 교

‘인터너트(internaut)’3)들에게 하트 모양의 친절

육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연구자로서 호기심에 접

함(kindness)을 가져다 줘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속했지만 인터넷의 어둠의 세계에 더 익숙한 나로

면 점수를 따는 방식이었다. 방향키와 스페이스바

서는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디지털 시민으로

만 누르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었는데 아이가 재미

서 예의를 갖추고 피싱(phishing), 가짜 정보 등을

있어 했다. 갑자기 아이가 물었다. “자꾸 나오는 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 아이들이 인

괴물, 사이버 불링이 뭐야?” “응, 사이버 불링이

터넷을 자신감 있게 활용하게 한다는 목표는 너무

란 인터넷에서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댓글, 메시

나 당연해 보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이 스스

지 등으로 상대방을 막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는 거

로 영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는

야.” “나쁜 짓이네.” “응, 인터넷하다 보면, 얼굴 안

데, 그게 가능한지도 회의적이었다. 인터넷에서는

보인다고 저런 사람 많은데, 결국 다 알게 돼. 그러

정보를 조심스럽게 공유해야 하며, 거짓 정보를 잘

니까 넌 그러지 마.” 아이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구별해내야 하며, 나에 대한 정보를 소중히 보관해

서 다 깼다.

야 하며, 나를 대하듯이 다른 사
람을 대해야 하며, 의심스러우
면 즉각 말하라는 지침들도 이
미 다 아는 얘기로 들렸다. 간략
한 소개 바로 아래에는 ‘인터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큰 아이는 그 무섭다는

어떻게 하라고 간섭도 하지 않았다. 꽤 시간이 지

드(Interland)’2)라는 게임이 있

중학교 2학년,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난 지금, 큰 아이는 컴퓨터로 뭘 하는지 모르겠고

었다. 별도로 내려 받지 않아도

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혼자만 쓸 수

작은 아이는 남이 게임을 하는 방송을 보든가 자신

브라우저를 통해 간단하게 실

있는 컴퓨터를 줬다(그 명분으로 나는 최신형 컴퓨

이 직접 게임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 관

행이 가능했다. 새로운 게임이

터로 갈아탔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필요 없다고

련 내용을 검색하기도 한다. 나름 미디어 연구자라

있다고 둘째 아이를 불렀다.

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익숙하게 쓰기를 바라는

고 여기저기에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라며 고

첫 번째 단계는 ‘친절한 왕국

구글의 ‘비 인터넷 어썸’에 실린 인터랜드 게임 중 ‘친절한 왕국’ 실행 장면. 빨간 색 인터너트를 괴롭히는

마음이었다. 딱히 이용 시간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상한 척하는 글을 쓰면서도 막상 아이들에게는 아

(Kind Kingdom)’이었다. 괴

<사진 출처: https://beinternetawesome.withgoogle.com/interland/kind-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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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현실의 강(Reality River)’이었다.

인 이메일 비밀번호는 어디에 저장해야 될까”라는

게임의 각 단계와 연관되어 있었고, 교안은 그 지

주어진 질문에 보기 세 개를 주고 그중에 맞는 답

질문에는 “개인의 비밀 금고”라는 정답을 빛을 굴

침들과 관련한 주요 용어 설명, 내용 이해를 위한

을 선택하면 징검다리가 놓여 강을 건너는 방식이

절시켜 맞혀야 한다. 빛을 굴절시키는 계산이 다소

간단한 퀴즈, 해보면 좋을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었다. 10개의 질문을 모두 맞혀야 강을 건널 수 있

까다롭지만, 상당히 재미있다. 질문과 답 내용을

제시했다. 천천히 읽어보니 이건 아이보다 부모를

었다. 첫 번째 질문은 “피셔(Phisher)가 뭐냐”였

설명하면서 빛 굴절 계산은 아이가 하도록 했다.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 정답은 “온라인상의 사기꾼으로 신뢰할 수 없

네 번째 단계는 ‘보물의 탑(Tower of Treasure)’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스스로 경험해 봐야 한다”고

는 정보를 제공함”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었다. 끝없이 달리면서 방향키를 좌우로 움직여 화

생각했지만, 사실 뭐가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나

주기 싫은데 누군가가 자꾸 내 개인 정보를 달라고

면에 등장하는 알파벳 철자들과 숫자들을 모아 자

스스로 명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막연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다. 정답은 “대화를 멈

신만의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조금만 실

“이것저것 다 해 보면 좋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

할 경우 부모들이 아이들의 앱 설치, 사용 시간, 취

추고 즉시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얘기한다”였다.

수하면 모아놓은 철자들을 놓치게 된다. 철자와 숫

을 뿐, 어떻게 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

침 시간 등을 제어할 수 있게 해 준다. 콘텐츠 필터

물론, 질문과 답은 다 영어였고 아이에게는 내가

자들을 많이 모을수록 더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

각이 없었다. 그냥 컴퓨터만 던져줬을 뿐이다. 아

기능도 제공해 가족만의 디지털 기기 이용 규칙을

해석해서 들려줬다. 이러한 내용의 질문과 답을 이

수 있다. 조작이 까다로워 아이가 어려워했다. “왜

이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와

어가다 보니 다 깼다.

이렇게 어렵냐”는 아이의 불만에 “비밀번호가 복

에 답하고 난 뒤 교안 내용까지 보고 나니, “최소한

자녀 모두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하며, 안드로이드

세 번째 단계는 ‘의식이 충만한 산(Mindf ul

잡해야 다른 사람이 모르지”라고 답했다.

의 방법은 알려줄 필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기기에서만 작동한다.

들었다.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처음 만든 이메일 계정은 첫사랑에 대한 추억처럼

Mountain)’이었다. 사각 판에 45도로 기울어져 있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안을 읽어봤다.
인터넷을 똑똑하게 이용하고
가짜 정보를 잘 구별하라는
지침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읽어보니 이건 아이보다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는 거울에 빛을 굴절시켜 원하는 목표물을 맞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니라, 아이가 알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경험하게

오래간다. 구글은 기가 막히게 멋진 인터넷이라는

방식이었다. 목표물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학교

어디선가 이미 해 본 간단한 방식의 게임이었지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공간에서 첫사랑이 되고 싶은 것이다. 물론, 인터

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다녀온 영상을 부모님과 공

게임을 끝내고 생각해보니 아이와 이런 내용을 주

깨달은 바를 실행하기 위해 교안의 내용에 따라 아

넷 공간에서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

유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빛을 굴절시켜 부모님

제로 얘기를 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내친김에 교

이가 쓰고 있는 이메일 관리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

극 활용하도록 돕고 싶은 교육적 의도가 우선이기

모양의 목표물을 맞히면 정답이 되는 것이다. “개

사와 부모를 위한 교안 내용까지 읽어봤다. 조심스

다.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내 눈에는 아직 한참 어

는 하다.

럽게 내용을 공유해 인터넷을

려 보이는데 사생활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

똑똑하게 이용하고, 가짜 정보

난 너무 늦게 깨달았다.

를 잘 구별해내 인터넷에 경각

그런데 구글은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심을 갖고, 나의 정보를 안전하

까? 나 같은 무관심한 아빠들에게 깨달음의 기

게 보관해 인터넷을 튼튼하게

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위드구글

이용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withgoogle)’이라는 도메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예의를 갖추고, 의심스러우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구글에 친숙해지기를 원

바로 말해서 인터넷을 두려움

해서다. 또한, 가족을 온라인 공간에서 구글 서비

없이 이용하라는 지침들을 아

스로 묶어 두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구글의 ‘패밀

인터랜드 게임의 세 번째 단계인 ‘의식이 충만한 산’ 실행 장면. 화면 하단의 장치를 좌우로 움직여 거울 판을
향해 빛을 발사 후 굴절시켜 원하는 목표물을 맞혀야 한다.
<사진 출처: https://beinternetawesome.withgoogle.com/interland/mindful-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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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식이 충만한 산’ 게임 바로가기
https://beinternetawesome.withgoogle.com/
interland
3) Internet과 astronaut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면 좋

리 링크(family link)’ 는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

을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

다. 패밀리 링크 앱은 13살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다. 이러한 지침들은 인터랜드

를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

미디어리터러시 - Vol. 02

1) ‘친절한 왕국’ 게임 바로가기
https://beinternetawesome.with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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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패밀리 링크’ 바로 가기
https://families.google.com/famil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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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리터러시 월드와이드 3

이제는�미디어교육도�
�밥상머리�교육�시대�

프랑스,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교육 가이드북 발간

프랑스 미디어교육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고 있
다. 가짜 정보에 맞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SNS 사용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
을까? 초연결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고 또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진민정 | 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이사

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프랑스의 대

이 가이드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미디어교육의 쟁점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미디어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표적인 미디어교육 공적 기구인 끌레미(CLEMI)
는 미디어교육의 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장했다.

담장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바깥에서도 미

이러한 시도 중 하나가 바로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디어교육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다양한 분야의 참

교육 가이드북 제작이다. 끌레미는 어디에서나 정

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위해 끌레미

보가 쏟아지는 디지털 시대에는 미디어교육이 더

는 교육, 미디어, 정부조직, 시민 단체의 행위자들

는 학교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

을 모두 포괄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구했다.

을 얻게 되자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학부모를

<라 파미으 투테크랑>은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위한 실용적인 미디어교육 가이드북, <라 파미으

정보 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시작한다.

투테크랑(La Famille Tout-Écran)>’1)을 제작했다.

예를 들어, 테크네(Techné,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
술 연구소)의 연구원인 카린 엘르리는 청소년의 디

미디어교육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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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이티브’도 올바른 디지털 교육 필요

지털 이용에 대한 편견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

총 98페이지 분량의 이 가이드북은 ‘자녀들에게 정

장한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

보를 습득하는 방법 가르치기’, ‘자녀들에게 SNS

에 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

사용법 알려주기’,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 시

하지만, 이들 역시 다른 이용자들과 똑같은 인터넷

간 조정하기’, ‘폭력적인 이미지로부터 자녀들 보

이용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터넷 이

호하기’, ‘미디어와 정보 교육 실천’ 등 총 5개의 장

용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청소년들도 마찬

으로 구성되어 있다.2) 또한, 보다 생생한 방식으로

가지이며, 다만 이들에게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교육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삽화를 삽입했다. 일상

등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3살, 8살 그리고

한다.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정보를 얻는 동

16살의 자녀를 둔 가상의 가정을 상상해 구체적인

시에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하는 수

사례와 더불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단이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북은 ‘끌레미의 방향과 개선 위원회’ 소

노르망디대의 안 코르디에 정보커뮤니케이션학과

속 멤버 중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 이용 방식’을 연

교수 역시,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

구하는 그룹이 주도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라 ‘아직 성장 중인 개인들’이며 때로는 이들이 정

이 참여했다. 미디어교육의 사회적 쟁점이 학교의

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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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연맹에서도 미디어교육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디어교육이 모든 악에 대한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혐오 발언에
대처하도록 돕고, 이미지나 표현에
대한 해독 능력을 키울 것이다.”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분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

설명하고 있고, 아동정신의학자인 세르주 티스롱

전문가들의 조언이 실려 있다.

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파리 8대학 정보커뮤니

과 끌레미의 ‘교수법과 학문’ 분과 책임자인 이자

아울러 학교 밖 미디어교육에 앞장서는 다양한 단

케이션학과의 소피 제엘 교수는 아동과 청소년에

벨 페록-뒤메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체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단체가 미디어교

게 부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

연령에 맞지 않는 유해한 동영상물을 시청했을 때

육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일

히 폭력적인 게임이나 동영상을 접했을 때 부모가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조언하고 있다.

례로, 가족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동을 제안하는 단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춘기 이후까지도 막대한

이들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

체인 프레캉스 에콜(Fréquence écoles)의 대표 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이들에 대한 명

는데 예를 들면, 8살의 남자아이가 포르노그래피

리 브뤼야스는 오늘날 미디어는 그 자체로 사회화

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를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을 때 화를 내거나 당황하

의 공간이며 학교나 가족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인가? 저널리스트는 객관적인가? 언론들은 모두

대화를 통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 말고 아이가 본 것은 연출된 장면일 뿐 실제 상

과 청소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똑같은 뉴스를 취급하는가? 등등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전문가가 자신들의 분야와 관련된

황이 아니라는 것,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의 존중

그는 프레캉스 에콜이 참여하는 ‘탠덤(Tandem)’

이러한 ‘레 클레 데 메디아’는 학교 밖 미디어교육

조언을 들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관련법

에 기초한 훨씬 아름다운 것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

이라는 유럽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와

을 위한 가장 좋은 시도로 선정되어 올 초 저널리

전문가인 안토니 벰 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SNS

다고 조언한다. 이 외에도 연령별 디지털 및 동영

벨기에, 이탈리아의 부모 협회와 미디어교육 센터

즘 총회가 해마다 수여하는 미디어교육상을 수상

를 사용하면서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동성애 혐오

상 매체 이용시간,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

들이 만든 탠덤의 목표는 6~12세 어린이들이 처

하기도 했다.

적인 발언을 접한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법, 신뢰할 만한 정보 사이트 고르는 법 등 다양한

한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2만 5,000여개 가족협회를 총괄하는 전국가족협

그 이름처럼(tandem은 커플, 협력 등의 의미다)

회연맹(Uanf)은 부모를 위해 비디오 게임과 관련

교사와 학부모가 팀을 이루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된 콘퍼런스 및 워크숍,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함께

시간 등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에

모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 미디어와 디지털 이용에 관한 업무를 맡은 올리
비에 앙드리유-제라르에 따르면 도 단위 혹은 지역

라 파미으 투테크랑의 일부 <사진 출처 : http://www.clem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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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미디어교육에 앞장서는 단체들

단위 가족협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프랑스 대중 교육 분야의 개혁을 이끄는 교육연맹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마옌느 지역의 가족협회는

(Ligue de l’enseignement)에서도 미디어교육은 가

부모들끼리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

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단체에서 디지털

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

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앙토낭 코와는 “미디어교육

한 카페(Café des parents)’를 마련했다. 카페를 통

이 모든 악에 대한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혐오 발언

해 부모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서

에 대처하도록 돕고, 이미지나 표현들에 대한 해독

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랑

능력을 키울 것”이라면서 교육연맹이 생산하는 다

스 남부 오드 지역의 가족협회는 고등학생들이 매

양한 교육 자료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레 클

주 수요일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웹과 디지

레 데 메디아’라는 미니 동영상이다. ‘레 클레 데 메

털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가르쳐주는 ‘소와

디아’는 2분가량의 짧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통

이용 넷 쉬르 르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해 미디어교육의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정보

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

란 무엇인가, 정보 소스란 무엇인가, 광고란 무엇

는 문제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제공하는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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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킨 파리 테러가 있다. 이 테러는 표현의

사회의 부모들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역할이 시급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했는데

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혐오 발언이나 선동적인 메시지, 가짜 정보에
대항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됐다. 이후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키우는 데 있

스마트폰의 화면 역시 ‘에크랑’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라 파미으

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디어교육이 부각됐고, 디

있다.

지털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교육적, 사회적 쟁점으
그러나 미디어교육의 확장이 필요한 곳은 비단 프

조언하는가? 자녀의 디지털 기기나 동영상 매체 이용 시간을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텔레비전이나 동영상 보는 것을 피할 것

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다뤘다.

에서 이민자들이 소풍을 즐겼다’는 게시물에 근거

언어 개발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로 제시된 이미지의 사실 여부 확인 방법을 알

- 3세 이전에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보는 경우,

- 2세 이하의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책읽기와 수학)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태블릿PC는 전통적인 장난감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며

이 밖에도 미디어, 정보 및 디지털 교육에 도움이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정보원의 중요성

되는 사이트, 정보와 기만적인 선전을 구별하도록

을 알려주기 위해 2016년 5월 15세 퀘벡 소년인 윌

돕는 기관들의 사이트,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미디

리엄 고드리가 고대 마야 도시를 발견했다는 기사

어, 자녀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를 사례로 들면서, 이 기사의 정보 확인 과정에서

제공하는 단체의 사이트, 개인 정보의 노출 위험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 왜

없는 안전이 보장된 검색 엔진 등 다양한 사이트를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또한, 홍보성 기사와 뉴스

소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적합한 앱을 사용할 것
3~6세: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보는 시간을 제한할 것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서 본 것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할 것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비디오게임을 할 것
■이 연령대에는 혼자 게임을 하게 되면 쉽게 습관이 되고
강박적이 됨
6~9세: 컴퓨터를 통해 뭔가를 만들어볼 것
인터넷을 설명할 것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아이 방에 두지 않도록 할 것

기사의 구별 방법을 위해 문화 전문지 <레 쟁록큅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보는 시간을 정할 것

티블(Les Inrockuptibles)>에 실린 비디오 게임 테

민주 시민 위한 필수 교육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게 할 것

스트 관련 기사를 통해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 프랑스의 미디어교육은 학교 밖으로 확장하

■8세부터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에 대해 설명해줄 것

아울러 2016년 9월 16일 페이스북에 실려 수만 번

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5년 수많은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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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희망했고, 이들 중 83%가 공적 기관이 인터넷의 위험성에 관해

아이들의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대한 조언

공유된 적이 있는 ‘프랑스 국경 지역 칼레의 묘지

것인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모로서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에 관여하고 있나?

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에는 어머니의 날을 위한 축하 카드를 만들면서 지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어하는가?, 폭력적인 이미지로부터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

들며 즉각적으로 정보를 얻는 우리의 청소년들 역

3세 이하: 놀 것, 말할 것, 텔레비전을 보지 말 것

저널리즘 콘텐츠와 홍보성 기사를 어떻게 구별할

습득하도록 어떻게 가르치는가? 자녀의 SNS 이용에 대해 어떻게

아울러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들 중 78%가 학교 내 미디어교육

프랑스 교육연맹이 제작한 미디어교육용 애니메이션 ‘레 끌레 데 메디아’. 올해 학교 밖 미디어교육을 위한 우수 사례로 선정돼 저널리즘 총회가 수여하는

려주면서 인터넷에 제공된 이미지를 어떻게 확인

2) 이 가이드북은 2016년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끌레미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2,038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정보를

미디어교육상을 수상했다. <사진 출처 : http://rougepixel.poitou-charentes.fr>

를 어떻게 확인하며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투테크랑’은 ‘동영상 매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가족’으로 번역할 수

로 자리하게 됐다.
랑스만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넘나

마지막으로 <라 파미으 투테크랑>은 정보의 진위

1) 에크랑(Ecran)은 ‘스크린’ 혹은 ‘화면’이라는 의미다. 노트북이나

2017 Autumn

9~12세: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이
공유한 것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텔레비전과 컴퓨터 보는 시간을 정해둘 것
■언제부터 핸드폰을 가질 수 있는 지 알려줄 것
■인터넷의 특수성을 상기시킬 것
- 인터넷에 올리는 것들은 공적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
- 올린 것들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 인터넷에서 접한 모든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섞여있음
12세 이후: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가 필요함
아이 곁에 있어 줄 것
■아이의 적절한 이용 시간을 정해줄 것
■아이가 밤늦게 혼자 인터넷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불법다운로드, 포르노그래피, 사이버폭력에 대해
아이와 함께 대화할 것
■페이스북에서 아이와 친구 맺기를 하지 말 것
끌레미의 4가지 금지 사항
■아침에 컴퓨터, 스마트 기기를 보지 말 것
■식사 중 TV, 컴퓨터, 스마트 기기를 보지 말 것
■잠들기 전에 TV, 컴퓨터, 스마트 기기를 보지 말 것
■아이들의 방에 TV, 컴퓨터, 스마트 기기를 두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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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 사이트를 찾는 몇 가지 방법
1 잘 알려진 사이트인가? 법적 책임자가 누구인지,

조직의 구성원들은 누구인지를 표시해놓고 있나?

5

취재원인가? 다양한 취재원을 이용하고 있나?
인용하는 기사는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다. 정보의

2 정보 혹은 오피니언을 다루고 있나? 단순 견해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공분 역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는

6

3 맥락이 제공되지 않은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절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인가?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은 블로그가 엄청난 뉴스의 유일한

다시 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구도에서

제공자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사용하거나 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다.

7

이미지 검색 툴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날짜가 중요하다. 예전 뉴스나 사건사고 기사를 다시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종종 있다. 사이트에서 다루는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이미

곳에서 이미 사용된 이미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일어났던 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 있다.

1 나의 SNS 사용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몇 시간이나
보내는지, 어떤 순간, 어떤 공간에서 이용하는지?

6

3 내 사진, 동영상, 정보를 누구에게 배포하고 있는지
혹은 웹캠이나 메신저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해 주의한다(누가 내 진짜 친구인가?).

4 내가 쓴 글, 내가 한 말 혹은 보여주거나 공유한

것들이 실제 일상에서처럼 누구에게도 충격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5 공유하고자 하는 사진에 대해 미리 허락을 구한다.
SNS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거나 나를 보고 싶어
부모에게 알린다.

그것이 뉴스인지 혹은 광고인지, 아니면 정말

정보는 아닌지?

모르는 사람과는 만날 약속을 하지 않는다.
하거나 혹은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낸 경우에는

2 내가 읽는 것이 가짜 정보는 아닌지를 확인한다:
무료인지. 그리고 만약 무료라면, 혹시 내가 생산한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가 보다 잘 알려진
서로 유사한 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 전혀

믿지 말라.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경우는 장면 배치를

4 이미지를 확인하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의

취재원을 제시하고 있는 기사인가? 확인 가능한
하나의 취재원에만 기대는 기사 혹은 다른 사이트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경우 진짜 언론사가 아니다.

피하는 편이 낫다.

끌레미가 제안하는 건강한 SNS 이용을 위해 자녀들과 공유해야 할 10가지 규칙

7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나 첨부파일은 열지 않고,
링크 역시 클릭하지 않는다(개인정보를 몰래 빼가는
바이러스나 메시지에 주의할 것).

8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생기는 경우, 부모나 내가
아는 어른에게 연락한다. 가족이나 진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9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한다.

10 조금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이를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프라이버시

설정과 보안 설정을 자주 확인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한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Cnil 의 10가지 조언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

1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생각하세요: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당신이 올린 것(정보, 사진, 의견)을 볼 수

6

구성합니다.

2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올린

7

당신에게 안했으면 싶은 행동이라면 당신도 다른

8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3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세요. 당신의 정치적 성향, 종교,
전화번호 등은 제공하지 마세요.

4 당신 계정의 보안에 신경쓰세요: 당신이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SNS 계정의
보안을 늘 유지하세요.

5 가명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친구와 가족들 이외에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가명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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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동영상에 주의하세요: 당신의 친구들, 가족

비밀번호 노출에 주의하세요: 조금 복잡한 비밀

3세
~6세

인터넷 사용 내역을 청소하세요: 주기적으로 당신의
검색 기록을 삭제하세요. 만약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의
웹서핑을 고민해보세요.

10 당신의 흔적을 확인하세요: 검색엔진에서

주기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에 관해 어떤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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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텔레비전 시청이 적합하지 않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세상에 반응을 하면서
성장하는데, 텔레비전은 아이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행위자임을 배워야할 시기에 텔레비전 시청자로
스스로를 가두게 한다.
짧은 동영상을 볼 것을 조언한다. 다만 아이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허구와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끔찍한 이미지를 보면 실제처럼 여기지만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아이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번호를 사용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당신의 생년월일이나 별명은 사용하지 마세요.

9

3세
이하

혹은 당신 스스로에게 불편할 수 있는 사진들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것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절제된 발언을 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활동(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따라 서로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세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디지털 정체성을

아이들의 동영상 시청에 대한 조언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만드세요: 당신의

6세
~10세

6세부터 아이들은 이미지에 대해 경험을 갖기 시작하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본 것을 모방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존중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본 것들을
왜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10세
~12세

10세-12세의 아이들은 이미지에 보다 자율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기를 원한다.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옆에서 그 프로그램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때가

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허용된 이미지를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듣고 보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취향과 감성에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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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식 1

2017년�7�10월�
언론진흥재단�미디어교육�사업

자유학기제 정착 및 미디어교육 확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감 CEO 세미나.

재단이 진행한 하계 미디어교육 강사 보수교육 과정.

◎ 미디어교육 교재 리모델링

◎ 하계 강사 보수교육 과정

◎ 교감 세미나

◎ 온라인 교사연수 운영

재단은 ‘15년 ~ 16년 개발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재단에서 지원하는 미디어교육 수행 기관에서 수

재단은 상반기 교장 세미나에 이어 하반기에는 교

재단은 1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

교재를 교사들이 교과수업 내에서 보다 쉽고, 효율

업을 진행하는 미디어교육 강사 117명은 더 나은

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감 세미나는 지난 1년간

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온라인 교사연수를 무료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과 내용을 개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하계 미디어교육 강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디어

로 제공한다. 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용과 고학년

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관련 역량, 성취

사 보수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7월 말부터 8월 초

교육 기반의 미래형 교육을 살펴보기 위해 준비되

용 ‘재밌GO, 신나Get! - NIE수업방법’, ‘NIE &

기준 및 단원과 연계하여 구성과 내용을 수업 친화

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과정에서 강사들은

었다.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사범대 권오현 교수가

뉴스 리터러시 교육’ 중등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운

적으로 바꾼다. ② 교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뉴

경력에 따라 미디어교육 과정 기획론, 뉴스 리터러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감의 역할’을

영되며 각 과정별 30차시 이수자에게는 직무연수

스 리터러시 및 관련 역량 향상 정도를 확인하고

시 교재 활용 방법, 뉴스 리터러시 교육 평가 방법

주제로 21세기 새로운 학습능력에 대해 발표할 예

2학점이 인정된다.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차시별 역량 평가모

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가짜 뉴스에 대

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2015 교육과정 핵심역량

초등과정은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http://kpf.

델을 제시한다. ③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한 경각심을 키우고 교육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현

신장을 위한 미래형 교육’으로 동북고의 권영부 수

teacherville.co.kr), 중등과정은 사제동행 교총원

위해 교재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

직 언론인을 강사로 모셔 가짜 뉴스의 정의, 가짜

석교사가 발표한다. 현재 대구시교육청(11월 중)

격연수원(http://www.education.or.kr)에서 신청

성·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제시한다.

뉴스 구별 방법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 일정이 남아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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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식 2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사업 일정

◎ 뉴스 리터러시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영
분별력 있는 뉴스 이용을 장려하고 뉴스 리터러시

※ 문의 전화: 02-2001-7862~9

에 대한 관심 환기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뉴스 리
터러시 홍보 영상을 제작·방영 계획 중이다. 이
번 홍보 영상은 특히 세대별 매체 이용 특성을 반
영하여 선호하는 채널, 프로그램 형식 등을 다양
하게 기획·제작 중이며, SNS를 통한 2차 확산 및
NIE & 뉴스리터러시 교육 온라인 연수 화면

추후 뉴스 리터러시 수업 부교재로의 활용도 가능

8월 말 ~
12월 초

6월 ~ 12월

7월 ~ 12월

7월 ~ 12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교사용 뉴스 리터러시 온라인 교사 연수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 및

2학기

효과 조사 및 뉴스

프로그램(초등, 중등 / 30시간, 2학점)

보급

대학 뉴스활용 강좌

www.education.or.kr

www.forme.or.kr

리터러시 조사 실시

http://www.teacherville.co.kr

하도록 했다. 10월 중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

◎ 온/오프라인 교사연수 과정

정인 1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의 <대도박스>를 시

재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경

작으로 EBS <지식채널 e>(11월 중), CBS <세상을

기·인천·강원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가 참가

바꾸는 시간, 15분>(11월 말)이 제작, 방송될 예정

한 <뉴스로 만나는 세상>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

이다.

'18년 1월

'18년 1월

시 교육 - 뉴스로 만나는 세상> 기초과정을 온라인

11월 중

뉴스 리터러시 교과연구회

중등 교사 직무연수

다문화가족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결과보고서 제작

<뉴스로 만나는 세상> 심화과정

뉴스 활용 교재 배포

홍보 영상 방영

번 연수 과정은 온·오프연계 교육과정으로 실시
됐다. 참가 교사들은 7월 중에 <NIE＆뉴스 리터러

12월

◎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뉴스 리터러시

서울교육청 ‘18.1.8(월)～1.10(수)

(EBS 지식채널e,

경기교육청 ‘18.1.10(수)～1.12(금)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인천교육청 ‘18.1.15(월)～1.17(수)
강원교육청 18.1.18(목)～1.19(금)

교육 방향 연구

으로 수강하고 3일간의 직무연수에 참여했다. 참

디지털에 기반한 미디어 이용 환경은 매우 빠르게

가 교사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알찬 연수로

변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뉴스를 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 목표를 잘 알게 되었다”, “학

용하는 행태도 다양한 양상으로 급속하게 달라지

교 현장의 감각이 살아있는 연수로 수업 개선이나

고 있다. 기존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커리큘럼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많은 팁을 얻은 좋은 연수”라

나 체계도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문제의

고 평했다.

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됐다.

교재 신청 안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학교 현장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중학교(고등학교 활용 가능)

유치원·초등학교

이번 연구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확장된

◎ ‘군과 미디어’ 교육과정

형태의 뉴스에 대한 포괄적 정의, 뉴스 리터러시

재단은 2016년 7월 전 군 대상 정훈교육과 정신교

교육 체계의 디지털적 요소 강화 등이 다뤄질 예정

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방정신전력원과 협업을 체

이며 특히 미디어의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

결하고 <군과 미디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가능한 범용적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방법론이 개발

는 6월과 9월, 2회에 걸쳐 뉴스의 정의와 뉴스 리

될 것이다. 연구진은 김경희 교수(한림대), 이숙정

터러시를 이해하고, 언론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

교수(중앙대), 정용국 교수(동국대), 권진희 교수

는 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국방정신전력원을 방

(연세대) 및 언론진흥재단 양정애 연구위원으로

문해서 진행하는 교육도 3회 실시하여 더 많은 장

구성됐으며 연구 결과는 12월 중 보고서로 발간할

병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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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내 꿈을 펼치다!』

『뉴스 Talk, 뉴스를 만나다! 미래를 만나다! 』

『건강하고 바른 세상 뉴스로 배워요!』

교사용(수업용 PPT CD1 포함) 및 학생용

교사용 및 학생용

교사용 및 학생용

※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교육 포털 포미(www.forme.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문의 전화 : 02-2001-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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