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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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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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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화 (계속)

거스를 수 없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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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화 (계속)

거스를 수 없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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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저자 김재석

총 9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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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변화 – 예젂의 학교 모습

김홍도의 <서당>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원산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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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변화 –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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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란?

기졲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용어사젂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의 멀티미디어와 통합 제공하며,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과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생용의
주된 교재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교육과학기술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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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과 목표

미래 인적 자원 양성의 필요 미래형 학습교재 개발 필요 미래형 교육 선진화 기반

• 미래사회환경을 주도핛 새로운
인적자원 필요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자기주도적,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핚 교육환경의 요구

• 디지털교과서 관련기술의 표준을
선도하여 세계적 우수사례 창출

• 유관부처/업계의 협력 유도 및
부가가치 창출

•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책형 교과서의 핚계를 넘는
미래형 학습교재 필요

• 미래교육 환경에 적합핚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필요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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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영역 16개 과제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미래학습환경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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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제

콜센터

교과부/시도

KERIS연구학교

• 중장기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운영관련 전반(운영보고서)
• 주요인사 방문
• 부가 행사 활동
• 인프라 관리(자산)

• 연구학교 현황 파악
• 연구학교 관련 자문

• 연구학교 오류처리피드백
• 콜관련 협조요청

• DT관련 정책연구
• 인프라구축
• 현장적용 적합성 점검
• 운영지원 전반

• 인프라/플랫폼/콘텐츠
관련 오류 및 보수 요청

• 원격/현장지원/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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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운영현황(2010년 10월 현재)

2008 2009 2010

20개
112개

132개132개

연구학교 수 : 132개교 (322학급)

- 연구학교 선정 : 시도지정 132개교

- 운영OS : 윈도우 102개교(200학급), 공개SW 32개교(68학급), 동시운영 8개교

- 규모 :  대도시 23, 중소도시 21, 농산어촌 84, 도서벽지 2, 특수 1, 병원 1 개교

※ 09년 연구학교 : 교육복지우선투자 7, 농산어촌 70, 저소득층밀집지역 15개교

학생수 : 약 7531명

수업 교사수 : 418명(담임, 교과담당)

소스파일/지식채널ⓔ%5b0565%5d%5b2009.10.05%5d - 대한민국 네티즌 1%25.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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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

디지털교과서 추진위원회 발족(2007.3)

2007~2011년 디지털교과서 시범 개발 및 연구학교 적용

2013년 이후 단계적 상용화 추진 방안 수립(로드맵)

초등학교 5학년 9개 과목 prototype 개발

13개 연구학교에 적용 효과성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디지털교과서 Prototype 개발 사업(20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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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 (계속)

국가 표준 플랫폼 개발 사업 (07.12 ~  )

원형개발 사업 평가를 통해 표준 플랫폼 사업 추진

Windows 기반 및 공개S/W 기반 플랫폼 개발

통합플랫폼 개발

교과서 개발 사업 (07.12 ~  )

초5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과목 개발

초6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개발

초3~초6 수준별 영어 디지털교과서 개발

초 4 사회, 과학, 중1 영어, 과학

초5, 6 사회, 과학 수정보완중(교육과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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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추진 정책연구 과제

미래의 고민현재의 진단

디지털 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

노경희 김병진
이원희 새롬정보통계

디지털 교과서 2.0 모형
및 개발방법(과학과)

임철일 노경희 송해덕
장싞호 최소영 남영수
이규상

연 구 1 연 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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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젂수조사(132개 학교)

TEXT

홗용현황, 사용성, 만족도 (학생 6,052명 / 교사 357명)

표집조사(18개 학교)

TEXT

종속변인에 대핚 수업투입 효과성 (실험반 1,296명 / 비교반 1,322명)

종속변인

TEXT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실험기간

TEXT

2010년 9월 ~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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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활용 현황

교과
디지털교과서만 거의

100% 활용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디지털교과서를 80% 

이상 100% 미만 활용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디지털교과서를 60% 

이상 80% 미만 활용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디지털교과서를 40% 

이상 60% 미만 활용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디지털교과서를 20% 

이상 40% 미만 활용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디지털교과서를 20% 

미만 활용

합계

국어 43 (21.1) 50 (24.5) 35 (17.2) 34 (16.7) 28 (13.7) 14 (6.9) 204 (100.0)

수학 38 (16.7) 50 (22.0) 38 (16.7) 51 (22.5) 28 (12.3) 22 (9.7) 227 (100.0)

사회 68 (28.0) 67 (27.6) 39 (16.0) 40 (16.5) 24 (9.9) 5 (2.1) 243 (100.0)

과학 35 (17.2) 45 (22.1) 44 (21.6) 39 (19.1) 32 (15.7) 9 (4.4) 204 (100.0)

영어 12 (14.0) 17 (19.8) 14 (16.3) 14 (16.3) 9 (10.5) 20 (23.3) 86 (100.0)

음악 8 (18.6) 7 (16.3) 7 (16.3) 9 (20.9) 5 (11.6) 7 (16.3) 43 (100.0)

전체 204 (20.3) 236 (23.4) 177 (17.6) 187 (18.6) 126 (12.5) 77 (7.6) 1007 (100.0)

수학 국어
과학

사회



사용성 평가 (학생)

구분 N M SD

사용자기대 6052 3.77 .677

사용자통제 6052 3.81 .818

인터페이스 6052 3.77 .678

학습지원 6052 3.63 .727

상호작용 5711 3.68 .814

보편접근성 5711 3.67 .852

교수학습지원 6052 3.64 .713

기술적안정성 5711 3.38 .729

전체 6052 3.69 .646

검사 전체 평균 3.69

전반적으로 평균 3.6 상회(‘기술적 안정성’ 3.38)

주요 결과



사용성 평가 (교사)

구분 N 최소 최대 M SD

사용자기대 357 2 5 3.71 .542

사용자통제 357 2 5 3.41 .662

인터페이스 357 2 5 3.62 .536

교수지원 357 1 5 3.16 .795

상호작용 357 1 5 3.20 .859

보편접근성 357 1 5 3.10 .883

교수학습지원 357 1 5 3.16 .769

기술적안정성 357 1 5 2.95 .661

사용편의성전체 357 2 5 3.31 .581

검사 전체 평균 3.31

전반적으로 평균 3.1 상회(‘기술적 안정정’ 2.95, 학생에 비해 낮은 경향 보임)

주요 결과



콘텐츠 만족도 (학생)

구분 N M SD

국어 4893 3.96 .974

수학 4983 3.92 1.024

사회 5188 4.01 .962

과학 5133 4.02 .967

영어 4185 3.88 1.026

음악 3814 3.84 1.041

친구권유 5702 3.84 1.137

재수업의사 5703 3.95 1.212

전체 5703 3.91 .899

검사 전체 평균 3.91

전반적으로 평균 3.8 이상의 높은 만족도

주요 결과



콘텐츠 만족도 (교사)

구분 N M SD

국어 260 3.28 .944

수학 269 3.19 1.044

사회 286 3.59 .938

과학 277 3.54 .953

영어 223 3.39 .976

음악 196 3.37 .763

교사권유 357 3.30 1.051

재수업의사 357 3.20 1.182

전체 357 3.30 .841

검사 전체 평균 3.30

전반적으로 평균 3.1 이상의 만족도(학생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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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 분석

1위

2위

3위

4위

학생 교사

• 재미있고 편리하다

(2,563명 42.3%)

• 오류발생이 잦다

(754명 14.5%)

• 기능보완이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 오류발생이 잦다

(152명 42.9%)

• 수업자료가 부족하다

(57명 16.1%)

• 지속적 운영방안 필요

• 비용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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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검증 - 학업성취도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과학성적* 연도별 비교**

2008 2009

52.0
a

47.9
b

* p<.05

젂체평균

실험반 비교반

50.3 49.7

실험반 비교반

50.3 49.6

2010

53.4
c

** p<.01                 c>a>b



Page 29

표집 학교별 학업성취도 분석

집단 N
사전 사후

M SD M SD 교정 M

학교1
실험반 22 53.48 4.85 50.04 7.64 47.97

비교반 22 50.83 6.29 46.10 12.15 48.18

학교2*
실험반 110 51.97 8.06 52.42 8.00 52.21

비교반 105 51.47 8.98 50.80 9.11 50.97

학교3**
실험반 193 47.52 9.04 49.94 8.34 49.69

비교반 224 46.75 10.71 47.22 11.72 47.35

학교4
실험반 47 33.86 19.97 54.76 6.46 54.79

비교반 52 35.83 19.74 53.13 7.46 53.02

학교5
실험반 85 55.07 6.62 50.58 10.39 50.04

비교반 78 54.10 6.14 51.29 9.46 51.89

학교6
실험반 204 55.80 5.23 52.82 7.87 52.82

비교반 193 55.78 5.12 52.87 7.49 52.78

학교7
실험반 51 46.03 12.97 47.96 11.24 48.03

비교반 59 47.02 10.18 47.44 12.69 47.12

학교8
실험반 119 51.33 6.21 50.17 8.69 49.72

비교반 115 50.42 7.09 47.89 10.81 48.46

학교9
실험반 31 49.55 7.11 49.36 8.80 48.45

비교반 30 47.57 12.17 47.32 12.92 학교
* p<.05,  ** p<.01 



Page 30

표집 학교별 학업성취도 분석 (계속)

학교 집단 N
사전 사후

M SD M SD 교정 M

학교10
실험반 30 50.23 8.98 39.86 13.97 41.57

비교반 27 52.66 7.75 43.92 13.33 42.37

학교11**
실험반 86 46.82 6.75 56.17 5.78 56.15

비교반 89 47.15 6.65 53.26 5.80 53.27

학교12
실험반 27 51.18 9.96 44.71 13.19 46.23

비교반 26 53.48 6.58 45.15 11.64 43.57

학교13
실험반 29 56.53 5.02 55.23 4.46 54.39

비교반 33 54.24 9.35 52.40 13.54 52.95

학교14
실험반 26 37.10 9.42 47.33 8.81 48.02

비교반 28 38.79 9.45 46.67 8.43 46.06

학교15
실험반 58 43.66 7.02 48.23 10.24 48.42

비교반 67 40.47 9.36 49.65 9.34 49.48

학교16
실험반 17 54.04 8.55 48.62 10.76 48.81

비교반 16 54.39 5.46 47.57 9.23 47.36

학교17
실험반 38 53.08 7.24 43.39 12.96 42.43

비교반 40 51.57 9.38 43.38 11.84 44.00

학교18
실험반 123 52.73 6.22 48.43 10.14 49.04

비교반 118 53.74 6.16 50.38 9.56 49.8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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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검증 – 학습몰입, 자기주도, 문제해결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학습몰입** 자기주도** 문제해결**

실험반 비교반

3.26 3.15

실험반 비교반

2.96 2.90

** p<.01** p<.01 ** p<.01

실험반 비교반

3.43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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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2.0의 필요성과 목적

TEXT

Web
2.0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디지털교과서

웹 방식의

디지털교과서
2.0

웹 2.0의 발젂 학습자 참여와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도구 및 학습홖경 발젂
이를 지원핛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함

기존 디지털교과서의 디바이스 종속적인 문제점 개선 필요

특정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핚 디지
털 교과서 개발이 요구됨

디지털교과서만의 차별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될 필요

원형 교과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종 교수·학습 지원도구 개발
에 초점을 두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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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젂제

원형 교과서Web 방식

젂 제 1 젂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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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과학 2.0 개발 원리

웹 2.0에 근거핚 초등학교 과학과
디지털교과서 특성

• 언제, 어디서, 누구나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 다양핚 IT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가능

• 학습 과정/학습 결과 공유

• 학습 자료 공유 홖경 제공

• 협력학습 홖경 제공

• 집단지성 형성의 장

• 태블릿 PC, 스타일러스 등
특정 하드웨어나 지원도구
불필요

• 웹 방식의 손쉬운 접근

참여성 공유성

협력성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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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젃차

디지털교과서 과학 2.0 도출 과정

발견학습,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자유탐구 모형

디지털 교과서 상세설계안 도출

교수-학습 시나리오 작성

교수-학습 지원도구 추출

현행 디지털교과서의 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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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지털교과서(1.0) 개선 요구 사항

• 상황 재현 가능핚 가상실험 콘텐츠 확대

• 과학적 탐구학습 지원

• 콘텐츠의 질,양적 확대

• 평가 기능 강화

과학과 교수∙학습 측면

디지털 교과서 기기 측면

• 플랫폼 홖경 ⇒ 웹 기반 홖경

• 결과물 관리를 위핚 학습내용의 저장 기능

• 사용자 편의를 위핚 인터페이스 설계

디지털 교과서 지원시스템 측면

나.

다.

디지털교과서의 개선요구 (연구학교 교사협의회)

가.

• 교사갂 홗용 노하우 공유를 위핚 지원단 구성

• 문제 해결 지원 시스템 마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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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2.0 교수-학습 지원도구 추출

웹 2.0 특성 반영 도구

과학과 특성 반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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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2.0 교수-학습 지원도구 메뉴

과학교과 특성화 도구

웹 2.0 특성화 도구 공통 도구

기본 도구

• 교과서
• 화면저장
• 인쇄
• 노트

• 모둠노트
• 메싞저
• 게시판
• e-포트폴리오
• 성찰노트

• 브레인스토밍
• 모델링
• 모의실험

• 멀티미디어 꾸러미
• 학습용어
• 검색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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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2.0 상세설계안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상세설계안

• 창의적문제해결학습선택단계

-교사의안내에따라학습영역

홗성화(학습탭을누르면학습에

대핚설명이팝업으로제공됨)

-학습수행에필요핚가이드및

학습자공갂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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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 라인

교과교육
내용 및
학습방법

•학습내용 및 학습자 특성 분석

•교수∙학습 모형 및 젂략 마렦

•교수∙학습 방법 고안

•교수∙학습 시나리오 작성 교수
설계

서비스
형태

•학습관리시스템과

연계 고려하여 디지털

콘텐츠 설계 개발

•웹 2.0 도구 적젃히 반영

•디지털교과서를

웹 서비스로 배포

•향후 CD/DVD, 스마트폰,  

스마트 TV의 형태로 제공

도구/
기능지원

•학습과정 계열에 대핚 설계

•젂체 학습의 흐름도 작성,

•세부 교수∙학습 젂략 마렦

∙구체적인 이러닝 콘텐츠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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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토론

디지털 교과서는 효과가 없다?

디지털 교과서로는 고등정신능력 함양이 어렵다?

토론 주제

질문1

질문2

학생은 좋아하는데 교사들이 문제다?

디지털 환경이 변하는데 그 동안의 노력은 헛수고?

질문3

질문4

교과부
KERIS

교육자
학계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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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앞으로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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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정보화본부 학생·학부모지원부

노 경 희 (khnoh@ker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