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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 는 주어진 정보를 단순히 이용만 하는 수동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

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여 히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극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보다 능동 이고 통합 인 능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최근 문제해결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등 21세기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서 정보통신기술 소양(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Literacy; 이하 ICT 리터러시)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ICT 

리터러시는 ‘ICT와 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ICT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 분석, 평가, 조직, 창출, 활용, 리하며 정보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효율 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백순근 외, 2008).

이와 같은 ICT 리터러시의 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

시 검사도구(백순근 외, 2008; 서순식 외, 2008; 이원규 외, 2007)를 개발하 다. 이 검사도구들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반 하여 ICT와 련된 기본 소양을 평가 문항을 통해서 신뢰롭고 타당하

게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 수 을 객 으로 측정․평가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 고차

원  사고과정을 ‘직 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과제

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방식으로 ICT를 활용하여 직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

록 하는 수행형(遂行形) 검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 세계 각국에서는 웹 기반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Ainley et al., 2007; ETS, 2006; 

OECD, 2003)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컨  호주의 ACER(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는 기본 인 컴퓨터 기술과 지식을 평가하는 일반기

술검사(general skill test)와 반 인 컴퓨터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혼합 평가 모듈(hybrid 

assessment modules)로 구성되는데, 자는 주로 선다형 검사를 활용하고 후자는 수행형 문항

을 활용한다(Ainley et al., 2007). 그리고 미국 ETS(the 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iSkills 검

사 역시 고등학생, 학생  성인의 ICT 리터러시를 평가하기 해 시나리오 기반의 수행형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ETS, 2006).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선다형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ICT를 활용하여 실제 문제 상

황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직  만든 산출물을 평가하는 웹기반 · ·고등학생용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개발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우선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와 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수행형 문항의 분석  채 을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루 릭(rubric) 

개발 차에 해 살펴본 후,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를 ‘직 으로’ 측정하기 한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개발 방법과 주요 차, 그리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ICT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검사 문항의 유형은 크게 선다형과 수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

다형 검사도구 개발과 련된 연구로는 이원규 외(2007), 백순근 외(2008), 서순식 외(2008)가 

표 이며, 수행형 검사도구의 개발과 련된 연구로는 OCED(2003), 삼성SDS(2006), ETS(2006), 

ACER(Ainley et al., 2007)의 연구가 표 이다.

먼 , 선다형 검사도구들은 ‘내용요소×능력요소’로 이 진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을 

개발하고 이러한 요소를 통합 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에서 기존 정보통신소양 련 검사들과 

구분된다(<표 1> 참고). 컨 , 이원규 외(2007)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도출한 내용

요소와 ETS(2006)의 능력요소를 활용하여 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이

어 백순근 외(2008)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선행연구 분석에 근거하여 ‘내용요소×능력요소’로 

이 진 검사도구 임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를 각각 개발하

다. 서순식 외(2008)는 이원규 외(2007)의 후속연구로 백순근 외(2008)의 검사도구 임을 활

용하여 등학생용 검사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타당화하 다. 그러나 이들 선다형 검사도구의 

경우 선다형 문항의 특성상 학생들이 직  만든 산출물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 수행능력을 평가

하기보다는 련 지식 등에 치 된 이론  측면의 역량을 측정․평가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표 1> 선다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에 한 선행연구



다음으로, 수행형 검사도구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등 교과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과제

를 제시하는 형태로 주로 능력요소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표 2> 참조). 컨 , OECD(2003)는 

ICT 리터러시를 평가하기 해 근(access), 리(manage), 통합(integrate), 평가(evaluation), 생

성(create)의 5가지 능력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한 수행형 검사를 개발하 다. 그리고 

ETS(2006), ACER(Ainley et al., 2007)에서는 OECD의 능력요소를 발 시켜 더욱 세부 인 능력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형 검사도구를 개발하 다. 한편, 삼성SDS(2006)는 정보 련 지식과 

소양을 종합 으로 측정하기 해 실생활과 결부된 문제 상황을 제공하는 수행형 검사도구를 개

발하 으나 부분의 문항 내용이 주로 단순한 기능 숙달 여부를 정하는 데 치 하고 있다. 

이들 검사도구는 지식 주의 평가에 그쳤던 선다형 검사들과 달리 시뮬 이션이나 실제 과제 

해결 등을 통해 학생의 고차원  사고과정을 직 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 

<표 2>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에 한 선행연구

1) 루 릭의 개념과 유형

수행형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평가할 경우, 개별 학생의 수행에 한 채 자의 주

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루 릭(rubric)이 반드시 필요하다(Valenza, 2000). 루 릭은 학생의 과

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들(criterion set)을 의미하며, 과제 는 

학습활동의 다양한 역, 성취기 , 각 역을 평정하는 수치나 범주  각 수 의 지표들로 구

성된다(Jackson & Larkin, 2002; Whittaker et al., 2001). 루 릭은 학자에 따라 서술식 평가척도

(평가채 표), 채  가이드(scoring guide), 거 척도(criterion scale), 피드백 시트(feedback 



sheet), 수업 루 릭(instruction rubric) 등의 여러 용어로 명명된다. 

루 릭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김 천 외, 2001; 조미선, 2004). 첫째, 루 릭은 

학생들에게 과제 수 을 알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해 어느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할지를 제시해 다는 에서 학생들의 자기조  학습능력을 증가시킨

다. 둘째, 교사는 루 릭 개발 과정을 통해 수업과 련된 여러 사항, 즉 수업목표, 목표도달 방

법, 평가기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민함으로써 수업에 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숫자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고차원 인 학습 결과물을 채 할 때 교사에게 무엇을 평가할

지, 어떻게 평가할지에 해 믿을만한 안내를 제공한다. 셋째, 루 릭은 수행 수 이나 특징에 

따라 상세한 평가 거를 제시하므로 학생과 학부모는 루 릭의 내용을 통해 평가 과정  결과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루 릭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총체  루 릭과 분석  루 릭, 일반  루 릭과 과제

 루 릭으로 분류할 수 있다(범선화, 채정 , 2008). 먼  총체  루 릭은 평가 상의 모든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척도로 제시하는 반면, 분석  루 릭은 각 특성을 분리하여 두 개 이상

의 척도로 제시한다. ‘총체 ’ 루 릭은 수행의 반 인 질이나 특성을 신속하게 수집· 단해야 

할 경우 주로 사용되나, 수행 결과의 강․약 에 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에게 효과 으로 피드백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분석 ’ 루 릭은 학생들의 세부 수행 

결과마다 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수행을 단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 

유용하다. 그러나 특성별로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평가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 일치

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한편, 일반  루 릭은 비슷한 종류의 여러 과제를 평가할 때 공통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루

릭인 반면, 과제  루 릭은 하나의 과제에서 요구되는 특징  사항들을 평가하는 루 릭을 

의미한다. ‘일반 ’ 루 릭은 성격이 비슷한 여러 가지 과제들의 내용을 일반화하여 과제들의 

본질  특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도움을  수 있으나 루 릭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는 에서 

채 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과제 ’ 루 릭은 각 과제의 특징에 부합하는 루 릭

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를 빠르게 부여할 수 있고 평가자의 일 성을 유지하면서 효율 으로 

채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과제를 해 새로운 루 릭을 개발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2) 루 릭의 개발 과정

루 릭의 개발 차는 크게 ‘교사 심 개발 차’와 ‘학습자 심 개발 차’로 나  수 있다. 

‘교사 심 개발 차’는 교사가 주도하여 루 릭을 개발하는 반면, ‘학습자 심 개발 차’는 

교사가 루 릭을 개발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평가 거나 수행수 에 한 의견을 



반 하여 최종 루 릭을 확정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강조되면

서, 루 릭 개발 과정에서 평가기 과 수행수 에 해 직  참여하여 스스로의 목표를 명확하

게 인식할 수 있는 동시에 자기주도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참여 개발 차’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심 개발 차’를 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들 차의 

공통요소를 추출하 다([그림 1] 참조). ‘학습자 심 개발 차’를 활용한 선행연구  한지 과 

이용환(2004)은 Ainsworth와 Chistinson(1998), Taggart와 Wood(2001)의 모형을 우리나라의 

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① 성취기  확인, ② 과제 기 수  설정, ③ 루 릭 형태 설정, ④ 루

릭의 거  구체  수  제시, ⑤ 척도 제시, ⑥ 루 릭의 용  수정 등 6단계로 루 릭 

개발 모형을 제시하 다. 한편 범선화와 채정 (2008)은 가정과 수행평가의 루 릭을 개발하기 

해 한지 과 이용환(2004)의 차를 참고하여 ① 정의, ② 개발, ③ 평가로 구성되는 3단계의 

개발과정을 제시하 는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의에서는 루 릭을 용할 수 있

는 개별 과제를 선정하고, 방법, 차, 비물, 유의사항 등을 결정하며, 루 릭 개발 일정  

상 과정을 선정한다. ② 개발에서는 루 릭 개발 요소와 내용을 선정하고 교사-학생 간 상을 

통해 구체 인 루 릭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③ 평가에서는 개발된 루 릭의 내용타당도 검토 

 수정, 채 자 간 신뢰도를 통해 최종 루 릭의 합성을 평가한다. 

[그림 1] 루 릭 개발 차

 



Ⅲ.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임(frame)은 기존의 · ·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

사도구(백순근 외, 2008; 서순식 외, 2008; 이원규 외, 2007)의 선다형 검사도구와 연계성을 갖기 

해 ‘내용요소×능력요소’ 매트릭스로 구성된 백순근 외(2008)의 검사도구 임을 바탕으로 

개발하 다. 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련 선행연구들(Ainley et al., 2007; ETS, 2006; 

OCED, 2003 등)과 우리나라 · ·고등학교 ICT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최종 으로는 크게 

‘상황(context)×과제(task)×기능(functionality)’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검사도구 임을 

완성하 다(검사도구 임에 한 자세한 설명은 ‘Ⅳ. 연구 결과’ 참조). 

특히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의 ‘상황’ 차원을 설정할 때에는 ICT 리터러시가 

 교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범교과  역량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 ․고등학교 교과

서와 교과목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지도 자료」(교육인 자원부, 2007)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교과에서의 ICT 활용 수 과 내용을 반 하 다. 구체 으로 등학교의 경우 등학교 교육과

정의 ‘재량활동’을 한 컴퓨터 활용 교재와 컴퓨터 련 내용이 실린 ‘실과’ 교과서를 분석하

다. 그리고 학교의 경우 자유선택 과목인 ‘컴퓨터’와 필수 과목인 ‘기술․가정’, 고등학교의 경

우 보통 교과 선택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 교과서를 분석하 다. 한 컴퓨터와 직 인 

련은 없으나 ICT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국어, 사회, 과학 교과의 내용과 학교 생활  비교

과 내용을 검사도구 임에 반 하고자 하 다. 그 결과, 등학교는 국어, 사회, 과학 교과 

내용을, 학교는 학교생활  수학여행과 체력검사 상황을, 고등학교는 과학 교과와 진로교육

과 련된 내용을 검사도구 임의 ‘상황’ 차원으로 도출하 다.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비검사 문항은 검사도구 임에 기반하여 학교 별 특

성을 고려해 각 1종씩 총 3종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국가수  학업성취도 자료와의 연계를 고

려하여 등학생용 검사도구는 등학교 6학년 학생을 상으로, 학생용 검사는 학교 3학년

을 상으로, 고등학생용 검사는 인문계  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으로 개발하

다. 비검사 문항 개발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차 으로, 비검사 문항은 ‘상황×과제(능력요소)×기능(내용요소)’ 차원을 반 하여, 등

학생용의 경우 소과제 2문항(3단계)과 과제 1문항(4단계)을, 학생용과 고등학생용의 경우 각



각 과제 1문항(각각 5단계와 6단계)을 개발하 다. 여기서 호 안은 각 과제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하  단계별 과제의 수이다. 참고로 소과제(short task)는 비교  짧고 간단하며 ICT 

활용에 필요한 기능 주의 문항이 3단계 이하로 구성되는 반면, 과제(large task)는 고차원  

사고능력과 복잡한 과제 수행을 요구하는 문항이 4단계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때 비검사 문항

은 우리나라의 ․ ․고 ICT 련 교과서( 등의 경우 개정 교과서 포함)  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 다.  

이 게 개발된 비검사 문항의 안면타당도를 검토하기 해 등학생 2명, 학생 2명, 고등

학생 3명에게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 하여 문항과 루 릭을 수정․보완하 다. 그리

고 내용 문가 총 20명( 장 교사 5명, 련 분야 교수 5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3명, 교

육공학  측정·평가 공 학원생 7명)을 상으로 내용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이를 통

해 검사 상 수 에 합한 용어의 선택과 통일,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문 제시, 난이도 조  

등을 거쳐, 최종 으로는 등학생용 소과제 2문항과 과제 1문항을, 학생용과 고등학생용은 

각각 소과제 1문항과 과제 1문항을 도출하 다.

수행형 검사도구를 채 하기 한 루 릭을 개발하기 해 먼 ,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와 련한 선행연구(Ainley et al., 2007; ETS, 2006; OCED, 2003 등)와 수행평가 루 릭 개

발 련 선행연구(범선화, 채정 , 2008; 한건우 외, 2006; 한지 , 이용환, 2004; Ainsworth & 

Christinson, 1998)를 분석하여 ‘ 비-개발-평가’로 구성되는 루 릭의 개발 차를 도출하 다. 

도출된 개발 차를 바탕으로 루 릭 개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 비’ 단계에서는 개발된 비검사 문항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단계별 성취기 을 설

정하 다. 그리고 루 릭의 개발 형식을 ‘분석 , 과제 ’ 루 릭으로 확정하 다. ‘분석 ’ 루

릭을 사용한 이유는 과제의 하  단계별로 수를 체계 으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고, ‘과제

’ 루 릭을 사용한 이유는 본 검사도구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징 인 사항들을 

학생들이 제 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평가자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발’ 단계에서는 수행단계별 기능(내용요소), 과제(능력요소), 배   평가기 , 채

시 증거자료  참고사항, 상 소요시간 등을 포함하여 루 릭의 거와 척도를 개발하 다. 

한 루 릭의 내용을 검토하기 해 ·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소규모 검사를 실시하

여 루 릭을 수정·보완하 다. 이들에게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별로 수행형 과제 해결과정

을 찰하고 한 컴퓨터 상에서 녹화한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에서 의도한 것이 제 로 구 되



고 있는지, 작성된 루 릭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하 다. 참고로 상 학생을 선정할 때는 담당 

교사의 추천 하에 ICT 리터러시 수 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내용 문가 총 20명( 장 교사 5명, 련 분야 교수 5명,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연구원 3명, 교육공학  측정·평가 공 학원생 7명)을 상으로 내용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여 검사 상 수 에 합한 성취기  제시, 평가 거의 구체화 등을 통해 루 릭

을 재수정하 다. 그리고 수행형 문항의 특성상 학생들의 응답이 다양하게 산출될 것을 고려하

여 비검사를 통해 수합된 학생의 수행과정 모니터링 녹화자료  산출물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인 루 릭을 도출하 다.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비검사는 웹기반 검사도구(Web-based Test)를 개발하고 

검하는 과정을 거친 후, 2009년 9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실시하 다. 비검사 

실시를 해 지역과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등학교 5개교(총 174명), 학교 4개교(총 215명),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총 76명), 문계 고등학교 3개교(총 103명)를 표집하 다. 그러나 일부 학

교의 경우 컴퓨터실 환경 문제, 온라인 검사도구 시스템 과부하  오류 등으로 인해 검사에 참여

하지 못하 다. 따라서 최종 분석 상은 여건 상 비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 무응답 

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수행형 문항에 한 산출물 일과 녹화 일을 제 로 제출하지 

않아 채 이 불가능한 학생 등을 제외한 등학교 6학년 66명(3개교), 학교 3학년 49명(2개교), 

인문계고 2학년 66명(2개교), 문계고 2학년 학생 77명(3개교)으로 총 258명이었다(<표 3> 참조). 

<표 3> 분석 상 단 : 명(비율, %)

비검사는 각 학교 컴퓨터실에서 담당교사 1명의 지도하에 시행되었으며 검사시간은 ․

․고등학교의 1교시 당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등학교 80분(선다형 40분, 수행형 40분), 학

교 90분(선다형 45분, 수행형 45분), 고등학교 100분(선다형 50분, 수행형 50분)으로 설정하 다. 

웹기반 검사 형태로 제작된 비검사의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참고로, 수행형 검사 실시 이



에 선다형 검사를 함께 실시한 이유는 수행형 검사와의 련성을 살펴보기 한 것으로, 선다

형 문항은 등학생용은 이원규 외(2007)를 타당화한 서순식 외(2008)의 검사를 사용하 고, 

․고등학생용은 백순근 외(2008)의 검사를 사용하 다. 

[그림 2] 수행형 ICT 리터러시 온라인 검사 흐름도 

한편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의 비검사 결과는 검사를 실시한 각  학교 장 교사들에 

의해 채 되어 산출되었다. 채 은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약 5일 간 실시되었으며, 채 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 한 명의 학생에 해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채 하도록 하 다. 즉, 등

학생의 비검사 결과는 등학교 교사 3명(3개교, 학교별 1명)이, 학생의 비검사 결과는 

학교 교사 2명(2개교, 학교별 1명)이, 고등학생의 비검사 결과는 계열별로 나 어 인문계고 교

사 2명과 문계고 교사 2명(각 2개교, 학교별 1명)이 각각 채 하 다.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비검사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해서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를 분석하 다.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는 고 검사이론을 활용하여 각각 문항 단

계별 정답률,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 총 과 각 문항 수 간 상 계수를 도출함으로써 검

하 다. 그리고 비검사 문항이 분석  루 릭에 근거한 부분 수가 부여되는 다분 문항임을 

고려하여 정답률은 각 문항단계의 만  비 평균 수 비율로 산출하 다. 컨 , 어떤 문항의 

만 이 4 일 때 교사가 채 한 수의 평균이 3 이라면 정답률은 75%가 된다.

비검사의 타당도로는 변별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분석하 다. 먼  변별타당도는 상이한 

특성을 측정한다면 변인 간 련성이 낮아야 한다는 것으로, 상 이 낮을수록 변별타당도가 높

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선다형 검사도구와 수행형 검사도구에서 측정하는 능력이 상이할 것

을 기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실시 과정에서 수행형 검사 이 에 선다형 검사를 실시한 후 수

행형 검사 수와의 상 을 분석하 다. 그리고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해서는 하  속성인 

검사도구 임의 기능(내용요소) 차원 수  총  간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끝으로 신뢰도

는 채 자 간 일치도를 통해 분석하 으며, 이때 채 자 간 일치도는 한 학생의 응답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채 하게 하여 채  결과들 간의 상 분석을 통해 도출하 다. 



Ⅳ.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은 OECD(2003)에서 사용된 ICT 소양평가의 임을 

참고하여 크게 상황(context), 과제(task), 기능(functionality)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발하 다([그림 

3] 참조). OECD(2003)에 따르면,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에는 

피험자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ICT를 활용하여 직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항 세트가 다양한 하  수행단계들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기능이 종합 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의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의 

구성요소인 상황, 과제, 기능에 해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

1) ICT 리터러시 련 상황(context): 문제 상황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에서 ‘상황’(context)은 학생들이 가정, 학교 등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주로 단일한 문제 상황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ICT를 사용하기 때문에, ICT 리터러시 평가도구는 통 인 교과 역뿐만 아니라 

ICT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다룰 필요가 있다. OCED(2003)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요소는 

크게 ① 개인  목 , ② 공공  목 , ③ 교육  목 , ④ 직업  목 을 추구하는 네 가지 상황을 

규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은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를 종합 으로 측정·평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실생활 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ICT 리터러시 련 상황을 ‘ · ·고등학

교 학생들이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진로 활동 등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 세트별로 하나의 완결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자 하 다.



2) ICT 리터러시 련 과제(task): 능력요소

수행형 ICT 리터러시 련 ‘과제’(task)는 ICT 리터러시에 한 학생들의 ICT 련 문제해결력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OECD(2003)가 제시한 문제해결과정(process), 백순근 외(2008)가 제시한 ICT 

리터러시의 능력요소와 련이 있다. 참고로 OCED(2003)가 제시한 문제해결과정은 근하기

(accessing), 리하기(managing), 통합하기(integrating), 정보를 평가하기(evaluating 

information),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constructing new knowledge),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communicating with others)의 여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통 인 인지 능력에 기술 인 

지식과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CT 리터러시 련 과제를 ‘ICT 리터러시 수행을 한 능력요소’로 정의하

고, 하  능력요소는 백순근 외(2008)가 제시한 ① 문제의 인식, ② 정보의 탐색, ③ 정보의 분석과 

평가, ④ 정보의 조직과 창출, ⑤ 정보의 활용과 리, ⑥ 정보의 소통의 6가지로 구성하 다(능력요

소별 설명은 <표 4> 참조).

<표 4> ICT 리터러시 련 과제(task): 능력요소 

3) ICT 리터러시 련 기능(functionality): 내용요소

ICT 리터러시 련 ‘기능’(functionality)은 학생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용하는 

ICT 련 기술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OECD(2003)가 제시한 기술 환경, 백순근 외(2008)가 제시한 

ICT 리터러시의 내용요소와 련 있다. 참고로 OCED(2003)가 제시한 기술 환경은 부분의 학생들



에게 친숙한 웹, 데스크탑, e-learning 환경으로, 이는 특정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한 

정보 수집은 학생들의 ICT 련 지식과 수행능력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CT 리터러시 련 기능을 ‘학생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소양능

력을 키우기 해 획득해야 할 지식·기능·태도’로 정의하고, 하  내용요소를 백순근 외(2008)가 

정의한 ① 컴퓨터와 네트워크, ② 정보처리, ③ 정보사회와 윤리의 3가지로 구성하 다. 이같은 

내용요소 각각은 세분화된 하 역으로서 역과 소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 , ‘정보처리’

의 경우 ‘문서작성, 자료분석, 멀티미디어 분석’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자료분석’의 

경우 ‘ 자계산표 작성, 워크시트 편집, 차트와 데이터 리’의 소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문항은 ·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문가 의회, 비검

사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으로는 등학생용 소과제 2문항과 과제 1문항, 

학생용 소과제 1문항과 과제 1문항, 고등학생용 소과제 1문항과 과제 1문항을 개발하 다. 

· ·고등학생용 비검사의 문항별 상황, 기능(내용요소), 과제(능력요소)별 문항 구성  문항 

양호도를 각각 제시하면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5> 등학생용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문항별 구성



<표 6> 학생용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문항별 구성

<표 7> 고등학생용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문항별 구성

구체 으로, 각 문항의 ‘상황’ 차원은 학교 별 교과서, 수행형 검사도구와 련된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해당 학교  학생들의 수 에 알맞고 친숙한 내용으로 선정하 다. 각 문항은 순차

으로 해결해야 하는 2개 이상의 하  단계 과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기능’과 

‘과제’ 차원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개발하 다. 한 문항별 ‘기능’ 차원은 각 학교  학생의 수 을 

고려하여 학교 별로 차별화하 다. 즉, 등학생용과 학생용 검사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련 

문항이 가장 많은데 이는 ICT 리터러시를 발휘하기 한 차원  단계로서 ICT 활용의 핵심 



도구인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을 두기 함이다. 반면 고등학생용 검사의 

경우 ‘정보처리’ 련 문항이 많은데, 이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련 문항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심의 고차원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의 인지 수 을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항별 ‘과제’ 차원은 하  능력요소를 모두 포함하되, · ·고등학생용 검사 모두 학생들의 수행을 

가장 직 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의 활용과 리’에 가장 을 두고 개발하 다.

참고로, 비검사의 문항양호도 기술통계치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 ․고등학생용 

검사도구별 양호도의 범 를 제시하면 변별도는 평균 0.62∼0.74, 표 편차 0.09∼0.19로 나타났으

며, 난이도는 평균 0.31∼0.63, 표 편차 0.07∼0.2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문항은 반 으로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비검사의 문항양호도 기술통계치

최종 인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는 웹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웹기반 검사도구의 문항 

유형은 단답형과 서술형이며, 각 과제별로 첫 페이지에는 체 과제 개요를 제시한 후, 각 하 단계

의 문항들을 한 페이지에 1개씩 제시되도록 하 다. 이는 지필식 검사도구와 달리 온라인 검사도구

에서는 학생들이 문항을 한꺼번에 모두 펼쳐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백순근 외, 2009c). 그리고 

수행형 검사도구의 경우 자동 채 이 되는 선다형과 달리, 채 자가 직  학생의 수행과정을 찰한 

후 채 해야 하므로 검사 시스템 상에서 학생들의 수행과정을 녹화하고, 녹화 일을 비롯하여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산출물 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다. 웹기반 검사시스템 

상에서 제시되는 고등학생용 검사도구 문항 시는 [그림 4]와 같으며, 이 문항의 기능(내용요소)은 

‘정보처리’이고, 과제(능력요소)는 ‘정보의 소통’이다(각 문항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백순근 외

(2009a) 참조). 



[그림 4] 고등학교용 비검사 문항: 문항1의 4단계

끝으로,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의 양호도를 분석하기 해 신뢰도와 타당도(구인타당도, 

변별타당도)를 검증하 다. 먼  채 자 간 일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등학생용 

검사도구의 채 자 간 일치도는 .63∼.93(채 자 3명), 학생용 검사도구의 채 자 간 일치도는 

.81(채 자 2명), 고등학생용 검사도구의 채 자 간 일치도는 인문계고 .83(채 자 2명), 문계고 

.87∼.95(채 자 3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발된 · ·고등학생용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

구의 문항과 루 릭은 비교  신뢰롭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리고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기능(내용요소) 수 

간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 ·고등학생용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하  

내용요소와 총  간 상 은 학교에서 ‘정보사회와 윤리’ 역과 총  간 상 (.51)을 제외하고 

체로 모든 학교 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발된 · ·고등학생용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구인타당도 검증 결과

 ** p<.01

아울러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선다형 ICT 리터러시 검사 수와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등학생 .41, 학생 .19, 인문계고  문계고 각각 .57로 나타나 학교 별 차이는 있으나 

비교  간 이하의 낮은 상 을 보 다(p<.01). 이는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가 체로 기존의 

선다형 검사가 재는 능력과 다른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다형 검사가 주로 교육과

정에 근거한 ICT 련 지식 등 이론  측면을 측정하는 반면 수행형 검사는 교과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과 련된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등 실제 인 능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타당

도가 비교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T 리터러시를 측정할 때에는 선다형 검사도구 

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 기반한 수행형 검사도구를 함께 활용하여 이를 종합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간 수 의 상 을 보이고 있어, 실제 과제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선다형 검사도구의 측정 내용인 교육과정 상 내용요소 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가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 비-개발-평가’ 차에 따라 선행연구 분석, 학생 수행결과 분석, 문가 검토 등을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최종 루 릭을 개발하 다. 이 연구에

서 개발한 루 릭은 ‘분석 ·과제 ’ 루 릭으로 문항의 각 과제의 단계에 따라 개별 으로 개발되

었으며, 수행과정별 성취기 , 과제(능력요소), 기능(내용요소), 평가기  등의 요소를 통해 학생 

수행수 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 다. 참고로 이러한 루 릭은 교사 채 자용 화면에서 

학생들의 수행과정 녹화 일, 학생들이 제작한 일과 함께 각 단계별로 제시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교사가 스스로 단하여 직  수를 부여하도록 하 다. 앞서 시로 제시한 고등학생용 

문항1의 4단계를 채 하기 한 루 릭을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고등학생용 검사 루 릭: 문항1의 4단계

Ⅴ. 

이 연구의 목 은 학생들의 고차원  사고능력을 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웹기반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해 선행연구  우리나라 교육과정  교과

서 분석을 통해 ‘상황(context)×과제(task)×기능(functionality)'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된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임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 ·고등학생용 검사 문항과 루

릭을 제작하 다. 그리고 실제 학생의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검사도구를 수정·보완한 후, 총 20

명의 문가 평정을 통해 검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다. 

최종 검사도구를 도출하기 해 국 소재의 등학교 6학년 174명(5개교), 학교 3학년 (4

개교), 인문계고 2학년 76명(2개교), 문계고 2학년 103명(3개교)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

하 다. 검사 시행은 ‘① 등록  로그인, ② 선다형 검사 수행, ③ 배경변인 설문 응답, ④ 수행형 



검사 수행, ⑤ 수행 과정  결과에 한 채 , ⑥ 평가결과 조회’로 구성된 웹기반 검사 시스템

을 이용하 으며,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해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등학교 6학년 66명(3개교), 학교 3학년 49명(2개교), 인문계고 2학년 66명(2

개교), 문계고 2학년 77명(3개교) 등 총 258명이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구

인타당도, 변별타당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

당도는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항의 변별도와 난이도를 살펴본 결과, 검사도

구의 변별도가 양호하 을 뿐 아니라 난이도에 있어서도 피험자들의 다양한 능력수 을 포 하

여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는 · ·고등학생들의 ICT 리

터러시 수 을 객 으로 측정함으로써 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 을 진단하고, ICT 련 능력

에 한 숙달 여부를 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는 문항

수와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연구 결과가 문항 의존 이고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 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본검사를 시행하기 해서는 다양한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고 사 에 교차

타당화(cross-validation)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개발된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를 효과

으로 활용하고 보 하기 해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시행  채 을 한 통합  산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는 과제 수행을 한 인터페이스가 따로 구축되

어 있지 않아 인터넷 검색, 소 트웨어 련 문항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상용 로그램을 활용해

야 한다. 한 자동채  기능이나 북마크 기능 등이 없어 채  시 모든 수행 과정을 교사가 직  

확인해야 한다. 해외의 컴퓨터 기반 수행형 검사 시스템(Adair & Berkowitz, 1999; Ainley et 

al., 2007; Bennett et al, 2003; ETS, 2006; Schacter et al, 1999; Singley & Bennett, 1999)의 경

우, 과제 수행을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페이스 내에서 과제 수행, 평가가 동시에 

이 지도록 검사 환경을 구 하여 검사 시행  평가가 간편하다. 따라서 향후 검사도구 개발 

시에는 모의 인터넷 공간, 자체 소 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기능  

요소에 한 평가에 한해서는 자동  채 이 이 질 수 있는 채  알고리즘과 시스템 개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를 상으로 충분한 사 교육이 실

시되어야 한다.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상 

학생과 교사들에게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목 과 의의에 해 설명하고, 진지한 자

세로 참여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웹 기반의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

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기  장 교사의 지도 하에 검사의 

진행 차, 문항에 한 응답 요령 등을 상세히 보여주는 시뮬 이션 동 상을 제공함으로써 검



사에 한 친숙도를 높여  필요가 있다.

셋째, ICT 리터러시 문제은행 개발을 통해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의 효율  활용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CER(Ainley et al., 2007)는 선다형 문항을 ICT 리터러시 측정을 

한 기  능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한 피험자 응답을 통해 추정된 능력에 근거하여 개별 피험자

의 능력 수 에 합한 수행형 문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행형 ICT 리터러

시 검사도구를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향후 선다형 문항의 추가  개발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수행형 ICT 리터러시 문항을 개발하고, 련 문항 정보와 측정학 으로 양호한 

루 릭을 함께 제공하는 문제은행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항을 개발할 때에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문제해결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과 연결지어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범

교과  일상 과제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를 

규모로 실시하여 척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형 ICT 리터러시 수 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수행 결과를 제 로 해석하고 실제 교수·학습에 반 하기 해서는 

자신이 성취한 수 에 한 객 , 일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행형 ICT 

리터러시 수 을 설정할 때에는 북마크(bookmark) 방법이나 Rasch 모형의 문항지도법(item 

mapping method) 등을 활용하여 ‘미흡’, ‘기 ’, ‘보통’, ‘우수’ 등의 수 을 설정하고, 이와 같은 

수  설정 결과를 ICT 리터러시의 하 역별, 는 성취기 별로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장기 으로는 ·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ICT 리터러시에 한 종단  연구와 함께 국

제비교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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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Web-based 

Performance Assessment Tool of Students' ICT Literacy
1)2)3)4)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web-based performance assessment tool of ICT 

literacy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o evaluate their high-level thinking 

abilities directly. To do this, three-dimensional framework ('context×task×functionality')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s and analysis of Korean curriculum materials and 

textbooks. Test items and their rubrics with 2-3 large and short tasks were developed under 

this framework. The content validity of the test was verified by 20 experts. Pilot test was 

performed in the following stages by the web-based test system: ① registration and log-in, ② 

administration of multiple-choice test, ③ response to the background questionnaire, ④ 

administration of performance-based test, ⑤ scoring for performance-based test, and ⑥ check 

evaluation results. The pilot test was analyzed targeting 66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3 schools), 49 third grad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2 schools), 66 second grade senior 

humanities high school students (2 schools), and 77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3 schools). 

The results of pilot test showed that the item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were reasonable. 

Also, the construc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inter-rater reliabilities of the developed 

test were moderate. 

Key words: ICT literacy, performance assessment tool, rubric, web-based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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