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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들의 정보통신소양(ICT literacy; 이하 ICT 리터러시) 수준을 타당하고 신뢰로

운 방식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협의회 내용 

등을 종합하여 ICT 리터러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프레임(frame)

을 개발하였다. 즉, 모든 문항은 '내용요소×능력요소'로 구성된 이원분류표상의 요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으며, 내용요소는 ① 컴퓨터와 네트워크, ② 정보처리, ③ 정보사회와 윤리로, 능력요소는 ① 문제의 인식, 

② 정보의 탐색, ③ 정보의 분석과 평가, ④ 정보의 조직과 창출, ⑤ 정보의 활용과 관리, ⑥ 정보의 소통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프레임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

으로 중·고등학교별 ICT 리터러시 검사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10명의 전문가 평정을 통해 문항별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의 중학생 207명과 고등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각각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정답률과 변별도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는 중·고등학교 각각 능

력요소별로 5문항씩 고루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난이도와 변별도가 검증된 총 30개의 양호한 문항으로 선별하

여 구성하였다. 완성된 중․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반분신뢰도는 각각 0.72와 0.62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 정보통신소양,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고등학생, 능력요소, 내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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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흔히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 ,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 라고 한다. 이러

한 시 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로 발 하고, 지·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개인이 성공 인 삶을 살아가기 해서는 세계 수 의 창의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정보를 받아들여 단지 이용만 하는 수동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히 활용하고 타인과 극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보다 능동 이고 통합 인 능력

이 필요하다. 즉,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에게 알맞게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소경희, 은화, 1999). 

이에 따라 최근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 21세기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서 정보통신소양(ICT literacy; 이하 ICT 리터러시)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는 학교와 같은 교수․학습 장에서 다른 교과의 학습에 결정 인 향

을 미치며, 각종 고등정신능력을 신장시키기 한 기 인 능력이므로 이를 신장시켜야 할 필

요가 있다(진성희, 2006). 한 ICT 리터러시는 학생들의 학습 뿐 아니라 일상 인 생활 방식에

도 향을 미친다는 에서 보다 근본 인 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에 한 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실태와 

학생들 간 수  차가 어떠한지, 그 수 을 악하기 해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한 연구

는 미흡하 다(김혜숙, 진성희, 2006). 재 세계 각국에서는 ICT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ACER, 2005; ETS, 2006; OECD, 2003). 컨 , 호주의 

ACER(The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는 ICT 리터러시를 ‘ICT를 사용하여 

정보에 근하고 정보를 리․통합․평가함으로써 개인의 인지  발달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

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개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웹 기반의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

구를 개발하여 실시하 다(Ainley, Fraillon, & Freeman, 2007).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들은 ICT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수․학습모형 개발이나 이

를 구 하기 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에 을 맞춘 경우(박노숙, 오철환, 2004; 방주혜, 이

용배, 2006; 윤정석, 김갑수, 2003; 이 , 정 식, 김명렬, 2004; 최유 , 송정연, 2005)가 다

수이며, 이것 역시 부분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학교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에 한 연구는 미미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객 으로 측정하기 한 검사도구 개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도구를 

개발한 경우에도 단순한 컴퓨터  인터넷 활용이나 련 지식의 평가에 을 맞추거나, 학

생의 ICT 련 수행 수 을 평가하기 어려운 단답형 검사가 주를 이루었다(김혜숙, 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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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교육인적

자원부(2000)

정보 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능력

한국교육학술

정보원(2001)

건전한 정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적절한 곳에 접근하여 찾아 가공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전수진 외

(2003)

제공된 정보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를 요구에 알맞게 재구성하고 조직화하며,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의사소통 도구를 선택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Lonsdale & 

McCurry (2004)
ICT 활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기술을 통합하고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김혜숙, 진성희

(2006)

정보를 다루는 테크놀로지 기술과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능력

Ainley et al. 

(2007)

ICT를 사용하여 접근하고 정보를 관리․통합․평가함으로써 개인의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원규 외(2007)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며, 적절한 디지털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와 적합성을 판단하며, 문제의 목적에 적합하게 새로운 

정보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수집되고 생성된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보호하며, 

정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표 1> ICT 리터러시의 정의  

2006; 송재신 외, 1998; 이원규 외, 2007).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를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우선 우리나라의 등학교 학생들이 가져야 할 ICT 리터러

시의 개념과 평가 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평가하기 한 검

사도구 개발의 방법과 주요 차, 그리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ICT 리터러시의 개념
사회가 변화하고 고도의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정보 리터러시, 환경 리터러시, 미디어(media) 

리터러시, 다문화 리터러시와 같은 다양한 리터러시가 등장하 다. 이 에서도 ICT 리터러시와 

직 으로 련 있는 것은 ‘ICT 정보의 활용’ 측면을 강조하는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

시이다. 단, 이들 리터러시가 ICT를 학습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면, ICT 리터러시는 기술  노

하우에 을 두어 ‘ICT 도구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ACRL, 2000; Aufderheide, 1992; ETS, 

2003; Lonsdale & McCurry, 2004). <표 1>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규정한 ICT 리터러시의 정

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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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리터러시는 그 범 를 ICT에 한정하고 있지만 특정 ICT에 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보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일반 인 정보 련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인지 , 비인지  속성을 모두 포 하는 개념이다(Leu et al., 2003; McMillan, 1996; 

Williams, 2003). 즉, ICT 리터러시에는 정보처리과정, 디지털 기술, 의사소통 도구, 네트워크 

등의 사용과 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 사용에 한 윤리 , 법  인식 등 ICT와 련된 기

술, 능력, 태도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CT 도구 활용과 ICT를 통한 정보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ICT 리터러시를 정의하고자 한다. 즉, ICT 리터러시는 ‘ICT와 련된 문제를 인식하

고, 이를 해결하기 해 ICT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 분석, 평가, 조직, 창출, 활용, 리

하며, 정보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에 대한 선행연구
ICT 리터러시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ICT 리터러시의 개념이나 구인을 이론 으로 규

명하기 한 연구들이었으며,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객 으로 측정하기 한 검사

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ICT 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ICT 

리터러시의 내용을 분류(권 상, 이은정, 2006; 김홍래, 2006; 문 , 2003)하거나 ICT 리터러

시 교육을 한 교수․학습모형 개발이나 웹기반 환경 조성에 을 맞춘 경우(박노숙, 오철

환, 2004; 방주혜, 이용배, 2006; 윤정석, 김갑수, 2003; 이미화, 문성원, 2006; 이 , 정 식, 김

명렬, 2004; 최유 , 송정연, 2005)가 다수 다.

한편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개발과 련된 기의 연구에서는 단순한 컴퓨터  인터넷 활

용이나 련 지식의 측정․평가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ICT 리터러시를 단

순한 컴퓨터 련 기  능력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보를 활용한 조직, 종합화, 문제해결, 지식 

생성  달 등과 같은 고차원  능력으로 설정하여 이를 측정․평가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

지고 있다.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와 련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ICT 리터러시 검사의 하

역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컨 , OECD(2003)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차 확장되고 있는 리터러시의 범 를 고려

하여 ‘ICT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평가하기 해 ‘숙달(proficienc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다. 즉, ICT 리터러시는 ICT 숙달, 인지  숙달, 기술  숙달로 구성되어 있으며, ICT 

숙달 정도는 근(access), 리(manage), 통합(integrate), 평가(evaluation), 생성(create)의 5가

지 능력요소로 평가한다. ACER(2005)와 ETS(2006)에서도 OECD의 능력요소를 발 시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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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하위영역

김민하,

안미리

(2003)

⋅컴퓨터 리터러시: 기초 컴퓨터 작동 능력, Windows 조작 능력, 프로그램 활용 능력, 인터넷 

조작 능력

⋅정보 리터러시: 정보 필요성 인식 능력, 정보 검색 능력, 정보 분석 및 추출 능력, 정보의 

조직과 활용 능력, 정보 검색 과정 및 결과물 평가 능력, 정보윤리 평가 능력

⋅지식 리터러시: 커뮤니티 기술 활용 능력

OECD

(2003)

⋅능력요소: 접근, 관리, 평가, 통합, 생성

⋅ICT 숙달: 인지적 숙달과 기술적 숙달을 통합한 개념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2004)

⋅수집(정보검색), 전달(서비스 활용), 가공/창출(문서생성), 관리(컴퓨터 상식, 운영체제, 

유틸리티), 정보사회(정보사회의 이해, 정보윤리, 법규)

ACER

(2005)

⋅능력요소: 접근, 관리, 평가, 새로운 이해개발, 상호 의사소통, 적절한 ICT 사용

⋅성취기준: 정보를 이용해 작업할 수 있는가,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책임감 

있게 ICT를 사용할 수 있는가

ETS

(2006)

⋅능력요소: 정의, 접근, 관리, 평가, 통합, 창조, 의사소통

⋅ICT 숙달: 인지적 숙달과 기술적 숙달을 통합한 개념

이원규 외

(2007)

⋅내용영역: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의 표현과 논리, 알고리즘과 모델링, 정보사회와 윤리

⋅능력요소: 정의, 접근, 평가, 생성, 관리, 전달

<표 2> ICT 리터러시 검사의 하 역에 한 선행연구

작용이 가능한 웹기반의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이들은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ICT 리터러시의 성취기 (ETS의 경우 기 수 과 발 수 의 

2단계, ACER의 경우 좀더 세분화된 6단계)을 명료하게 설정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

러나 평가 역을 설정할 때 ICT 련 내용 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일반 리터러시와 구분되

는 ICT 리터러시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원규 외(2007)는 우리나라 등학생의 ICT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해 국 으로 표

화된 온라인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이들은 ICT 리터러시의 평가요소를 4개의 내용 역(① 

컴퓨터와 네트워크, ② 정보의 표 과 논리, ③ 알고리즘과 모델링, ④ 정보사회와 윤리)과 6개

의 능력요소(① 정의, ② 근, ③ 평가, ④ 생성, ⑤ 리, ⑥ 달)로 구분하고, 학년에 따른 수

행능력을 고려해 3단계로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그러나 학생들의 지역별, 성별, ICT 활용도 

등과 같은 변인과 ICT 리터러시 간의 련성을 충분히 탐색하지 않았다는 제한 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ICT 리터러시를 내용요소와 능력요소로 나 어 

통합 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이는 ICT 리터러시를 규정할 때 컴퓨터 조작 기능 심의 내용

요소만을 다루거나 혹은 정보처리과정 심의 능력요소만을 강조했던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하

기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내용요소는 ‘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정

보 소양능력을 키우기 해 획득하여야 할 내용’으로, 능력요소는 ‘ICT 리터러시에 한 ․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행능력’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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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3차에 걸친 문가 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별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그리고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등을 검하기 

해 학생 256명, 고등학생 146명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하고, 학생 15,117명과 고등학

생 2,429명을 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 다.  

1. 검사도구 프레임 개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임(frame)은 문헌연구와 문가 의회를 통해 개발하 다. 우

선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의 ‘능력요소’를 설정하기 해 정보처리과정을 반 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련 선행연구들(이원규 외, 2007; ACER, 2005; ETS, 2006; OECD, 2003 등)

을 분석하 다. 그리고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의 ‘내용요소’를 설정하기 해 우리나라

의 ․고등학교 ICT 련 교육과정, 즉 ｢ ․ 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 지침｣(교육인

자원부, 2005)의 컴퓨터 내용학 분류와 ․고등학교 ICT 련 교과서를 분석하 다. 

ICT와 련된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자유선택 과목인 ‘컴퓨터’와 필수 과목인 ‘기술·가정’

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교 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가정 교과서 4권과 컴퓨터 교

과서 5권, 즉 총 9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그리고 ICT와 련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보통교과 선택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와 ‘정보사회와 컴퓨터 부록’, 문교과인 ‘컴퓨터 일

반’과 ‘컴퓨터 일반 부록’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모든 계열의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고 

있는 ‘정보사회와 컴퓨터’ 교과서 5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한편 문가 의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문가 의회는 련분야 교수 3명, 

연구원 2명, 장 교사 3명, 교육학 공 석․박사과정 학원생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

다. 1차 문가 의회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ICT 리터러시 평가 역의 성을 3  

척도(‘상’, ‘ ’, ‘하’)로 평가하 고, 그 결과를 반 하여 각 평가 역을 수정․보완하 다. 그리

고 2차 문가 의회는 련분야 교수 3명, 연구원 2명, 교육학 공 박사과정 학원생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서는 1차 문가 의회에서 논의된 바를 검토하여 평가 역

별 하 항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 다. 

끝으로 3차 문가 의회는 련분야 교수 4명, 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3명, 장교사 5명, 

교육공학  측정․평가 공 학원생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가들은 개발

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에 하여 ‘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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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매우 타당하다’의 5  Likert 척도로 평가 역의 타당도를 평가하 으며, 이를 바탕으

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임을 최종 으로 확정하 다(최종 검사도구 임은 ‘Ⅳ. 연

구 결과’ 참조). 

2. 예비검사 문항 개발
ICT 리터러시의 비검사 문항은 5지 선다형으로, 검사도구 임에 기반하여 학생용과 

고등학생용으로 나 어 제작되었다. 재 ICT 련 교육과정 체계를 반 하여 학생용 검사

도구는 학교 1, 2, 3학년을 상으로 한 공통 문항으로, 고등학생용 검사도구는 인문계 고등

학교 1학년을 상으로 개발되었다. 일차 으로, 비검사 문항은 검사도구 임의 능력요소

와 내용요소, 상 정답률(상, , 하) 분포를 고려해 ․고등학생용 각각 100문항씩 총 200문

항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에 한 문항양호도를 검하기 하여 내용 문가 총 10명( 장교사 4명, 교육공

학  컴퓨터 교육 공 학원 박사과정 6명)을 상으로 문항 합도 평가를 실시하 다. 참

고로 문항 합도는 상(3 ), (2 ), 하(1 )의 3  척도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 다. 문항 합도

를 검토할 때에는 각 문항에 한 안면타당도 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검사 상 수 에 합한 

용어의 선택과 통일, 간결하고 명확한 문제 제시, 난이도 조  등을 통해 각 문항을 수정․보완

하 다.

이러한 각 문항별 문항 합도 평균 수와 검사도구 임의 능력요소, 내용요소, 상 정

답률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 으로는 ·고등학생용 각각 60문항, 총 120문항의 비검사 문항

을 도출하 다. 

3. 예비검사 실시
ICT 리터러시의 비검사는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약 10일간, 지필식 검사 형

태로 실시되었다. 비검사 실시를 해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각각 2개교, 총 4개교를 

표집하 으며, 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학생들이 고루 표집될 수 있도록 상 학 을 선정하

다. 우선, 학교의 경우 1, 2, 3학년 총 256명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하 고, 최종 으로 

설문에 응하지 않았거나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207명을 

상으로 검사 결과를 분석하 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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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집수 분석 사례수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184 71.9 136 65.7

여자 72 28.1 71 34.3

학년별

1학년 71 27.7 56 27.0

2학년 105 41.0 89 43.0

3학년 80 31.3 62 30.0

전체 256 100.0 207 100.0

<표 3> 표집  분석 상: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총 146명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하 고, 

최종 으로 설문에 응하지 않았거나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128명을 상으로 검사 결과를 분석하 다(<표 4> 참조). 이 연구에서는 ICT 공통교육과정(교육인

자원부, 2005)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주요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고등학

교 1학년 때 배워야 할 ICT 련 교과를 2학년 때 이수한 학생 38명을 포함시켰다. 

구분
표집수 분석 사례수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76 52.1 70 54.7

여자 70 47.9 58 45.3

학년별
1학년 108 74.0 93 72.7

2학년 38 26.0 35 27.3

전체 146 100.0 128 100.0

<표 4> 표집  분석 상: 고등학교 

4. 예비검사 결과 분석
먼 , 비검사 문항에 한 학생들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기 해 각 문항의 답지별 응답 비

율, 평균과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치를 도출하 다. 한 최종 본검사 문항을 선정하기 해 

문항별 합도, 정답률, 변별도를 도출하 다. 이때 문항별 합도는 3  척도를 활용한 문가

들의 검토에 의해 도출하 고, 정답률과 변별도는 고 검사이론을 활용하여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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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검사의 신뢰도와 구인타당도 분석
최종 으로 완성된 본검사인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는 온라인 검사방식으

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국 시․도별로 비율표집한 학생 15,117명과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429명이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본검사의 반분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를 분석하

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분석하 다(본검사 분석 

상은 <표 5> 참조).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AMOS 7.0 로그램을 사용하 고, 모

수 추정 방식으로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 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8,474 56.1 1,317 54.2

여자 6,643 43.9 1,112 45.8

학년별

1학년 5,135 34.0 2,429 100.0

2학년 5,162 34.1 - -

3학년 4,820 31.9 - -

전체 15,117 100.0 2,429 100.0

<표 5> 본검사 분석 상

Ⅳ. 연구 결과

1.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프레임 개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문가 의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든 문항이 ‘내용요소×

능력요소’로 구성된 이원분류표상의 요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ICT 리터러시의 능

력요소와 내용요소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CT 리터러시의 능력요소

ICT 리터러시의 능력요소는 ‘ICT 리터러시에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행능력’으로, 하

요소는 ① 문제의 인식, ② 정보의 탐색, ③ 정보의 분석과 평가, ④ 정보의 조직과 창출, ⑤ 

정보의 활용과 리, ⑥ 정보의 소통의 6가지로 구성되었다. 각 능력요소별 의미를 조작 으로 

정의하여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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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컴퓨터와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의 표현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운영체제
운영체제의 개념과 종류 

운영체제의 기능과 조작

인터넷과 

네트워크

서버와 네트워크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 활용(검색, 메일, 메신저)

<표 7> ICT 리터러시의 ‘내용’ 요소 

능력요소 정의

문제의 인식
ICT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탐색 ICT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분석과 

평가

ICT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보의 타

당성, 정확성, 신뢰성,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조직과 

창출

ICT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 통합, 고안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정보의 활용과 

관리

ICT를 활용하여 수집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소통 ICT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타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표 6> ICT 리터러시의 ‘능력’ 요소 

2) ICT 리터러시의 내용요소

ICT 리터러시의 내용요소는 ‘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 소양능력

을 키우기 해 획득하여야 할 내용’으로, ｢ ․ 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 지침｣(교육인

자원부, 2005)의 컴퓨터 내용학 분류와 ·고등학교 ICT 련 교육과정 분석  문가 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하 다. ICT 리터러시의 내용요소는 크게 3개의 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는 8개의 역, 27개의 소 역을 포함하고 있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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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정보처리

문서작성

문서작성 및 편집

통합문서 작성

웹 문서 작성(홈페이지 제작 포함)

자료분석

전자계산표 작성(함수 포함)

워크시트 편집

차트와 데이터 관리

멀티미디어

제작

소리자료 제작

그림자료 제작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제작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정보사회와

윤리

정보사회

정보사회의 특성과 미래

정보기술의 응용 사례

사이버 기관 및 단체의 종류와 역할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직업과 역할

정보윤리

개인 정보의 보호

지적 재산권(저작권)의 보호

컴퓨터 암호화와 보안프로그램

올바른 네티즌 의식과 비판적 태도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표 7> - 계속

2.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개발
비검사 실시 결과를 분석하고 문가 의회 등을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등학

교별로 30문항씩 총 60문항의 본검사를 완성하 다. ICT 리터러시 본검사의 문항별 내용요소

와 능력요소의 분포를 ․고등학교별로 나타내면 각각 <표 8>, <표 9>와 같다. 여기서는 각 

내용요소의 역별로 9～11문항씩, 능력요소별로 5문항씩 분포하도록 하여 균형 으로 ICT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본검사 문항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포 하기 해 총 27개의 소 역을 모두 포함하되, 장 

교사들이 단하기에 요한 내용요소는 추가하 다. 그리고 문가 검토를 통해 문항 합도

가 2 (‘ ’) 이하인 문항은 삭제하 다. 아울러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변별도

를 높이기 해, 정답률 분포에서 ‘상’, ‘ ’, ‘하’ 각 10개씩 골랐으며, 변별도가 .20 미만인 문항

들은 최종 본검사 문항에서 제외하 다. 본검사에 한 문항양호도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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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소 능력요소별 문항 수

대영역 중영역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과 

평가

정보의 

조직과 

창출

정보의 

활용과 

관리

정보의 

소통
합계

컴퓨터와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 0 0 2 3 0 0 5

운영체제 1 0 1 0 0 0 2

인터넷과 네트워크 0 1 0 1 0 2 4

정보처리

문서작성 0 0 0 0 3 0 3

자료분석 1 0 0 1 1 0 3

멀티미디어 제작 2 0 0 0 1 1 4

정보사회와 

윤리

정보사회 0 2 0 0 0 1 3

정보윤리 1 2 2 0 0 1 6

합계 5 5 5 5 5 5 30

<표 9> 고등학교 본검사의 구성

내용요소 능력요소별 문항 수

대영역 중영역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정보의 

분석과 

평가

정보의 

조직과 

창출

정보의 

활용과 

관리

정보의 

소통
합계

컴퓨터와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 0 0 2 0 0 1 3

운영체제 0 2 0 0 1 0 3

인터넷과 네트워크 1 0 0 0 1 2 4

정보처리

문서작성 0 0 0 2 1 0 3

자료분석 0 1 1 1 1 0 4

멀티미디어 제작 1 0 0 2 1 0 4

정보사회와 

윤리

정보사회 1 2 1 0 0 0 4

정보윤리 2 0 1 0 0 2 5

합계 5 5 5 5 5 5 30

<표 8> 학교 본검사의 구성 

중학교(총 30문항) 고등학교(총 30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2.37 0.22 2.38 0.25

변별도 0.47 0.15 0.37 0.12

정답률 0.41 0.17 0.30 0.14

<표 10> 본검사의 문항양호도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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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요소 능력요소 정답률 예비검사 결과

소영역
문제 

인식

정보 

탐색

정보

분석

과 

평가

정보

조직

과 

창출

정보

활용

과 

관리

정보

소통
상 중 하 적합도 정답률 변별도

1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 ○ 2.38 0.56 0.39 

2 데이터의 표현 ○ ○ 2.00 0.23 0.32 

3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 ○ 2.71 0.37 0.45 

4 운영체제의 개념과 종류 ○ ○ 2.29 0.29 0.32 

5 운영체제의 기능과 조작 ○ ○ 2.25 0.19 0.23 

6 운영체제의 개념과 종류 ○ ○ 2.43 0.35 0.38 

7 서버와 네트워크 ○ ○ 2.38 0.38 0.45 

8 컴퓨터 통신망 ○ ○ 2.43 0.09 0.20 

9 인터넷 활용 ○ ○ 2.00 0.60 0.51 

10 문서작성 및 편집 ○ ○ 2.50 0.26 0.35 

11 통합문서 작성 ○ ○ 2.50 0.43 0.57 

12 웹문서 작성 ○ ○ 2.29 0.33 0.44 

13 전자계산표 작성 ○ ○ 2.25 0.44 0.52 

14 워크시트 편집 ○ ○ 2.71 0.42 0.47 

15 차트와 데이터 관리 ○ ○ 2.50 0.30 0.47 

16 차트와 데이터 관리 ○ ○ 2.63 0.31 0.39 

17 소리자료 제작 ○ ○ 2.50 0.47 0.61 

18 그림자료 제작 ○ ○ 2.00 0.25 0.29 

19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제작 ○ ○ 2.00 0.11 0.20 

20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 ○ 2.13 0.37 0.46 

21 정보사회의 특성과 미래 ○ ○ 2.57 0.31 0.39 

22
사이버 기관 및 단체의 종류와 

역할
○ ○ 2.57 0.62 0.55 

23 정보기술의 응용 사례 ○ ○ 2.29 0.42 0.47 

24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직업과 

역할
○ ○ 2.00 0.69 0.75 

25 지적재산권의 보호 ○ ○ 2.57 0.64 0.59 

26 개인 정보의 보호 ○ ○ 2.50 0.75 0.75 

27 컴퓨터 암호화와 보안 프로그램 ○ ○ 2.71 0.50 0.59 

28
올바른 네티즌 의식과 비판적 

태도
○ ○ 2.25 0.65 0.64 

29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 ○ 2.43 0.57 0.59 

30 인터넷 활용 ○ ○ 2.25 0.51 0.68 

계 5 5 5 5 5 5 10 10 10 2.37 0.47 0.41

<표 11> 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문항별 구성 

본검사의 문항별 구성  문항양호도 기술통계치를 ․고등학교별로 제시하면 각각 <표 

11>,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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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요소 능력요소 정답률 예비검사 결과

소영역
문제 

인식

정보 

탐색

정보

분석

과 

평가

정보

조직

과 

창출

정보

활용

과 

관리

정보

소통
상 중 하 적합도 정답률 변별도

1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 ○ 2.56 0.76 0.41 

2 데이터의 표현 ○ ○ 2.33 0.32 0.38 

3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 ○ 2.67 0.37 0.40 

4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 ○ 2.44 0.27 0.27 

5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 ○ 2.11 0.21 0.27 

6 운영체제의 개념과 종류 ○ ○ 2.44 0.16 0.20 

7 서버와 네트워크 ○ ○ 2.22 0.23 0.36 

8 운영체제의 기능과 조작 ○ ○ 2.78 0.25 0.33 

9 컴퓨터 통신망 ○ ○ 2.33 0.51 0.57 

10 인터넷 활용 ○ ○ 2.22 0.26 0.35 

11 워크시트 편집 ○ ○ 2.11 0.15 0.23 

12 문서작성과 편집 ○ ○ 2.33 0.49 0.58 

13 인터넷 활용 ○ ○ 2.56 0.30 0.39 

14 그림자료 제작 ○ ○ 2.11 0.37 0.40 

15 통합문서 작성 ○ ○ 2.56 0.23 0.36 

16 웹 문서 작성 ○ ○ 2.44 0.17 0.23 

17 차트와 데이터 관리 ○ ○ 2.13 0.41 0.46 

18 전자계산표 작성 ○ ○ 2.67 0.27 0.41 

19 소리자료 제작 ○ ○ 2.71 0.22 0.42 

20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제작 ○ ○ 2.22 0.06 0.16 

21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 ○ 2.00 0.42 0.48 

22 컴퓨터 암호화와 보안 프로그램 ○ ○ 2.22 0.22 0.23 

23 정보사회의 특성과 미래 ○ ○ 2.22 0.42 0.53 

24 정보기술의 응용 사례 ○ ○ 2.11 0.18 0.29 

25
사이버 기관 및 단체의 종류와 

역할
○ ○ 2.43 0.29 0.46 

26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직업과 

역할
○ ○ 2.00 0.30 0.46 

27 개인 정보의 보호 ○ ○ 2.86 0.12 0.20 

28 지적 재산권의 보호 ○ ○ 2.33 0.17 0.26 

29
올바른 네티즌 의식과 비판적 

태도
○ ○ 2.33 0.47 0.58 

30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 ○ 2.86 0.43 0.52 

계 5 5 5 5 5 5 10 10 10 2.38 0.30 0.37

<표 12>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문항별 구성 

최종 인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는 온라인으로 제작되었다. 온라인 검사도구의 문항 유형은 

5지 선다형이며, 한 페이지에 1개 문항씩 제시되도록 하 다. 이는 지필식 검사도구와 달리 온

라인 검사도구에서는 학생들이 문항을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용 검사도구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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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시는 [그림 1]과 같으며, 이 문항의 능력요소는 ‘정보의 소통’이고, 내용요소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인터넷과 네트워크’  ‘인터넷 활용’이다(각 문항에 한 자세한 사항은 백순근 

외(2008) 참조).

 

30. 다음은 림이가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내기 해 작성한 화면이다. 다음 화면에 한 설

명  옳지 않은 것은?

① 메일을 받는 친구는 총 네 명이다.

② 윤수는 세희가 함께 편지를 받는 사실을 안다.

③ 정아는 윤수가 함께 편지를 받는 사실을 안다.

④ 모든 친구들에게 두 개의 그림 일이 송된다.

⑤ 세희는 은 , 윤수, 정아가 함께 편지를 받는 사실을 안다.

[그림 1] ‘정보의 소통’ 역과 ‘컴퓨터와 네트워크’ 역의 측정 문항 시 

끝으로, 본검사의 문항양호도를 분석하기 해 신뢰도와 구인타당도를 검증하 다. 먼  반

분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72, 고등학생

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62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는 비교  신뢰롭다고 단할 수 있다. 참고로 반분신뢰도는 홀수번호와 짝

수번호 문항으로 나 는 방법을 활용하 는데, 이는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가 일

종의 성취도 평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내용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해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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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검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검사도구 임의 내용요소( 역, 역)

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에 한 반 인 합도를 알아보기 해 확인  

요인분석 결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합도 지수인 χ², NFI, TLI, RMSEA를 살펴본 결과, 모두 

양호하 다(<표 13> 참조). 

구분 χ² NFI TLI RMSEA

중학교 (N=15,177) 141.750*** .989 .985 .022

고등학교 (N=2,429)  24.552 .980 .991 .012

*** p<0.01

<표 13> ICT 리터러시 모형에 한 합도 지수들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각각 [그림 2], [그

림 3]과 같으며, 그림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ICT 리터러시라는 잠재 변인에 한 각 하 요인들

의 향력을 나타내는 표 화 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이다. 이를 통해 ․고등

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는 양호하다고 단할 수 있다. 

 

ICT
리터러시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처리

정보사회와
윤리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인터넷과_네트워크

문서작성

자료분석

멀티미디어_제작

정보사회

정보윤리

.94

.96

.91

.23

.29

.64

.55

.57

.45

.36

.71

e1

e2

e3

e4

e5

e6

e7

e8

e10

e11

e9

[그림 2] 확인  요인분석 결과: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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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리터러시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처리

정보사회와
윤리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인터넷과_네트워크

문서작성

자료분석

멀티미디어_제작

정보사회

정보윤리

.97

.90

.99

.38

.41

.36

.37

.36

.57

.36

.49

e1

e2

e3

e4

e5

e6

e7

e8

e10

e11

e9

[그림 3] 확인  요인분석 결과: 고등학생용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 은 ․고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객 이고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해 선행연구 분석과 문가 의회 

내용 등을 종합하여 ICT 리터러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한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의 임을 개발하 다. 모든 문항은 ‘내용요소×능력요소’로 구성된 이원분류표에서 각각

의 요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때 내용요소는 크게 ① 컴퓨터와 네트워크, ② 정보

처리, ③ 정보사회와 윤리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능력요소는 ① 문제의 인식, ② 정보의 

탐색, ③ 정보의 분석과 평가, ④ 정보의 조직과 창출, ⑤ 정보의 활용과 리, ⑥ 정보의 소통

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임은 세 차례에 걸친 문가 의회를 통해 내용타당도

를 검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별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가 제작되었다. 이 연

구에서는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해 우선 10명의 문가 평정을 통해 문항별 내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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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를 확인하 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학생 207명과 고등학생 

128명을 상으로 ․고등학교 각각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비검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정답률과 변별도를 분석하 다. 

이러한 비검사 분석 결과와 문가 의회 등을 바탕으로 최종 인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가 완성되었다. 개발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는 ․고등학교 각각 능력요소별로 5문항씩 고

루 분포하도록 하 으며, 난이도와 변별도가 검증된 총 30개의 양호한 문항으로 선별하여 구성

하 다. 그리고 국 각 시․도별로 비율표집한 학생 15,117명과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

생 2,429명이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본검사의 반분 신뢰도를 분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최종 으로 완성된 ․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각각 0.72와 0.62로 비교  양호하 으며, 구인

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는 ․고등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객 으로 측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ICT 리터러시 수 을 진단하고, ICT 련 교과지

식  능력에 한 숙달 여부를 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한 단 학교 수 에서는 학생들

의 ICT 리터러시 숙달  훈련을 한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ICT 리터

러시 수 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축 한다면 교육정보화 정책의 개선이나 향상 정도를 지

속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검사는 · 등학생 뿐 아니라, 성인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악하기 한 측정도구 개발의 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ICT 리터러

시 검사도구를 효과 으로 활용하고 보 하기 해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 검사도구에 한 지속 인 갱신 작업이 필요하다. 컨 , 

온라인 검사도구와 지필식 검사도구를 활용하 을 때 어떻게 다른 결과가 래되는지에 한 

검토와 함께,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서 검사도구가 편 으로 작용하는지를 문항차별기능(DI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등을 통해 심층 으로 분석하여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검사도

구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택형 검사의 경우 지식의 차이가 아닌 수행의 차이

에 의해 성취수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이 있기 때문에 장기 으로는 실제 학생들

이 직  산출물(product)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행형(遂行型)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도구를 개

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ICT 리터러시는 지식의 이해 측면을 넘어 이를 실세계에 용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 을 지향하고 있는 바,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활용에 한 교육목

표를 수립·지향함으로써 ICT 리터러시 수 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검

사도구의 내용요소  ‘정보사회와 윤리’ 역에 한 이해와 요성이 재의 교육과정에도 

극 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정보사회와 윤리’ 역을 포함하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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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ICT 리터러시의 수  반에 한 단 학교 교사들의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구체 이

고 실천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ICT 리터러시 검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어, 어, 수학, 사회, 

과학 역의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와 병행하여 지속 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ICT 리터

러시 검사 결과는 학생들의 컴퓨터 련 교과에 한 지식과 이해 수 을 넘어, 학습자 개개인

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악하는 데 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학생에 한 ICT 리터러시의 추이 분석을 통해 기  수 에 미달한 학생들의 발생 원인을 

악하여 그 수를 이고, ICT 련 교육정책의 성과를 악하여 이를 근거로 교육여건이나 환경

이 열악한 지역과 학교에 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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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ICT Literacy 

Assessment for Secondary School Student

1)Sun-Geun Baek*․Dongil Kim*․Mi-Ryang Kim**․Hye-Sook Kim***

Ye-Lim Yu****․So-Hwa Park****․Se-Won Kim****․Mee-Reem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ICT literacy assessment for secondary school 

student to evaluate their ICT literacy level. To do this, the concept of ICT literacy and framework 

of the test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s and a series of expert conferences. 

Item pool was developed under the strands of 'contents' and 'abilities'. The strands of contents 

were categorized into 3 dimensions: i) computer and network, ii) information processing, and 

iii) information society and ethnical issues. The strands of abilities were categorized into 6 

dimensions: i) to identify a problem, ii) to process information acquired, ⅲ)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acquired, ⅳ) to create and re-organize information acquired, v) to 

utilize and manage information acquired, and ⅵ) to communicate and share with information. 

The contents of item pool were reviewed by the expert conferences three times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test was also verified by 10 experts. The 60 items with five-multiple 

choices were prepared for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respectively. The pilot test was 

performed and analyzed for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on, targeting 207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128 senior high school students. With the results from preliminary test 

and expert conferences, the final version of ICT literacy assessment was confirmed. The 

developed ICT literacy assessment items were selected in balance with 5 items from each ability 

strands. The 30 items have been prepared verified by the degree of item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The complete form of ICT literacy assessment has good construct validit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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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hecked b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lso, the 

split-half reliability was estimated .72 and .62 respectively.

Key words: ICT literacy, ICT literacy assessment, secondary school student, strands of 

contents, strands of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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