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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시 에 세계 각국은 국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로벌 인재를 양성

하기 해 국가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방법의 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21세기에 요구되는 로벌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을 해 스마트교육 

추진 략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속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이러한 신을 가속화하여 우리 교육 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상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교과 교육에서도 미래 정보화 사회를 

비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는 향후 학교 교육의 방향을 세우는 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지능정보사회의 기  소양이면서 범교과 

차원의 복합 인 역량이므로, 교과의 역할과 교과 간 공조를 다룬 본 연구가 궁극 으로는 

교과 교육이 4차 산업 명 비 지능정보사회에 극 으로 처할 수 있는 방향타를 제공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장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교육 발 을 해 장기 인 에서 

심층 인 연구가 지속 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가 학교 장의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향후 우리나라 교과 교육의 발 에도 거름이 되기를 

기 합니다.

그동안 이 연구의 수행에 많은 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연구를 성실히 성공 으로 수행해 주신 연구진과 개발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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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학교･ 학교의 주요 교과를 심으로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를 종합 으로 검하여,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함양을 한 

실제 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이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 이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기 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사용하여, 정보  그 내용물을 하게 탐색･활

용하고, 비 으로 분석･평가하며, 생산 으로 소통･창조하는 복합 인 역량”으로 잠정 정의

하 다. 이와 함께 국외로는 캐나다, 핀란드, 랑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선도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동향을 고찰하고, 국내의 경우는 ICT 활용 교육,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소 트웨어 교육 등의 황을 살펴보고 시사

을 도출하 다. 

❏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

등학교･ 학교의 주요 8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정보, 어)

의 교육과정을 살펴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 다. 이들 각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수용해온 양상을 사 (史的)으로 탐색하고,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나

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 다. 각 교과가 행 교육과정 체제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마련한 정도를 단계로 살펴보면, ‘(단계 5) 교과 목표  성취기  

직  다수 제시’에 해당하는 것이 실과(기술･가정)과  정보과가 될 수 있다. ‘(단계 4) 교과 

목표  성취기  직  일부 제시’에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등이 치할 수 있다. ‘(단계 3) 

교과 성취기 으로 직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사 수 에서 포함할 가능성 높음’이나 ‘(단계 

2) 교과 성취기 으로 직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수‧학습  평가 방법에서 활용할 가능성 

높음’에는 수학과, 과학과, 어과가 치할 수 있다. 

연구요약



vi

❏ 설문 조사에 따른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을 해 국 등학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2회 실시하 다. 교사는 등이 최  2,631명, 학이 최  1,947명이 

응답하 고, 학생은 등 1,739명, 학 1,505명이 응답하 고, 학부모는 등 학부모 662명, 

학 학부모 638명이 응답하 다. 

먼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에 한 교사･학생･학부모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학교 교육이나 교과 수업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고, 

일선 등학교와 학교 교육 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

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교과별 핵심역량의 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셋째, 교사들은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진행하

기에는 학생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상 으로 자신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 을 높게 평가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황’에 한 교사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과 교과 간 련성에서는 등학교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실과 등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에서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하  역별 목 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담당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교수･학습 방법 측면

에서 필요한 경우’가 모든 교과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

털 리터러시 기능과 유형은 등학교와 학교 모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의사소통,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 멀티미디어 활용과 같은 기능이 강조되고 있었다. 넷째, 교과 수업

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은 체로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내용을 달하고 학생이 

이를 시청하는 활동이나 교사의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개별 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해진 방식

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은 교과 수업에서 

학생의 동기 유발, 자료 설명, 자료 수집, 시범과 조언, 수업시간 실습 활동 등으로 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학교 여건과 지원에 한 요구 사항’에 한 교사･학생･학부모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상당수 교사들은 본인의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 으며, 그 이유로는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고,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설과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으로 학교 환경  지원의 부족, 시수 부족과 실  교실 문제, 

교사 역량 부족과 교사 연수 부족,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인한 목  이외의 무분별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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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게임 과몰입 등과 같은 부작용의 문제 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교사는 학교 시설이나 

지원 미비와 같은 행정  제도  지원의 문제 을 지 하고 그에 한 개선을 요구하 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는 기기 결함이나 인터넷 연결 문제,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 한 학교 간 형평성 등과 같은 문제를 지 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 다.   

❏ 교과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한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하고 있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실과(기술･가정), 정보의 6개 교과에 한 총 19개의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교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태를 악하 다.  

국어과는 등 성취기  ‘[6국03-02]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을 쓴다.’에 해당하는 4개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 다.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

( 두랑, Spark page, Padlet, 클래스 ) 등을 사용하 고,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주도 으로 

활용하면서 실제 인 자료를 확보하 다. 특히 국어과 특성상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을 쓰고 

수정하는 반 인 과정을 공유하면서 학생 간 력  실행을 정히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학교의 기술  자원과 환경  조건이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고, 평가는 기존의 방식에 머무르

고 있었다. 

도덕과는 등 성취기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에 해당하는 3개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 다. 성취기 이 정의 인 측면이 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가 보조 이거나 수단 인 맥락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고, 도덕과 심의 교과 간 연계  

융합교육을 극 으로 시도하 다. 도덕과의 특성을 반 하듯 주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활동들은 학습 목표와 련된 학생들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계획과 련된 

것들이 많았다. 

사회과는 학 성취기  ‘[9사(지리)01-03] 지리 정보가 공간  의사 결정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에 해당하는 3개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 다. 성취기 상 ‘지리정보기술’이 명시된 만큼 반 으로 수업 목표와 련성이 높은 

디지털 기기를 설정하여 활용하 고, 수업에서 학생들이 부여받은 과제  활동은 부분 학생

들의 극 이고 주도 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그 성격도 실생활  삶과 하게 

련되어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효과 이었다. 다만, 수업에서 보여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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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학교별로 비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학교의 디지털 기기 

구축 환경  해당 교사의 수업 방법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고 있었다. 

수학과는 학 성취기  ‘[9수05-03]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

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3개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 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 에서 최 로 공학  도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교과서 단원으로 

편성하여 비  있게 다루고 있어,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고민이 

많았다. 공통 으로 통계청에서 배포한 ‘통그라미’라는 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공학  도구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학생들로 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 다. 이때, 교사의 

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련 환경 구축 여부에 따라 수업의 충실도가 달랐다. 

실과(기술･가정)는 등 성취기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

래  과정을 체험한다.’에 해당하는 3개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 다. 학습 목표는 교과의 성취기

에 따라 학생들의 소 트웨어 로그래  역량을 신장시키도록 마련되었다. 그런데 코딩 

활동이나 소 트웨어교육 활동을 해 로그래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 할 때 수업의 

반 인 활동이 디지털 도구의 활용법 시연에 이 맞춰지는 경우가 발생하 고, 디지털 

수업 환경은 학생들이나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하기 한 최소 기  정도 으며, 

수업 내용의 설계와 운 에 있어서는 실제  과제와 자료의 선정, 동  문제 해결 과제를 

용한 수업 운  등의 부문에서 향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과는 학 성취기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한다.’에 해당하는 3개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 다. 정보과 수업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과의 다양한 성취기 과 연계되어 비교  효과 으로 실

시되고 있었고, 수업에 용된 디지털 기술들은 학생들의 동학습을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계발하기에 한 것들이었다. 다만, 일부는 제한된 수업 시간으로 인해 교사 주도형 

시연과 학생의 수동  학습으로 진행되었다는 지 이 있었다. 

❏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탐색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 다. 

이 가운데 각 교과가 공통 으로 제시한 개선 방향을 종합하면 첫째,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 수업은 학습

자의 실질 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교과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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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설계 지원을 한 디지털 자원 리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과 교사가 상시

으로 업 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보 교사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문 인력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각 교과가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은 결국 교과 간 역할 

분담  공조 속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 제언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세 가지 방향에서 요청하 다. 

첫 번째 방향은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한 제도 ･환경  여건 조성이다. 이러

한 방향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법률 강화  종합 계획 수립’, ‘국가수  교육과정

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설정  강화’, ‘자유학기제  고교학 제 활용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소 트웨어 교육 정책 연계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제안하

다. 두 번째 방향은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한 수업 여건 조성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교과의 종합 ･체계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교과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교수･학습 자원 체제 구축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 제고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 학부모･학생 상 연수  행사의 개최  지원’을 제안하

다. 세 번째 방향은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인  자원 체제 구축  문성 신장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교과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성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기   문가와의 업 체제 구축  상시화’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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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가. 련 정책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 시 에 본격 으로 어들면서 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응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 즉, 일상의 소통이 인쇄 매체 기반에서 디지털 매체 기반으로 환되고 어떤 형태

의 정보든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어 축 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교육 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에

서는 21세기 학습을 한 요한 역량 3가지  하나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통

신기술(ICT) 리터러시를 포 하는 개념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시하고 있으며(정 선 외, 

2016a, p. 214), UNESCO에서도 21세기 학습  학습의 미래를 언 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보를 

비 으로 사고하는 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니는 요성에 주목하고 있다(Scott, 2015, p. 4). 

이러한 흐름에 궤를 같이하여, 우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일환으

로 볼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총론의 핵심역량  하나로 설정하 다.2) 한 그간에도 

교육부는 5년마다 교육정보화와 련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2014～2018)’에서는 통합형 교육과정 지원을 한 교육정보 공유 체제 구축,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환경 조성, ICT 창의 인재 양성을 한 정보교육 강화 등에 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4. 10.).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다른 측면으로 미디어 교육

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교육부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

하고, 2017년  과제  하나로 ‘미디어에 한 비  이해 능력 함양 교육 강화’를 내세우면

서 이를 한 교실 수업 개선을 목 으로 ‘교육과정 연구학교’ 15개교를 지정･운 하고 있다(교

육부, 2016a. 12.). 이에 나아가 교육부는 좀 더 종합 인 안목에서 ‘지능정보사회에 응한 장

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략’을 발표하며 4차 산업 명 도래에 응하는 2030년까지의 교육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교육부, 2016b. 12.). 여기서 ･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소 트웨

어 련 교육을 확 하기 해 학교는 2018년에, 등학교는 2019년에 소 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의 경우 ‘정보’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 다.

1) 본 1 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2)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체를 독립시켜 별도의 역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  사고 역량, 심미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개 역량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디지털 리터러시는 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한 

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역량과도 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량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가 포 하는 양상이 매우 복합 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는 Ⅱ-1에서 본격 으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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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기에 즈음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 되

면서 학교 정보화 사업을 통해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국어, 도덕, 

사회, 실과(기술･가정) 등의 교과에서 디지털 매체에 한 변화를 교과 특성에 맞추어 성취기

에 일부 반 하여 왔다. 를 들어 국어과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언어 사용 양상과 언어 

을, 도덕과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명암에 한 이해와 도덕  태도를, 사회과에서는 매

체와 문화에 한 비  사고를 다루는 양상이 그러하다. 물론 특정한 교과의 특정한 

성취기 만이 아니라 교사들은 수업을 한 다양한 목 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사진기 등의 

디지털 기기와 사진, 동 상, 인터넷 등의 디지털 자료를 보편 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극 인 사업 추진과 교육 장의 다방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작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육 장에서 본격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덜한 것은 한편

으로는 여 히 교과 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 뚜렷하지 않은 데 있기도 하다. 2015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총론 수 에서 자기 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  사고 역량, 심미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개 핵심역량을 제안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비롯한 다른 역량들과 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독자 인 개별 역량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교과 교육에서 이를 본격 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이러한 총론의 핵심역량도 교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머물고 교과의 구체 인 목표나 

내용으로 긴 히 실 되지 못한 까닭도,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 로 실천하기 

어려운 국면과 맞닿아 있다. 즉, 교과 교육은 여 히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체계 이고 

명시 인 역할을 제 로 부여 받지 못한 셈이다.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과 수업, 창의  체험 활동, 행사 등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기에 시행하는 방법에 해 국 ･ ･고교 

교사 190명을 상으로 설문한 결과, ‘독립 교과 신설(16. 8%)’이나 ‘특별 활동 시간 활용

(31.1%)’보다는 ‘기존 교과목에 부분 도입(51.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2014, p.

119). 즉, 교사들은 체로 교과 교육 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내실화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3) 이제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하게 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재 우리가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모습은 매우 일반 이고, 상당의 교과 수업에서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거나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목 으로 디지털 기기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3) 이는 문가 집단(미디어 교육 문가 152명 상)도 ‘기존 교과목에 부분 도입(41.0%)’, ‘특별 활동(36.8%)’, ‘독립 

교과 신설(20.8%)’ 순으로 나타나, 교사들과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배상률, 2014,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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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반의 교과 내용과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이미 구분 짓기 어렵고,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수업과 아닌 수업 한 구분하기 어렵다. 이것이 자칫 교육 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오히려 교과 교육에서 

제 로 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모습을 탐색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

한 진단을 통해 한 처방을 마련하듯이,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이에 기 한 제 로 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잡고 그에 따른 

교육  처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교과 교육의 주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제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다층 으로 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교육 실태에 

한 종합 인 조망을 통해 각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몫과 나아가 

교과 간 공조할 수 있는 몫을 가늠하여, 궁극 으로는 교과 교육에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 인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나. 선행 연구  본 연구의 차별성 

디지털 리터러시와 그 교육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교육  맥락에서 근하지만 특정 교과 심이 아닌 교육 일반  

수 의 언 을 하는 연구들이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교과 교육 수 의 연구들로서 

교과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교육 실행에 한 연구들이다.

(1) 교육 일반  수 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교육 일반  수 의 연구들로는 다음이 표 이다. 한정선 

외(2006)는 지식 정보 역량 개발 지원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 등학생을 상으로 국가  차원의 거시  디지털 리터러시 지표를 구성

하는 역  요소, 그리고 수 을 도출하고 이에 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 등학생의 

역량을 악하 다. 구체 으로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이 ‘기술･환경 리터러시’, ‘정보･

지식 리터러시’, ‘사회･문화 리터러시’로 구분됨을 밝히고, 각 역의 수행 수 이 ‘기억하다/이

해하다’, ‘ 용하다/분석하다/평가하다’, ‘창안하다’의 세 수 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언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그 하  

역을 밝히는 데 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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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률(2014)은 디지털 시 의 청소년 미디어 교육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 다. 구체 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 실에 맞는 단계 ･통합  미디어 교육과정안을 제시하고,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상으로는 미디어 교육 련 독립 교과목을 신설하고 등학생들을 상으

로는 별도의 미디어 교육 시간 외에 통합 교과목으로 미디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요청됨을 언 하 다. 이러한 교육과정안 제안  정책 제언은 본 연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 을 제공한다. 

정 선 외(2015)는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한 교실 수업 개선 방안을 연구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학

교 자유학기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행 방안을 제안하 다. 이어서 정 선 외(2016b)는 

･ 등 교과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단원 개발 연구도 수행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통합 교육과

정의 근으로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도모하는 교과서 단원의 모형을 개발하 다.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교육  맥락에서 구체 으로 어떠한 개와 략

을 사용할지에 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김수환 외(2017)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과정 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 다. 해

당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규명하며 하  역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디지털 의식･태도’, ‘디지털 사고 능력’, ‘디지털 실천 역량’을 제안하고 하  역별로 

다시 3∼4개의 내용 요소를 제안하 다.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하  역 그리고 

내용 요소를 ･ 등 교육과정에 용하기 해서 통합  근, 학교 별 수  정화, 여러 

교과와의 융합, 핵심역량과의 연계, 등 학년부터의 용 가능성 모색 등과 같은 략을 

제시하고 교수･학습과정안 시를 개발하 다. 이러한 연구는 본격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육과정 상에서 어떠한 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한 의미를 탐색한 것으로 본 연구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Ⅰ-1-1>과 같다. 

<표 Ⅰ-1-1> 교육 일반  수 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주요 선행연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목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정책 제언

주요 
선행 
연구

1

∙지식 정보 역량 개발 지원
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한정선 외, 
2006)

∙연구 목  : 국가  차원의 
거시  디지털 리터러시 
지표를 구성하는 역  
요소, 수 을 도출하고 이
에 한 측정 방안을 제시

∙문헌 연구
∙ 문가 

의회
∙통계 분석 

 장 
검증

∙리터러시 개념의 변천 
과정 분석 

∙국내외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
념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 도구 
개발  검증

∙  국민 상의 체계  
지표 도출

∙표 화된 검사 도구 개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
용의 정규 교육과정 반  
방안 강구

∙디지털 리터러시 소양 함양
을 한 교과 통합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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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목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정책 제언

2

∙디지털 시 의 청소년 미
디어 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배상률, 2014)

∙연구 목  : 우리나라 교육 
실을 고려한 체계 이

고 효과 인 미디어 교육 
실행 정책 방안 마련  맞
춤식 미디어 교육을 제공
할 수 있는 추진 모델 제시

∙문헌 연구
∙설문 조사
∙ 문가 

의회

∙미디어 교육 황 분석
∙미디어 교육 제도화에 

한 조사
∙미디어 교육 해외 사례 
조사

∙미디어 교육 련 단일 
부처 통합 운   창구 
일원화

∙교육부 산하 미디어 교육 
담 앙센터 설립

∙ 등학교 고학년 상의 
미디어 교육 련 독립교
과목 신설

∙ 등학교 학생 상의 교과 
통합교육을 통한 미디어 
교육 시행

∙고등교육기 을 통한 미
디어 교육 련 비교사 
양성

3

∙미디어 문해력 향상을 한 
교실수업 개선 방안 연구 
(정 선 외, 2015)

∙연구 목  : 변화된 학교 
교육 환경 하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보다 실
효성 있는 실행 방안 모색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인터뷰  
FGI

∙정책 
간담회

∙ 문가 
의회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연구 동향 분석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탐색

∙미디어 리터러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  
방안 제시

∙ 학교 자유학기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행 방안 제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교과용 지도서 개발 

지침 개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웹사이트  아카이  구축

∙교사 교육 정책 마련  
지원

∙시･도교육청 차원 문 
컨설

∙시･도교육청 차원의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센터 설립  운

4

∙ ･ 등 교과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단원 개발 연구 
(정 선 외, 2016b)

∙연구 목  : 미디어 리터
러시 련 성취기 이 반
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을 기반으로 하여, 통합 교
육과정 근으로 학생들
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을 도모하는 교과서 단원 
모형 개발 

∙문헌 연구
∙델 이 
조사

∙ 문가 
의회

∙ 장 수업 
용

∙교과서 단원 개발을 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미디어 리터러시 분석

∙국내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서 단원 분석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서 
단원 모형 개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과서  지도서 

개발  제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 
원리  목표가 반 된 
단원과 지도서 개발

∙미디어 리터러시 련 이
론들과 성취기  연계의 
단원 개발

∙ 비 교사  교사 교육을 
한 온라인 강의 개발

∙교육부 차원의 미디어 리
터러시 련 총체  수
의 정책 개발

5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과정 용 방안 연구 
(김수환 외, 2017)

∙연구 목  : ･ 등 학생
에게 필요한 디지털 리터
러시 개념 규명  임
워크를 개발, ･ 등 교
육 장에 용 방안 모색

∙문헌 연구
∙델 이 
조사

∙ 문가 
FGI

∙ 문가 
의회

∙디지털 리터러시 련 
문헌 연구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과정 용을 한 실행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과정 용을 한 ･장
기 로드맵 수립

∙학교 별 세부 교육 내용
의 개발  성취수 에 
한 가이드라인 개발

∙교과 융합을 통한 용 
방안 계획 개발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
학습 교재  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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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육 일반  수 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들은 주로 그 개념  요소 그리고 그것의 

교육  용과 련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교육 일반  수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의 논의 폭은 주로 제도  지원 략을 한 기  연구 혹은 교과 통합  수업 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교과 교육 수 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교과 교육 수 의 연구들을 주요 련 교과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어과의 경우 1998년부터 매체의 발달과 소통 환경이 변하면서 이에 능동 으

로 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과 교육에서의 상을 정립할 것을 주창하 다(김 행, 

1998). 이러한 학계의 요구가 지속 으로 되면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특성’을 

내용 체계에 면 배치하 고 고등학교 심화 과목으로 ‘매체 언어’를 신설하기도 하 다. 그러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이 재구조화되면서 다시 다른 과목으로 흡수되기도 

하 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매체’ 과목으로 부활하 다. 이와 같이 국어과의 

경우는 매체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꾸 히 연구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핵심역량 심의 미디어 리터서시 교육 내용 체계화(정 선 외, 

2016a), 디지털 리터러시 표  역의 인지  특성 탐색(옥 진 외, 2017), 다문서 읽기 능력 

강조(김종윤, 2014) 등이 연구로서 부각되고 있다.  

둘째, 도덕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연구는 주로 수업 략의 방향  교수･학습 

방안과 련되어 있다. 다만, 도덕과의 정체성을 반 하듯 디지털 정보의 도덕  해석  비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활용을 강조하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언 하고 있다. 표 으로 

이미식(2012)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도덕과 교육 방법에 한 연구를 하 고, 이지연

(2012)은 정보통신 윤리교육에서의 도덕  상상력 함양에 한 연구를 하 다. 특히 서미옥과 

배상식(2017)은 제4차 산업 명 시 에 요청되는 등 도덕과의 교수･학습 개선 방안을 논의하

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성을 언 하 다. 여기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학습과 립드 

러닝 방법, 증강 실 어 리 이션의 활용 등이 요함을 주장하며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리터

러시  ICT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하 다. 

셋째, 사회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는 폭넓은 수 에서 논의되고 있었는데 주로 거시 인 

수 에서는 디지털 시민성과의 계를 탐색하고 있고 미시 인 수 에서는 수업 상황과 련지

어 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의 측면에서는 표 으로 안정임 외(2013)의 연구가 있는

데 여기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 경험의 향력을 심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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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하 고, 유사한 맥락에서 이지혜(2017)도 사회과 교육의 디지털 시민성에 한 연구를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시민에게 요청되고 있음을 주장하 다. 후자의 측면에서는 표

 연구로 허수미(2014)가 있는데, 정보화 시 의 사회과 리터러시 함양을 한 수업 구성 략

을 연구하 다. 여기서 사회 변동에 따라 리터러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과

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이  사회의 변화된 특성을 반 하고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 설정이 요하며, 사회과 리터러시 수업은 ‘심화된 읽기’, ‘비  읽기’, 

‘함께 읽기’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 다.

넷째, 수학과의 경우 ‘공학  도구’의 활용을 통한 수학  이해에 심을 기울여왔다. 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공학  도구의 활용에 차 심을 기울이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을 명시 으로 드러내면서 최근 이와 련한 연구가 진되고 있다. 일례로 

송민호(2016)는 최근 교과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교과서  소 트웨어 교육의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이에 따른 수학교육 에서의 공학  도구 설계  활용 방안에 해 고찰하 다. 

정진환(2015)은 수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패턴일반화를 통해 컴퓨  사고력을 진작할 수 

있는 수학 교육의 방안을 제안하 다. 

다섯째, 실과(기술･가정)과의 경우 주로 실생활 주변의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인터넷 기

술 등에 한 이해와 활용을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를 

들어, 정남용(2017)은 4차 산업 명 시 를 비한 미래 실과교육의 방향에 해 논의하며 실생

활에서 차 확 되고 있는 인공지능,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설명되는 미래 시 의 

테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을 요한 학습 목표로 설정해

야 한다고 지 하 다. 아울러 교수･학습  평가 등 수업 상황에 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표 으로 진의남 외(2017)의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심으로 한 시 평가 도구 개발 연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의 교수･학습

과 평가에 한 구체  사례를 제시하 다. 

여섯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정보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서 교과의 상을 기본 으로 언 하면서도 앞서 분석한 다른 교과 선행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교수･학습 방법에 한 논의가 주축이 되고 있다. 를 들어, 김석 ･ 용주･김태  

(2015)은 정보과의 개정된 교육과정에 새롭게 포함된 성취기 을 분석하고 그에 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 고, 정 식 외(2015)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 한 소 트웨어 교육

의 이론과 실천  근의 측면으로부터 교과가 다루어야 할 소 트웨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에 한 논의를 주제 통합 방식 수업을 심으로 제시하 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Ⅰ-1-2>와 

같다.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10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목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정책 제언

주요 
선행 
연구

1 국어

∙디지털 리터러시 표  
역의 인지  특성 

탐색 (옥 진 외, 2017)
∙연구 목  : 디지털 
리터러시 표  역의 
인지  특성을 탐색

∙문헌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표  
활동의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 표  
활동의 인지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 표  
역의 인지  요소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타당한 평가도구 개발

2 도덕

∙제4차 산업 명과 
등 도덕과의 교수･학
습방법 개선 방안 (서
미옥･배상식, 2017)

∙연구 목  : 제4차 산
업 명 비 등 도
덕과의 새로운 교수･
학습방법 방안 제시

∙문헌 
연구

∙제4차 산업 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간 련
성 분석

∙제4차 산업 명시 에 
부합하는 등 도덕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방안 
제시

∙도덕 수업을 한 웹사
이트  어 리 이션을 
이용한 토론게시  개설

∙증강 실을 활용한 어
리 이션 개발

∙국제 원격 력학습의 
도입

3 사회

∙정보화 시 의 사회
과 리터러시 함양을 
한 수업 구성 략 

(허수미, 2017)
∙연구 목  : 정보화 
시 의 요구에 부합
하는 사회과 리터러
시 교육 목표 설정  
구체 인 수업 구성 
략 제시

∙문헌 
연구

∙정보화 시 의 리터러시 
특성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분석

∙사회과 리터러시 수업의 
구성과 실제 제시

∙정보 사회의 주요 매체
의 특성에 따른 교육  
안 마련

4 수학

∙디지털교과서  소
트웨어교육의 도입에 
따른 수학교육 
에서의 공학  도구 
설계  활용에 한 
고찰(송민호, 2016)

∙연구 목  : 수학교육
의 에서 공학  
도구의 개발과 활용 
방안 제시

∙문헌 
연구

∙SW교육과 수학교육 련 
검토

∙수학교육을 한 공학  
도구의 설계 방향

∙모바일 쌓기나무 학습 
환경의 활용  제시

∙수학교육의 공학  도
구설계 원리와 사용법, 
활용 방안 제안

5
실과
(기술･
가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평가 거 성취기
에 기 한 실과(기

술･가정)의 기술 역 
시평가 도구의 개

발 (진의남 외, 2017)
∙연구 목  :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  
평가 거 평가도구 
시 개발

∙문헌 
연구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  분석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제시  
시평가 도구 개발

∙다양한 단원의 시평
가 도구 개발  합성 
평가

<표 Ⅰ-1-2> 교과 교육 수 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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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과 교육 수 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들은 교과가 시   사회의 변화에 어떻

게 응하고 발 해야 하는지를 다루면서, 그 논의의 폭을 주로 수업과 련지어 진행하고 

있다. 즉 교과 교육 수 에서의 연구들은 교과의 정체성을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결시키면서, 

교과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받아들이고 수업 략을 

구상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본원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서 직･간 으로 심을 기울여왔다. 최근의 이와 

련한 연구보고서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김경훈 외(2012)는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하여 창의  문제 해결력 기반의 정보 교육 정책이 요함을 역설하며 그 방향을 탐색하 다. 

여기서는 IT 소양의 의의를 강조하고 낮은 수 의  정보 교육이 과목 신설  교사 역량 

강화, 체계  교육 근 등을 통해 극복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이근호 외(2013)는 미래 핵심역

량 계발을 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을 하면서 국어과, 사회과, 체육과의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살폈다. 이  주목할 것은 국어과가 계발해야 할 핵심역량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을 설정

하여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근을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는 이다. 김혜숙･이

미미･안성훈(2014)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연구하면서, 스마트교

육 추진 략 하에 개발된 미래용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새로운 포맷인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정책  활용 실태를 조사하 다. 특히 디지털교과서의 효과 인 활용을 해서는 수업 지원 

체계 개선  학생의 ICT 능력 강화를 주장하 다. 박진용 외(2015)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를 심으로 읽기 능력 개발 방안 연구를 수행하 다. 여기서 

여겨 볼 것은 국어과가 매체 문식성 확장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한 읽기 지도 강화

를 강조할 것을 언 하 다는 이다. 상경아 외(2016)는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회에서 수행

하는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에 참여하면서 2018년 컴퓨터･정보 소양 평가틀 개정안과 

교육 맥락 변인 조사를 한 설문 구성안을 검토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컴퓨터･

소양 교육 발 을 한 정책  제언을 마련하 다. 권 례･이 상･김성경(2016)은 등학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목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정책 제언

6 정보

∙ 학교 정보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제안 
(김석  외, 2015)

∙연구 목  :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  
 교수･학습 방법 

탐구

∙문헌 
연구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  분석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제시

∙컴퓨  사고력 증진을 
한 교수･학습 방법의 

추가  제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용 수업 시 개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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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를 심으로 코딩 기반 소 트웨어 교육의 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능정보사회 

비 소 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한 제언을 마련하 다. 이와 같이 본원에서 수행해 온 연구들은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양상을 본격 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부 교과의 핵심역량 

일환으로 혹은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나 소 트웨어 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 온 측면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디지털 리터러시는 분명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수 의 심

을 받으며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의 증폭에 따라 교육에서 그것을 선도 으로 용하는 데 집 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좀 더 실제 인 측면에 들어가서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태를 종합 으로 

검하여 이에 근거한 실 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Ⅰ-1-3>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징

구 분 연구 목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정책 제언

본 연구

∙연구 목  : 2015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검  개선 방안 

마련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사례 분석

∙심층 면담

∙ 문가 의회

∙교사워킹그룹

운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

∙교사, 학생, 학부모 인식 

조사

∙교과별 교수･학습  평가 

실태 분석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마련

∙교과 연계･통합 방안 마련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한 교과 교육의 방향성 

설정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한 교과 교육과정, 교수･

학습  평가 개선 방안 

제시

∙교과 교육 디지털 리터러

시 함양을 한 정책 지원 

방향 제시

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학교･ 학교의4) 주요 교과를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를 종합 으로 검하여,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함양을 

한 실제 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교과 교육의 주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제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하

고 있는지를 다층 으로 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교육 실태에 한 종합 인 조망을 통해 

4) 소 트웨어 교육을 등학교와 학교에서 의무화하고 정보 교과를 학교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의 변화가 등학교와 학교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에 고등학교 교실 장은 학 입시라는 당면 문제로 인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

하여 뚜렷한 양상을 보이기 어렵다는 실 인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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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문제 을 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궁극 으로

는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시사 을 도출해 내고자 함이다. 

2. 연구 내용

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이해

먼 ,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그 의미 변천을 악하고 련 요소를 탐색한다. 이는 향후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과 교과별 교수･학습  평가 실태를 분석하는 

데 이론  거가 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동향을 고찰한다. 이러한 국내외 

동향 악은 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황을 진단하고 동시에 국내외 우수 사례를 검

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 을 제공한다. 

∘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이해 

-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변천

-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 

- 국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 

-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 

나.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

등학교･ 학교의 주요 8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정보, 어)

의 교육과정을 살펴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의 수용 양상을 고찰한다. 이들 각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수용해온 양상을 사 (史的)으로 탐색하고,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나

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성취기 을 추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와의 련성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각 교과별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탐색과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  분석을 통해 각 교과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과별 특성에 따라 

수용해온 양상을 종합･고찰한다.

∘ 국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 도덕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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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 수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 과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 정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 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 교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시사  

다.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은 설문 조사와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진행한다. 먼 , 재 등학교와 학교의 교과 수업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거

나 경험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에 한 반 인 인식 진단과 함께 행 교과별 실행 양상을 검한다.  

아울러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하고 있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실과(기술･가정), 정보의 6개 교과에 한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교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태를 악하고자 한다. 

∘ 설문 조사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 교사 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 학생 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 학부모 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 설문 조사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시사

∘ 교과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 국어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분석 결과  

-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분석 결과

- 사회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분석 결과 

- 수학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분석 결과 

- 실과(기술･가정)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분석 결과  

- 정보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분석 결과

- 수업 사례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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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탐색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개선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 으

로 언 된 6개 교과를 심으로,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문제 을 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추후 마련한다. 

∘ 국어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 사회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 수학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 실과(기술･가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 정보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제고를 한 정책 제언 마련 

3. 연구 추진 방법

가. 문헌 연구

∘ 목 :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념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최근 국내외 황  운  실태 분석을 통한 연구 내용  방법의 구체화･체계화

∘ 내용: 

-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변천,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 련 문헌 검토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최근 국내외 황  실태 련 문헌 검토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해외 우수 사례 분석

∘ 시기: 1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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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별 워킹그룹 운

∘ 목 :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  논의, 교과별 수업 사례 분석  논의

∘ 상: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실과(기술･가정), 정보 6개 교과별 ･  교사 각 3명,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 문가 1명, 교과 교육 문가 1명으로 구성 

∘ 내용: 

-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성취기  분석 

-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분석  결과 논의 

∘ 시기: 3월∼9월

<표 Ⅰ-3-1> 교과별 워킹그룹 운  개요  

구분 내용 시기

교육과정 분석  논의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3월～4월

수업 사례 분석  논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 에 따른 교과별 디지털 리터

러시 수업의 교수･학습  평가 사례 분석 
4월～9월

교과 개선 방안 논의
∙교육과정, 설문 조사, 수업 분석 등을 통한 문제 을 바탕

으로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개선 방안 도출 
9월～10월

다. 설문 조사  통계 분석

∘ 목 :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에 한 교육 주체들의 기  인식  요구 

악

∘ 상: 국 ･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 국 ･ 학교 10% 소속)

∘ 내용: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에 한 인식,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수･학습  평가의 실행 실태,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만족도  

요구 사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학교 주체별, 학교 별, 교과별 차이 분석 

∘ 시기: 3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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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 사례 분석  심층 면담

∘ 목 :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실행에 한 검 

∘ 상: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실과(기술･가정), 정보 교과 6개 교과별 ･  교사 (교과별 

3개 학교)

∘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 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련 수업을 실행하고 있는 

교과 교사를 상으로 교수･학습  평가 계획과 그 실제 인 실행 양상을 검 

∘ 시기: 4월～9월

마. 문가 의회  정책 의회

∘ 목 : 연구 방향 수립,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식 조사를 한 설문 문항 구성 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내용 분석 결과 논의, 실태 조사 결과 논의, 디지털 리터러

시 정책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해 문가, 교육부 계자, 교사들의 의견 수렴

∘ 상, 내용, 시기: <표 Ⅰ-3-2>와 같이 정리함.

<표 Ⅰ-3-2> 문가 의회  정책 의회 개최 계획  

시기 내용 상

2월～3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식 조사를 한 

설문 문항 구성 논의

교과교육 문가,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교수･

학습  평가 문가, 장 교사 등

3월～4월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내

용 분석 결과에 한 종합  논의

교과교육 문가,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교수･

학습  평가 문가, 장 교사 등

4월～9월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실태 설문 조사 

 수업 사례 분석에 한 종합 인 논의

교과교육 문가,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교수･

학습  평가 문가, 장 교사 등

9월～10월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한 정책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논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계자, 교과교육 문

가,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교수･학습  평가 

문가, 장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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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미나 개최

∘ 목 :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마련을 한 의견 수렴

∘ 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계자, 유  기  계자, 교사 등

∘ 내용: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교육 실태 요약 발표, 교과 교육에

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의견 공유  정책  개선 방안 등 논의 

∘시기: 11월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진행 흐름에 따라 간략히 제시하면 [그림 Ⅰ-3-1]과 같다. 

[그림 Ⅰ-3-1] 연구 내용  방법 개요



Ⅱ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해

1.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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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5)

사회가 격히 변하고 기술 발 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터러시(Literacy)6)는 차 다양해지고 그 수 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리터러시의 변천에 

하여 시기별로 그 용어와 범주를 심으로 <표 Ⅱ-1-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한정선 

외, 2006, pp. 11-29 참조). 

<표 Ⅱ-1-1> 리터러시의 변천

리터러시 시기 범주 비고

3Rs

(Reading, Writing, 

Arithmetic)

5,000여 년 ～ 읽기, 쓰기, 셈하기 - 기본 인 기능

시각 리터러시

(Visual Literacy)
1960년  이후～ 시각  사고, 학습, 소통, 창출

텔 비  리터러시

(Television Literacy)
1950년  이후～ 시각 리터러시, 비  사고 - 비   처음 부각

컴퓨터 리터러시

(Computer Literacy)
1980년  이후～

컴퓨터에 한 이해와 지식, 컴퓨터

를 활용하는 능력, 컴퓨터에 한 

태도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Multimedia Literacy)
1990년  이후～ 정보, 소통,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1990년  이후～

정보의 필요성 인식, 정보원 탐색, 

비  사고
- 정보의 요성 인식

정보통신 리터러시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Literacy)

1990년  후반 

이후～

매체 활용, 정보 탐색  선택, 정보 

평가, 조직  종합, 문제 해결

- 소통의 도구로 부각

- 문제 해결력 강조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1990년  후반 

이후～

정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화  비디오 리터러시, 문화 리

터러시

- 메시지에 

- 인쇄･비인쇄 매체 포함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2000년  이후～

컴퓨터 리터러시, 네트워크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 기술 습득을 넘어 활용 

능력 요구

(출처: 한정선 외, 2006, pp. 28-29 <표 Ⅱ-11> 일부를 재구성하여 제시함)

5) 본 1 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6) 교육계에서는 ‘리터러시’를 주로 ‘문식성’, ‘문해력’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타 학문 분야가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래 용어의 통을 살려 ‘리터러시’를 그 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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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리터러시는 기본 인 3Rs(읽기, 쓰기, 셈하기)에서부터 출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차 으로 확 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는 

애 의 3Rs의 기본 인 소양은 물론 컴퓨터나 인터넷  여러 미디어 등에 익숙하지 않으면 

해당 소양을 갖추기 어렵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 의 리터러시들과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

에 상당 부분 유사한 범주를 으로 포함한다. 그러다보니 디지털 리터러시는 비슷한 시기

에 출 한 정보통신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과 그 범주가 첩되기도 하여, 여 히 여러 

분야에서 그 용어가 을 달리하며 혼재되어 쓰이기도 한다. 다만, 최근에 교육 분야나 교육

부의 문서에서는 주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에서 근하고 있는데, 본 연구

가 교과 교육에 이 있는바 정보과를 포함한 여러 교과 교육에서 공통 으로 근 가능하면

서 학습자의 활용에 보다 심을 둔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에서 근하고 그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Gilster(1997, 서문 참조)의 연구에서 출발한 용어로 ‘컴

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 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해 냄으로써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고 정보를 히 처리하는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서 출발한다. 이에 ･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하는 교육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을 본격 으로 논의한 최근의 연구들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7)

교육 분야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 디지털 매체와 테크놀로지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비  사고력과 함께 문제 

해결, 커뮤니 이션, 그리고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한정선 외, 2006, p. 52)

￭ 디지털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주 인 삶을 살아가기 해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윤리  태도를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이해･활용하여 정보를 탐색  리, 창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역량(김수환 외, 2017, p. 68)

￭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 이션 도구로 하게 정보에 근하고, 리하고, 통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창조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흥미, 태도, 능력

(MediaSmarts,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를 토 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 잠정  정의를 내리고 2차례 문

7) 본 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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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1차례 온라인 자문, 교과별 교사 워킹 그룹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수렴하 다.8) 

이는 최근의 국내외 연구 동향과 재 교과 교육의 양상을 살펴 디지털 리터러시가 여하는 

범주와 그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역량을 복합 으로 구성하여 진술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의는 기술 발달과 교육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재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 이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기 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

사용하여, 정보  그 내용물을 하게 탐색･활용하고, 비 으로 분석･평가하며, 생산 으로 

소통･창조하는 복합 인 역량
 

여기서 ‘정보9)  그 내용물’이란 특정 목 을 하여 (光) 는 자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상 등으로 표 된 모든 종류의 자료 는 지식  그 결합물을 

총칭하여 말한다. ‘디지털 기술’이란 자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는 그 결합  활용 기술을 말한다. 일반 으로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소 트웨어 등을 

총칭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한 특성으로 범주상의 다차원성과 수 상의 연속성을 꼽아볼 수 있

는데(이애화, 2015, p. 184),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네 역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역은 각 범주와 그 실천 역량을 함께 진술한 것이다. 

◦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그런데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서 네 역을 공통 으로 제어하는 바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 이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기’ 한 ‘복합 인 역량’이다. 즉, 네 역에서 학습자

는 미래의 삶을 자신의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주도 으로 이끌면서도 윤리 이고 건강한 가치를 

8) 먼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잠정  정의에 해 컴퓨터 공학 문가, 교과 교육 문가, 미디어 교육 문가 

등이 참여하여 2차례 회의를 거쳐 문구를 조정하고 각 교과별 교사 워킹 그룹을 통해 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다시 문가들의 온라인 자문과 검토를 통해 최종 개념을 확정하 다. 

9) ‘국가정보화 기본법(2018. 2. 일부개정)’의 ‘정보’에 한 정의를 따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LSW/lsEfInfoP.do?lsiSeq=202275# 참조, 2018. 3.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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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목표를 공유한다. 한 각 역에서 학습자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측면을 고려한 

실천  역량을 길러야 하는데, 이때 각 역의 역량은 역 간 상호 연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복합 인 양상을 띤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Ⅱ-1-1]과 같다. 

[그림 Ⅱ-1-1]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

[그림 Ⅱ-1-1]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역을 공통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이 순차 이면서도 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 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는  다른 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

지털 리터러시와 첩되면서도 다소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 둘의 계에 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상  개념으로 보는 입장과10) 반 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상  개념으로 보는 입장

이11) 있으며, 핵심 내용을 교집합으로 공유하는 계로 보는 입장도12) 존재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상 의 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에서 

10) 국의 JISC와 퓨처랩(Futurelab) 등이 표 인 이다. (https://www.jisc.ac.uk/guides/developing-digital-literacies 

(2018. 5. 22. 검색), Futurelab(2010) 참조) 

11) 유네스코(UNESCO)와 미국의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 등이 표 인 이다. (http://www.unesco.org

/ 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

s/full-list/media-and-information-literacy-policy-and-strategy-guidelines/, https://www.commonsensemedia.

org /news-and-media-literacy/what-is-digital-literacy 참조, 2018. 5. 22. 검색)  

12) 캐나다의 미디어스마트(MediaSmarts) 등이 표 인 이다. (http://mediasmarts.ca/digital-media-literacy/ 

general-information/digital-media-literacy-fundamentals/intersection-digital-media-literacy 참조, (2018. 3.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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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하고 학습하고 일을 하기 해 필요한 제반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향이나 디지털 정보와 문화에 한 비  사고와 분석  

평가의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라고 본다. 이와 반 로 미디

어 리터러시가 상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 인 근 방법인 

정보에 한 근, 비  분석, 창조, 소통 등이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을 포함하면서 특히 인터

넷,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등의 디지털 미디어에 을 두는 것이라고 본다. 미디어 리터러시

는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는 각종 커뮤니 이션 도구와 기술에 한 비  이해, 활용, 사회

 참여를 목 으로 하며, 디지털 미디어가 아닌 아날로그 미디어도 상으로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디지털화되기 이 부터 신문, 잡지, 사진, 고, 화, 텔 비  등 다양한 

아날로그 미디어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과 그 사회  향에 한 비  이해를 요하게 

다루었는데, 미디어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발 하고 확장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일반

화되면서 재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이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의 의해 이루어지는 표 과 소통에 한 비  

이해와 창의  활용을 다루는 차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첩된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

시는 미디어 표 과 소통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자체의 구조와 향에 한 이해를 다루며,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삶을 하고, 타인과 계를 맺으며, 학습과 일을 하기 

해 필요한 기능과 태도 교육을 시한다는 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구분된다(구본권, 2017, 

p. 6). 이 때문에 캐나다의 미디어스마트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는 서로 

첩되는 스펙트럼상에 있으면서 을 두는 역이 다르다고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상하 의 포함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첩되는 바가 크긴 하나 그 이 다르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과를 포함한 여러 

교과 교육의 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그를 통한 생산 인 

소통과 창조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자의 실천  역량을 다루고자 하므로, 미디어 

리터러시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26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

본 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그 교육에 한 최근의 국내외 동향을 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황을 진단하고 동시에 국내외 우수 사례를 검하여 향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물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개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멀티리터러시 등의 교육 동향도 

그 핵심 내용이 첩되고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하는 경우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제 로 갖추는 것은 학교 교육을 마친 후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도 건이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의 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컨 , 유럽연합(EU)에서는 27개 회원국 사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디지털 단일 시장을 만듦으로써 세계 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디지털 교육을 

주요 과제  하나로 선정해 다양한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최원석, 2017, p. 20). 이에 최근 

국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분야에서 선도 인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캐나다, 핀란드, 

랑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를 심으로 련 내용을 제시하고 시사 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캐나다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동향13)

캐나다의 미디어스마트(MediaSmarts)는 2012년부터 본격 으로 기  명칭을 달고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련한 원칙과 핵심 인 기능  역량을 정의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 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계획안을 온라인에서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스마트의 디지털 리터러시 모델은 디지털 기술에 한 기본 인 근, 인식, 훈련 등과 

같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식, 소비자 의식, 이용자의 자신감, 비 ･창의  사고력 등과 

같은 높은 단계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포 한다.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기술의 ‘사

용’, ‘이해’, ‘창조’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와도 한 련을 

갖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캐나다 미디어스마트. http://mediasmarts.ca/sites를 참조하여 내용을 정리･소개함(2018. 3.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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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한 기술  유창성을 뜻하며, 워드 로세서･웹 라우 ･

이메일 등의 의사소통 도구를 비롯한 컴퓨터 로그램을 사용하는 기본 인 기술의 사용부터, 

검색 엔진･온라인 데이터베이스･클라우드 컴퓨 과 같은 지식 자원에 근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이해’는 디지털 미디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 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일련의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우리의 행동･지각･신념,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해 느끼는 감정에 네트워크 기술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인식도 포함한다. 

‘창조’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도구를 통해 내용을 생산하고 효과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미디어스마트에서는 학교 교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진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술 

도구를 통해 실제 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학습을 매자이자 함께 학습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치지울 필요가 있고, 기술을 활용해 학습을 심화하고 교육과정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해 학교에서는 합리 인 정책과 

유연한 운 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발달을 돕고 올바른 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미디어스마트에서는 캐나다 각 주의 학교 교육과정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반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자료로 제공한다. 일례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일 부터 학교 교육

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도입하 는데, 어 교과에서 미디어 연구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의미와 그것이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향에 한 비  이해를 강조한다. 

한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은 컴퓨터, 기술 등의 교과에서도 교육하고, 어･수학･과학･사회･

경 ･건강･ 술･캐나다와 국제 사회 등 다양한 교과에서도 다루고 있다. 를 들어, 수학에서

는 확률  문제 해결의 개념과 련하여, 과학에서는 정보를 탐구하는 과정의 비  사고와 

련하여,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의미 작용에 한 비  사고와 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다. 

한 미디어스마트는 학교 교육과정과 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인 수업 계획안을 학년과 

주제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을 통해 바라는 결과(learning outcomes)를 

제시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하게 련지어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핀란드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동향

핀란드는 교육문화부에서 2016년에 면 으로 국가수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그림 Ⅱ

-2-1]과 같이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와 ‘ICT 역량’을 요한 핵심역량으로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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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핀란드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법 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림 Ⅱ-2-1] 핀란드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개념도 
(출처: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p. 15)

멀티리터러시는 다양한 양식14)을 통해,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결합하고, 변형하고, 생산하고, 제시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라 규정하고, 학생들은 

통 인 학습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과 미디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6, 

p. 3).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밝힌 멀티리터러시는 모국어･사회･역사 등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

는 핵심역량이자 학습 요소로, 그 목 은 학생들이 학교 밖의 시민 사회  공동의 일에 참여하

기 한 지식, 경험,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15) 

핀란드에서는 멀티리터러시와 구별하여 ICT 역량을 별도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 으나, ICT 

역량에 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궁극 으로는 멀티리터러시의 일부라고 명시하여, 멀

티리터러시가 ICT 역량에 비해 상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6, p. 3).

14) 멀티리터러시는 문자, 시각, 청각, 수리, 동작의 상징 체계들과 그 복합 작용에 의해 제시되는 지식을 다루는 

것이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6, p. 3). 

15) 멀티리터러시는 국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과 실천 심의 디자인 기반 교수법이 결합

된 개념이다(김아미, 2017,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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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멀티리터러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세 단계로 이루어

진다(심미선, 2017, p. 80 참조). 먼  1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말과 로 표 한다. 이 단계는 

등학교 3학년의 국어 교과에서 시작하는데, 도서 에서 자료를 찾아 이를 말과 로 표 하는 

보 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16) 2단계는 뉴스를 직  제작하는 단계로, 

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작성하거나 동 상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 언론인이 참여해 도움을 

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미디어 단체와의 업을 통해 이루

어지는 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체험 학습이 일회  행사가 아니라 교과 수업과 긴 하게 

연결되어 상시 으로 이루어진다. 핀란드 신문업계는 200명 이상의 미디어 문가와 함께 미디

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수업에서 뉴스 제작은 으로 학생 주도 학습으로 이루어지

도록 한다(심미선, 2017, p. 82). 학교에서 뉴스 제작 교육을 시행하는 이유는 뉴스를 직  제작

하고 그 생산 과정을 학생 스스로 살펴야 그에 한 비 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은주･정 선, 2017, p. 87). 3단계는 비  사고를 기르기 해 동일한 사건에 해 다양한 

의 뉴스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국어 교육에서 기 인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사회 상에 주제 인 심을 갖도록 하고, 스스로 뉴스를 제작해 보면서 이를 비 으

로 이해하도록 하는 체계 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2016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어 ‘멀티리터러시’ 교육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핀란드의 멀티리터러시 교육의  다른 분야는 코딩 교육으로서, 이는 수학･물리･화학 등의 교과에

도 포함되어 다루어진다(김아미, 2017, p. 87). 핀란드에서 코딩은 로그래  교육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

에 한 비  이해 한 시한다. 를 들어, 학습자로 하여  온라인에서 하는 정보나 서비

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도록 교육한다. 

한편 핀란드가 학교, 공공기 , 시민단체, 가정의 력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

하는 양상은 문화 인 캠페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를 들어, 게임 이용 문화에 해서 

그러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즉, 핀란드에서는 만 7～8세 어린이의 97%가 디지털 게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게임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 활동에 정 인 향을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해, 매년 11월에 ‘핀란드 게임 주간’을 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 인 차원에서 정 인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 해 여러 기 이 업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 이때 핀란드의 학생들은 말하기와 쓰기의 시작에서 그 소재를 뉴스에서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 

심을 갖는다. 우리의 경우도 국어 교과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능 인 교육에 그쳐 사회  

주제에 한 심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과 비되기도 한다. 이에 해 심미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제나 시사 문제에 심을 갖고 의견을 표 하도록 하는 교육에 해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을 지 하고 있다(심미선, 2017,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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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랑스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동향  

랑스 교육부 산하의 공  기구인 ‘끌 미(CLEMI : 교육과 정보 미디어 연계 센터)’는 랑

스 미디어 교육의 표 인 기구이다(진민정, 2017, p. 19). 끌 미는 학생들의 미디어에 한 

지식과 비 인 분석을 돕고, 학생들의 미디어 생산을 장려하며, 미디어 교육 교사 양성, 미디

어 교육 자료 생성, 학교 미디어 제작 지원  미디어 교육 로그램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와 정보 교육’으로 그 범 를 확장하 다. 이는 

유네스코의 기조와 련된 것으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정보의 과부하 상이 나타나면서, 정보

를 보다 합리 ･자율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시민에게 요구된다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랑스는 2014년 7월부터 교육법 L332-5조에 의거하여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모든 등 교육과정에서 의무 으로 시행한다(진민정, 2017, p. 19). 이러한 교육은 

정보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 그리고 시민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을 둔다. 

즉, 뉴스 생산과 소비를 비 으로 보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SNS를 이용할 때 필요한 

규칙들을 지키고, 자신의 디지털 능력을 검할  아는 미래 시민을 기르는 것이 미디어와 

정보 교육의 목 이다. 

이러한 랑스의 미디어와 련 교육은 다양한 교과의 교육과정 내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끌 미는 모든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와 련 교육에 

해 구체 인 로그램을 제공한다. 한 청소년들이 신문, 라디오 방송의 로그램 제작을 비롯

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2015년에 

끌 미에서 발간한 ｢교사용 미디어･뉴스 교육 가이드북｣에서는 등학교와 등학교의 미디어･

뉴스 교육 활동의 주제와 수 별 목 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17) 

(4) 호주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동향  

호주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서 ‘리터러시’, ‘수리력’, ‘ICT 역량’, ‘비 ･창의  사고’, ‘개인

･사회  역량’, ‘윤리  이해’, ‘상호문화  이해’ 등의 7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 다. 이 역량

들은 <멜버른 선언: 호주 은이들을 한 교육 목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호주의 모든 학생들은 성공 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하고, 자신감 있고 창의

인 개인이 되어야 하고, 능동 이고 한 정보를 갖춘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실 시

17)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forme.or.kr/index.php?pg=data&sub=global&cate=global&mode=view&page=1

&per_page=10&seq=226263&st=&q= 참조 (2018. 3.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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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한 것들이다.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요한 요소로 기능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소들이 핵심역량으로 스며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에는 ‘디지털 기술’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ICT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비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18) 세부 으로 살펴보면 ICT 리터러시

의 핵심 요소는 ‘테크놀로지 기술의 이해와 용’, ‘웹 기반 도구의 기능 이해’, ‘멀티미디어의 

목 과 소셜 네트워킹을 한 기술 활용’으로, 정보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는 ‘정의하기’, ‘찾아내기’, 

‘선택하기’, ‘조직하기’, ‘제시하기’, ‘평가하기’로, 비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는 ‘이해하기 해 

질문하기’, ‘복합  에 해 사유하기’, ‘사회 ･개인  연결을 찾기’, ‘성찰하기’로 제시하 다.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생들로 하여  테크놀로지를 비 으로 사용하고, 사회 ･문화  

맥락 속에서 정보와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인식하는 것까지 포 하고 있는데, 이 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깊게 련됨을 알 수 있다.

(5) 뉴질랜드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동향 

뉴질랜드에서는 ‘삶과 평생학습을 한 역량’으로서 ‘사고’, ‘언어, 기호  텍스트 사용’, ‘자기 

리’, ‘다른 사람과 계 맺기’, ‘참여  기여’ 등을 설정하 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국가 차원에

서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과 하게 련됨을 안내해 주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19) 

￭ 사고 : 디지털 리터러시는 비 ･창의  사고를 요구하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고, 창조하는 능력임. 

￭ 언어, 기호  텍스트 사용 : 다량의 정보가 있는 디지털 환경의 다양한 텍스트들 속에서 언어와 

기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임. 

￭ 자기 리 : 디지털 맥락에서 배우고 상호작용할 때 자신을 리함.

￭ 다른 사람과 계 맺기 : 타인과 효과 이고 안 하게 계를 맺고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으로 

성장하기 해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성 기술과 가치가 필요함. 

￭ 참여  기여 : 디지털 도구를 하고 생산 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 , 지역, 국가 는 국제 

사회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사항임. 

18) 호주 교육과정.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technologies/digital-technologies/, 

https://confessionsofateacherlibrarian.wordpress.com/2013/08/18/digital-literacy-and-the-australian-curriculu

m/ 참조 (2018. 4. 1. 검색)

19) 뉴질랜드 교육과정. https://natlib.govt.nz/schools/digital-literacy/understanding-digital-literacy/digital-litera

cy-and-the-new -zealand-curriculum (2018. 4.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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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아래, 교사들의 수업 활성화를 돕기 

해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 략’을 구체 으로 안내해 다. 일례로 [그림 Ⅱ-2-2]는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찾고, 평가하고, 활용하고, 생산하기’, ‘정보를 큐 이 하기’, ‘ 작권과 CCL’ 

등의 략을 보여 다.  

[그림 Ⅱ-2-2] 뉴질랜드 학교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 략
(출처: https://natlib.govt.nz/schools/digital-literacy/strategies-for-developing-digital-literacy)

한편, 뉴질랜드는 2017년에 35개국의 청소년을 상으로, 창조 이고 분석 인 능력, 기업가

 역량, 지도력, 디지털 능력  기술력, 국제  인식  시민교육 등의 교육 미래 역량 부문 

평가에서 세계 최고로 조사되었다.20) 학습 지원 모델 제공, 학교를 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통합, 디지털 학력평가로의 환을 한 력 등 뉴질랜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력은 

상당히 진보 이다. 구체 인 를 들어 [그림 Ⅱ-2-3]은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 정보 활용을 

한 자료 조사 방법에 해 제공하고 있는 학습 자료로서, 자료 조사를 해 사 에 거쳐야 

할 과정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 정보 검색 능력을 기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실제 인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 [뉴질랜드 9월 교육정책] 참조 (http://www.

nzherald.co.nz/business/news/article.cfm?c_id=3&objectid=11926730, 2018. 4.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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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3] 뉴질랜드의 학습 자료 : ‘인터넷 자료 조사를 한 단계’ 

(출처: https://www.mindomo.com/mindmap/research-process-kuhlthau-226be97d174f46f7831a9bb9b870bcf5)

(6) 싱가포르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동향 

싱가포르의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 핵심역량의 핵심가치로 ‘존 ’, ‘책임감’, ‘인격’, ‘배

려’, ‘회복력’, ‘조화’를 제시하 고, 이것을 감싸는 안쪽 고리에는 ‘자기 인식’, ‘자기 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 계 리’, ‘사회  인식’의 다섯 가지 자질을 제시하고, 가장 바깥 고리에 

‘시민  리터러시, 세계 인식  간문화  기술’, ‘비 이고 신 인 사고’, ‘커뮤니 이션, 

력과 정보 기술’이라는 세 가지 핵심역량을 설정하 다.21) 이  ‘커뮤니 이션, 력과 정보 

기술’ 역량은 인터넷 활용에 있어 어떤 질문을 해서 해결할 것인가, 정보를 탐색하고 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다루며, 잠재  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윤리 인 실천을 하는 것, 존 받을 수 있는 태도와 책임감, 의사결정, 명료하

고 효과 인 커뮤니 이션을 강조한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싱가포르 교육과정. https://www.moe.gov.sg/docs/default-source/document/education/21cc/files/annex-21cc-

framework.pdf 참조 (2018. 4.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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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싱가포르에서는 ‘교육에서의 ICT’에 한 새로운 비 인 ‘마스터 랜 4’ 정책을 통해, 

‘미래를 비하는 책임감 있는 디지털 학습자’를 길러내기 한 비 을 세웠다. 이 정책의 

근법은 모두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근법은 ‘교육과정, 평가, 교수･학

습에 ICT를 깊숙이 통합한다(iCAP: ICT in Curriculum, Assessment and Pedagogy)’는 

것이다. 좀 더 세부 으로는 ICT와 학습 자원을 교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시작과 

끝에 통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디지털 학습자로 학생을 길러낸다는 것이다. 그리

고 ‘심화된 디지털 학습(Deepen Digital Learning)’의 내용으로 ‘사이버 복지(Cyber 

wellness)’와 ‘뉴 미디어 리터러시(New media literacy)’를 다루도록 하 다.22) 

[그림 Ⅱ-2-4] 싱가포르 ICT Connection 마스터 랜 4

(출처 : https://ictconnection.moe.edu.sg/masterplan-4/approaches/approach-1-deeper-ict-integration-in-curriculum-assessment-n-pedagogy)

싱가포르의 미디어 리터러시 원회(Media Literacy Council)는 싱가포르 국민이 미디어의 

내용을 효과 으로 평가하고, 사용하고, 창조하며 안 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 을 두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 지역사회, 정부와 함께 력하여 책임감 

있는 참여 문화를 증진하려는 과업을 갖고 있다.23) 미디어 리터러시 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

의 핵심가치와 기능으로 ‘공감’, ‘책임감’, ‘존 ’, ‘인격’, ‘다른 사람에게 정 인 감 주기’, 

22) 싱가포르 ICT Connection Masterplan 4. https://ictconnection.moe.edu.sg/masterplan-4 참조 (2018. 4. 30. 검색) 

23) 싱가포르의 미디어 리터러시 원회. https://www.medialiteracycouncil.sg/About-Us/Vision-and-Mission 참조 

(2018. 4.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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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과 분별력’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활동 내용으로는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 쟁 ’, 

‘온라인 안 ’ 등을 주제로 한 우수 실행 사례와 교육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자료는 학생, 교사, 부모를 상으로 개발하여 보 하고 있다. 

(7) 기타 기업  시민 단체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동향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 근하는 교육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활용 능력을 강조한

다. 이를 해 정보 검색 도구를 제공하는 세계 인 기업인 구 (Google)은 2017년 6월에 어린

이들의 높이에 맞춰 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로그램인 

“인터넷을 기가 막히게 멋진 곳으로 만들자(Be Internet Awesome)”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오

세욱, 2017, p. 85). 이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산업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라 할 수 있다. 이 로그램의 목표는 어린이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의를 

갖추고, 피싱(phishing)과 가짜 정보 등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보를 조심스럽게 

공유하며, 자신에 한 정보를 소 하게 보 하며 다른 사람을 존 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자신감 있게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림 Ⅱ-2-5] 구 의 ‘인터랜드’ 게임 화면

(출처: https://beinternetawesome.withgoogle.com/en/interland)

만 9～13세 어린이들에게 코딩을 맛보기로 경험하도록 하는 워크  로젝트인 ‘#슈퍼코더

(#SuperCoders)’는 자원 사자들이 어린이들에게 기 인 코딩을 통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을 만들게 하는 로젝트이다(최원석, 2017, p. 20). 우리나라에서도 리 활용되고 있는 ‘스크래

치’ 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이것은 MIT 미디어랩에서 제공하는 무료 코딩 로그램으로, 

HTML이나 자바 스크립트와 같은 어려운 로그래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컴퓨터 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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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이다. ‘#슈퍼코더’ 로젝트에는 2014년～2016년 말까지 

유럽과 아 리카 지역 17개 국가에서 어린이 6,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유럽의 통신사업자인 

‘오 지(Orange Group)’에서 자원 사자를 교육하고 지원했다(최원석, 2017, p. 21).

국의 비 리단체인 차일드넷(Childnet)에서는 어린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발자국’

을 보다 정 으로 남기고 리하도록 하기 한 5가지 가이드라인인 ‘온라인 평  체크리스

트’를 제시했다.24) 그 내용은 첫째, 온라인에서 자기 자신을 검색해 보라는 것이다. 둘째, 라이

버시 세 을 체크하라는 것이다. 셋째, 공유하기 에 생각하라는 것이다. 넷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로필이나 사이트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검색할 수 없게 되며, 해킹의 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 인 발자국을 온라인에 남기라는 것이다. 

[그림 Ⅱ-2-6] 국 차일드넷의 온라인 디지털발자국 체크리스트
(출처 : https://www.childnet.com/ufiles/Online-Reputation-Checklist.pdf)

24) 국 차일드넷. http://www.childnet.com/resources/online-reputation-checklist) 참조 (2018. 4.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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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검토한 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을 통해 국내 교육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극

으로 다루고 있으며, 차 공동체로서의 역량, 즉 ‘디지털 시민성’, ‘사이버 복지’, ‘온라인 안 ’ 

등에 심을 둔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해 법  근거를 마련하거나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하나로 직  제시하거나, 는 핵심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발달 련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은 물론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셋째, 선도 인 국가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 

컴퓨터, 기술 등의 일부 교과만이 아니라  교과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가 긴 히 연계되어 실행된다. 다섯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기업･공공기 ･비 리기  등에서도 심을 갖고 구체 인 교육 내용

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여섯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해 시의에 맞추어 

빠르게 환하여 제공한다. 일곱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간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나.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 

국내의 교과 교육에서 진행되어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은 향후 본 연구에서 실태 분석

을 통해 본격 으로 살필 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교과 교육 외의 다른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 련 교육 동향과 시사 을 살펴보려 한다. 학교에서 ICT 활용 교육,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소 트웨어 교육 등이 정책 으로 시행되었고, 

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  혹은 민간단체나 재단에서 학교로 문 강사를 견하거나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이 이루어진 에 주목하여, 그 동향과 시사 을 생각해 볼 수 있다.25) 

(1) ICT 활용 교육 동향

우리나라의 일반 인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ICT 활용 교육이 가장 보편 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Ⅱ-2-1>는 학교

의 일반 교실 혹은 컴퓨터실에서 활용 가능한 ICT 활용 활동의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재는 

PC 통신이나 오디오/비디오 테이  신 인터넷과 컴퓨터 일이 사용되고 있는 을 제외하

고는 체 인 활동 형태가 재와 매우 비슷하다.

25) 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거나 직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 기구  

공공기 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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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 ICT의 교육  활용 유형

활용 

유형
활용 ICT 활용 활동

활용

주체

활용

장소

자료 

제시

∙온라인 멀티미디어 자료

- 웹 코스웨어, 웹 페이지

∙오 라인 멀티미디어 자료

- 멀티미디어 CD-ROM, 백과사

∙ 젠테이션 자료

∙오디오/비디오 테이

∙인터넷에 연결된 멀티미디어 PC 

∙ 젠테이션 기기

<수업 >

∙웹 사이트 검색 는 웹 페이지 개발

∙PPT 자료 개발

∙멀티미디어 CD-ROM 검색

<수업 >

∙교사에 의한 개념, 지식, 차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오 라인 멀티미디어 는 오디오/

비디오 테이  제시

∙교사에 의한 젠테이션

교사

교실/

컴퓨

터실

탐구

∙검색 엔진

∙원격 속 도구(Telnet, Ftp 등)

∙웹 자료

∙PC 통신 자료실 

∙멀티미디어 백과사

∙교과 용 소 트웨어

∙정보 탐색, 조사 활동

- 검색엔진을 이용한 정보 검색, PC 자료실 

검색, 백과사  조사, 개별/소집단 활동, 

교사의 탐색 안내

∙검색 결과 찰  탐구

∙교과 용 소 트웨어를 이용한 개념 탐구

학생
컴퓨

터실

의사

소통

∙온라인 의사소통 도구

- 동시성 도구(채  도구, 메시지 교환 

도구)

- 비동시성 도구( 자우편, 게시 )

∙ 자우편을 통한 의견, 자료 교환

- 학생-학생, 학생-교사, 학생-외부 문가, 

교사-외부 문가

∙실시간 토론

- PC통신 채 , 웹 채 , 용 토론실 이용

∙비 실시간 토론

- 자우편, 게시  이용

∙실시간 메시지 교환

교사/

학생

컴퓨

터실

결과 

생산

∙Productivity 소 트웨어

∙웹 문서 제작 도구

∙멀티미디어 제작/편집 소 트웨어

∙ 로그래  언어

∙문서 작성

∙측정 결과표 작성

∙ 젠테이션 자료 작성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문서(코스웨어 포함) 제작

학생
컴퓨

터실

결과 

표

∙Productivity 소 트웨어

∙(웹) 작도구

∙ 젠테이션 기기

∙웹 출

∙결과물 젠테이션 학생

교실/

컴퓨

터실

평가

∙웹 문서 제작 도구(HTML, CGI, 자바, 

ASP 등)

∙웹 기반 평가 문서

∙워드 로세서 평가 문서

∙웹 기반 평가 문서 제작(교사)

∙학습 내용/과정 평가(학생)

- 웹 문서에 속하여 평가 수행

- 워드 로세서 문서를 불러 평가 수행

∙평가 결과 DB로 구축(교사)

교사/

학생

컴퓨

터실

(출처: 이태욱 외, 2001,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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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에서 제시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은 교사의 활동과 학생의 활동으로 나 어 

제시되어 있다. 교사의 수업  지식이나 개념 설명을 한 멀티미디어 자료나 젠테이션 

활용, 교사의 안내에 의해 학생이 개별 혹은 소집단으로 검색 엔진･자료실･백과사  등을 활용

해 정보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찰하고 탐구하는 활동, 자우편이나 웹 채  등을 통해 실시

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교환하는 상호작용 활동, 학생의 문서 작성, 젠테이

션 자료 작성, 웹 문서 작성  그 결과의 출 이나 공유 활동, 웹 기반 결과  과정 평가 

활동 등 다양하고 유용한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 인 학교 장에서는 교사에 의한 멀티미디어 자료나 젠테이션 

자료 제시 정도가 활용되고 있을 뿐, 학생들이 직  ICT 기술을 활용해 자료를 검색하고 탐구

하며 상호작용하는 활동은 컴퓨터실 활용의 제한,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활용  공용 wi-fi 

환경 구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일부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교육, 소 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 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에 제시된 교사와 학생의 활동은 비록 2000년  의 교육정보화 사업 기에 제시된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 시 에 학교 장의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교수･학습의 모델

로 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여 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역설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어, 실제 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장의 기술  환경과 교사  학생의 실행 능력을 기르는 데 을 두는 정책이 필요함을 

말해 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표 Ⅱ-2-2> 교육정보화 사업의 기에 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 학에서 

비 교사의 ICT 소양  ICT 활용 교육의 기 를 해 제시한 교육과정 운  모델인데, 이 

한 재 시 에서 보아도 각 교과에서 비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모델이다. 

<표 Ⅱ-2-2> 교육 학 ICT 활용 교육의 내용 체계 

  역 내용 요소 비   고

ICT 소양 교육

∙ ICT에 한 풍부한 이해와 기술

∙학교 정보 련 정책의 수행 능력

∙정보통신윤리  보안에 한 이해와 태도

∙문제해결을 한 응용 소 트웨어의 숙련된 활용 능력

∙통신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

∙자료  정보에 한 종합 평가 능력

컴퓨터 교육과

ICT 활용 교육의
이론  기

∙ ICT 활용 교육의 이해
∙ ICT 활용 교수-학습 이론의 기

컴퓨터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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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재신 외, 2004, p. 9)

(2)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 동향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교과서  스마트 교육(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 정책은 정책 

연구학교에서 시범 으로 실행되었다. 학생이 디지털교과서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학습하기 

해 용하는 활동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한 시가 될 수 있다. 임정훈 외(2008)은 다양한 

교과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에 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의 유형을 모두 49개로 정리

하고, 각 유형의 활동들이 디지털교과서의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능은 

정보 처리를 어떻게 진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수업의 어느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수업 ･ ･후를 고려하여 제시하 다. 디지털교과서의 기능과 형태는 구체

인 개발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학습 

기능의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Ⅱ-2-3>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 목록

단계 단계 세부 활동 디지털교과서 기능

수업 

수업  습  

과제 확인

1) 수업  습하기(진단평가 내용 포함) R contents

2) 학습과제 확인･자료 비하기 M/I, E/F 숙제방

교수･학습활동 계획 
수립

3) 온라인 타임라인 작성 M/I 시간표(Diary)

수업
도입

선수지식 확인 4) 사 지식 설문활동 I/C (Poll, survey)

학습목표 확인
5) 목표 키워드 연결하기 R Goals, contents

6) 목표트리 만들기 CP 마인드맵 솔루션, 자료방

학습 개요 확인

7) 숨겨진 핵심주제어 맞추기 CP 노트

8) 상황보고 주제 악하기 IS contents, 자료방

9) 목차 는 제목 이어말하기 R 차례, 자유방, contents

동기유발

10) 디지털 스토리텔링 IS contents, 자료방

11) 련 사례 알아보기 IS contents, 자료방, 하이퍼링크

12) e-뉴스 사례 확인하기 CP 자료방, 하이퍼링크

  역 내용 요소 비   고

ICT 활용 수업의
설계

∙ ICT 활용 교수-학습 방법
∙ ICT 활용 수업 설계

컴퓨터 교육과

ICT 활용 수업의
실제

∙ ICT 활용 교수-학습 방법
∙ ICT 활용 수업 설계

각과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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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 세부 활동 디지털교과서 기능

개

학습내용 제시
13) 마인드맵 작성･제시하기 CP 마인드맵 솔루션, 자료방

14) 서사 으로 설명하기 CP, IS contents, 자료방

학습자료･정보 처리

(검색, 공유, 생성)

15) 웹사이트 탐방하기 CP 하이퍼링크

16) 온라인 자원 평가 E/F, M/I 하이퍼링크, 노트, 메모장

17) e-생각말하기 (digital think-aloud) CP, IS 녹음기능,자료방

연습  피드백

18) 짝궁 퀴즈 활동 IS contents, 쪽지, 자료방

19) 문제풀이 게임 IS contents, 자료방

20) 과제 수행 결과 짝 피드백 M/I 노트모음

21) 모둠별 상호 피드백 M/I 노트모음

학습 코칭･ 

진･지원

22) e-학습 가이드 I/C 상담방, 쪽지

23) FAQ 만들기 I/C 질문방

동학습

24) e-wiki 활동 I/C (wiki게시 )

25) 모둠별 개념지도 만들기 CP 마인드맵 솔루션

26) e-직소우 학습(e-Jigsaw) I/C 토론방

27) e-역할놀이 I/C 토론방(아바타)

28) e-출 하기(e-publishing) IS, I/C (solution 기능)

29) 동  스토리텔링 I/C 토론방

토론  의

30) 댓  릴 이 I/C 토론방

31) e-찬반토론 IS, I/C 토론방,(solution)

32) 디지털 인스토 IS, CP 자유방, 마인드맵 솔루션

문제 해결･

탐구 활동

33) e-스무고개 활동 I/C 질문방

34) e-SWOT 활동 CP 노트(template)

35) e-가설 설정･검증 CP, IS 노트, 자료방

36) e-실험･실습 CP contents

37) 가상 장견학 CP,IS contents

보충･심화 38) 심화 학습일지 작성하기 CP 노트

정리

핵심내용 정리
39) 3  요약 게임 CP 노트

40) 핵심내용 시각화하기 CP 마인드맵, 노트

형성 평가
41) 도 , 디지털 골든벨 CP (게임 기능)

42) e-문제 만들기 CP 노트

학습결과 발표 43) e- 젠테이션 CP 노트, ppt

학습 성찰

44) 변화된 나 CP, IS 노트, 자료방

45) 학습과정 기록지 작성하기 CP, IS 노트, 자료방

46) e-성찰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CP, IS 노트, 자료방

수업

후

자율 보충･심화 

학습

47) e-학습 포토폴리오 만들기 CP 메모, 노트

48) e-오답노트 작성 CP (틀린 문제 재검기능)

그룹 스터디 49) e-그룹 문제해결 E/F 숙제방

(출처: 임정훈 외, 2008, pp.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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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활동 목록을 활용하여 국어, 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 연구(노정민 외, 2013)도 이루어

졌다. 한 컴퓨터와 스마트 교육 수업 환경이 구축된 특별 교실과 일반 교실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 기기와 기술 활용의 수업 시나리오도 개발하 는데(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표 Ⅱ-2-4>는 사고력과 소통을 진하는 교수･학습 활동과 활용 도구를 로 제시한 

것이다. 

<표 Ⅱ-2-4> 소통과 참여를 진하는 교수･학습 활동  활용 도구

진 역량 교수･학습방법 주요 Activity(방법) 활용 도구 

사고력

(&소통)

∙어 리 이션으로 오답노트 만들기 

∙One-note를 통하여 스마트하게 기록하기 

∙Mindmap 툴로 마인드맵 그리기 

∙Wordle을 활용하여 쓰기

∙e-교과서에 요한 내용 스크랩하고 sns에 올리기

∙사고력 신장 도구(추론하기 도구)를 활용하여 독도에 련된 요인들의 연 성 

추론하기

원노트

x-mind

에버노트

Wordle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p. 61)

기존에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활동, 스마트 기술 활용 활동  수업 시나리오는 

지식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주도 인 탐구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을 지원하기 한 목 으로 개발된 것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환경 구축과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개발한 것이라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일부 선도 인 교사들과 스마트 기술 환경이 구축된 연구학교에 

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보편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차원에서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동향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2016년-2017년) 가운데 총 15개교( 등학교 11, 

학교 2, 고등학교 2)를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 한 바 있다. 이 학교들은 

국어, 도덕, 사회, 미술, 실과 등 다양한 교과와 창의  체험활동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

하여 학교 상황에 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 에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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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하기 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 

정 선 외(2015)에서는 ･ 등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실태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과정 

실행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여기서 교사들은 많은 학생들이 휴 화를 비롯한 디지털 미디

어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며 개성을 표 하고, 인터

넷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을 언 하 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폭력

, 선정 , 상업  내용에 학생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 상의 자료들을 작권에 한 

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댓 에 무비 으로 응하고 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따돌림과 언어폭력, 디지털 과의존 등 디지털 정보 이용의 

부정  측면도 심각하다며 부정  향에 한 교육  응이 필요함을 제기하 다. 한 흔히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생각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도 디지털 기기와 로그램의 근

성과 정보 활용 능력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발견되어 학생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해서도 지 하 다(정 선 외, 2015).

(4) 소 트웨어 교육 정책 동향

정부는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에 비하여 소 트웨어 교육의 요성과 시 성에 해서 인

지하고 소 트웨어 교육 시범학교 지원 정책 사업을 기획･추진해왔다. 2014년 72개의 시범학교 

선정  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 시범학교를 선도학교로 개편하여 국 ･ ･고 160개 학교로 

확 ･지원하 다. 2015년 7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SW 심사회를 한 인재양성 추

진계획｣을 공동 발표하고(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2015. 7. 21.), 2016년 계속 지정 215개교와 

신규 선정 685개교를 포함 국 총 900개의 소 트웨어 교육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지원하

다(교육부, 2016. 3. 25.). 2017년에는 기존의 744개교를 계속 지정하고, 신규 연구학교 44개교와 

선도학교 412개교를 추가하여 총 1,200개의 연구･선도학교를 지원하 다(교육부, 2017. 3. 8.). 

올해 2018년에는 등학교 940개교, 학교 456개교, 고등학교 245개교, 총 1,641개교의 소 트

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가 지원되고 있다(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3. 1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등학교는 2019년부터 실과 과목에서 17시간 이상, 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소 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서는 일반계의 일반선택 정보 과목을 활용하여 SW교육 운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소 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정책 사업의 주요 목 은 ･ 등학교에서의 소 트웨어 교육 

필수화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보 교과 편성에 비하여 소 트웨어 교육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고 소 트웨어 교육의 장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함이다. 이에 교육부와 미래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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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부는 소 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심으로 교과과정 운 에 필요한 보조교재 개발 

 보 ,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우수 SW교육 사례집 배포, 교과연구회 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소 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46개교 학생을 상으로 소

트웨어 교육의 효과성을 컴퓨  사고력 련 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 요소 심으로 

측정하 다(양재명 외, 2017). 연구 결과, ･ 학교 학생들은 소 트웨어 교육 참여 이후 분석 

능력, 모델링 능력, 구  능력, 일반화 능력 네 개의 컴퓨  사고력 능력 요소의 모든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와 학교는 2015년을 기 으로 측정 

상 학교가 계속 연구학교에 지정되어 SW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 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 고등학교 학생은 사 과 사후 수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2017년 제한 으로 소 트웨어 교육 연구학교를 운 하 으며, 입수능을 강조하

는 학교의 환경  요인으로 에 띄는 소 트웨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아가, 

소 트웨어 교육은 미래를 바라보고 비하는 학생의 태도와 인식 변화에도 통계 으로 유의

미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소 트웨어의 사회 기여  소 트웨어 지식 필요성 등과 련한 

문항에 학생들은 정 으로 답변하 으며, 상  학교에 진학해서도 소 트웨어 련 과목을 

지속 으로 2～3시간 정도는 배우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디지털 리터러시 련 기   단체 교육 동향

우리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미디어 교육 포함) 지원 국가 기구  공공 기 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표 으로 거론할 수 있다. 먼

 문화체육 부 소 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동향이 주목

된다.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첩되는 역에 치한다.26) 한국언

론진흥재단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사소통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 핵심역량과 히 련된 뉴스 리터러시 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과 수업과 창의

 체험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미디어 문 강사 견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수업지도안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보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교육 포미(https://forme.or.kr/)’는 

다양한 수업지도안과 교육 자료  연구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보 포털이다. 

26)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뉴스는 신문의 지면이나 텔 비 의 화면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포털･소셜 

미디어･유튜  등을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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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7]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 아카이  포미 

(출처: https://forme.or.kr/)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매해 가을 국의 유･ ･ ･고 교사들을 청해 ‘미디어 교육 국

회’를 개최하여 우수 수업 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한편, 교사들의 해외 미디어 교육 장 연수, 

교사들의 문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한 교과연구회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회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을 한 미디어리터러시 계간지  웹진 발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

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별로 개발하여 온라인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 으로 디지털문화본부와 스마트쉼

센터를 심으로 정보윤리  인터넷과의존 방 교육, 바람직한 정보문화 조성을 한 정책 

개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연령의 국민을 상으로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 

방 등을 심으로 한 정보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https://www.아

인세.kr/)’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로그램 모집과 련 정보  연구 자료의 공유가 이루

어진다. 2018년에는 총3,964개교를 선정해 인터넷윤리교육을 실시하며, 건 한 사이버문화 조

성을 해 ‘바른인터넷유아학교’, ‘장애청소년인터넷윤리교육’, 학부모 상의 ‘밥상머리(성인)

인터넷윤리교육’, 교사 상의 ‘인터넷윤리교원연수’를 마련하여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

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방교구’ 개발, ‘인터넷윤리순회 강연’, ‘찾아가는 교육 뮤지컬’(공연교

육), ‘한국인터넷드림단’(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상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상자를 다각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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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8] 한국정보화진흥원 ‘아름다운인터넷세상’의 다양한 학교교육 로그램 

(출처: https://www.아인세.kr/main.do)

한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 으로 디지털 문화본부를 심으로 

사이버보안, 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문인력을 교육하여 학교에 견하고 있다.

이밖에 기타 민간단체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을 살필 수 있다. 민간 역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하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과 ‘디지털리터러시교육 회’ 등을 주목할 

수 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https://www.digital7942.org/)’은 우리나라의 표  SNS인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그룹이 비 리단체인 ‘푸른나무청 단’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

로, 문 강사를 교육해 학교로 견하여 교육하는 로그램, 디지털 시민성을 주제로 한 컨퍼

런스 개최와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을 강조한다는 에 의미가 있는데 은 

개인의 윤리  차원에 있다. 기업의 사회 공헌과 비 리 단체의 력을 통해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  심을 환기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리터러시교육 회(https://www.cdledu.org/)’는 디지털 마 과 기업의 사회공헌 

 갈등 리 분야에서 일했던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목 으로 구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을 구성해 

실행하고 있다. 서울, 경기 지역의 학교에 자유학기 로그램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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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2개 학교에서 실시하 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 ･고 교사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 다. 

디지털리터러시 회에서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로, ‘디지털 시민으로서 법과 윤리를 

지키기, 디지털 콘텐츠 찾기, 디지털 콘텐츠 분석하기, 디지털 콘텐츠 생산하기, 디지털 콘텐츠

를 활용하여 공부와 진로 찾기에 도움 되도록 하기, 디지털 친구/이웃과 소통하고 나 기’ 등의 

6가지를 제시하고, 디지털 미디어 기업의 기부를 받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 까지 검토한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동향의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국가 교육정책 차원에서 ICT 소양 교육,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 등의 교수･학습 방법  지원 차원과 핵심역량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의 

교육과정 차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차원 모두 

학교 교육의 일반 인 교실 환경과 일반 인 교육과정 실행 차원이라기보다는, 교육 정책의 

확  이 에 일부 선도 인 교사와 연구학교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변화된 디지털 환경의 일반 인 교실과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교육부 이외에도 문화체육 부 산하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각각 ‘뉴스 리터러시’, ‘인터넷  정보문화 교육’의 차원

에서 학교에 문 강사와 교육 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그 향이  연령과 계층에 나타난다는 에서, 학교 교육의 범 를 

넘어 평생 교육과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디지털 기업과의 력 속에서 지속 이고 실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에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공공기 과 민간단체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 인 력이 

가능한 은 정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밖의 교육은 일회성 방문 교육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에서, 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혹은 지속 이고 체계 인 연계를 통해 제 로 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으로 말해 다.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과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체계 으로 다루기 해 제 교과의 교육과정과 그 성취기 에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실질 인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차별화하여,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성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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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교과 간의 차별화 략과 

연계  통합 략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발달시켜 학생의 삶과 학습에 

통합될 수 있을지에 한 비 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과 내, 교과 간 교육을 통해 지속 으로 실행하면서 지역, 가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한 숙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Ⅲ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

1. 국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2. 도덕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3. 사회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4. 수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5. 과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6.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7. 정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8. 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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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등학교･ 학교의 주요 8개 교과, 즉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

가정), 정보, 어의 교육과정을 살펴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의 수용 양상을 고찰한다. 이들 

각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수용해온 양상을 사 (史的)으로 탐색하고,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성취기 을 추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와의 

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국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가.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국어과의 경우는 주로 ‘매체’ 는 ‘매체 언어’27)라는 용어를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성을 짚어 볼 수 있다. 국어과는 교육과정 기부터 언어 사용 환경에 향을 미치는 매체에 

심을 기울이면서 이와 련한 내용을 꾸 히 다루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역에서 ‘컴퓨터로  쓰기’를 격 수용하여 련 교육 내용을 마련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층 다가섰다. 를 들어, 등학교 3학년 ‘ 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4학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로 쓴다.’, 5학년 ‘ 달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을 

컴퓨터로 편집한다.’, 학년 1학년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을 쓴다.’ 등의 성취기

이 그 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측면에서는 국어과에서 신 인 변화가 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아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사항  하나로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련 내용의 확 ’를 표방하며, 공통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역

의 하  내용으로 ‘매체 특성'을 체계 으로 반 하고, 고등학교 심화 선택과목으로 ‘매체 언어’

라는 과목을 신설하기까지 하 다. 특히 ‘매체 언어’라는 과목을 신설한 취지에 해서는 국어

과 역에 제시된 내용의 교수･학습을 해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 개인 , 

사회 , 심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노은희 

외, 2008, p. 464). 이는 국어과에서 본격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하기 한 환이라 

할 수 있다. 

27) ‘매체’는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서 책, 신문, 화, 라디오, 사진, 고, 화, 

텔 비 ,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 다양하다. ‘매체 언어’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  작용에 

을 맞춘 개념으로,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 상 등 여러 양식을 복합 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이다

(교육부, 2015d,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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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어과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이 고등학교에 용도 해 보기 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루어졌고, 이때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 에 따라 선택과목 재구조가 이루어지면서 ‘매체 언어’ 과목의 매체 련 내용이 

다른 선택과목으로 흡수･통합되었다(정구향, 2010, p. 92).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

통 역량’ 등의 교과 역량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련성을 강화해가면서,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으로 다시 ‘언어와 매체’를 신설하 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천을 볼 때 국어과는 언어 환경의 매체 변화를 수용하여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 꾸 히 수용해 왔으며, 그러한 까닭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측면에서는 ‘매체’ 혹은 

‘미디어’의 변화와 그를 통한 의사소통 교육에 을 맞추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1) 성격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핵심역량으로 ‘비 ･창의  사고 역량’, ‘자료･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인 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의 6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러한 모든 국어과 역량들과 

직･간 인 상 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좀 더 깊은 련성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1> 등학교･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성격’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학습자는 ‘국어’의 학습을 통해 ‘국어’가 추구하는 역량인 비 ･창의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인 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이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 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계를 검･

조정하는 능력이며, 

‘매체’ 등을 명시하여 의사소통 역량

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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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등학교와 학교의 국어과 ‘목표’는 공통 인데,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 으로 언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  활동’,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 ‘다양한 유형의 담화, , 작품’을 목표에서 시한바 디지털 리터러시가 포함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내용 체계  성취기

(가) 내용 체계

국어과의 ‘내용 체계’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역으로 나 어, 각 역의 내용

은 하  범주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년군별 내용 요소’로 개하

으며, 이를 통해서 각 역이 추구하는 통합  ‘기능’을 신장하도록 하 다. 이러한 내용 체계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보면, 문법 역을 제외하고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역에서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에서 공통 으로 ‘매체’를 상화

하여 제시하고 있고, 각 역이 실제 인 활동 양상으로 드러나는 ‘기능’ 측면에서도 ‘매체 활용’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Ⅲ-1-2> 등학교･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구분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듣기･
말하기

핵심 개념 ‣듣기･말하기와 매체

일반화된 지식

의사소통의 목 , 상황,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담화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르다.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의 목 과 상황, 매체에 따라 한 
략과 방법을 사용하여 듣기･말하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통한다.

매체에 따라 한 략
과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 
해결과 소통은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학년군별 내용 요소
[  5-6] ∙ 발표[매체 활용]

[  1-3] ∙ 매체 자료의 효과

기능 ∙자료･매체 활용하기

읽기

핵심 개념 ‣읽기와 매체

일반화된 지식
의사소통의 목 ,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읽기의 방법이 다르다.

학년군별 내용 요소

[  5-6] ∙ 과 매체

[  5-6] ∙매체 읽기 방법의 용

[  1-3] ∙ 매체의 표  방법･의도 평가

기능 ∙독서 경험 공유하기 련 성취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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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취기

등학교와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 ’에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항목은 <표 Ⅲ-1-3>과 같다. 국어과 역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역의 성취기

에서 매체 련 내용을 직 으로 언 하고 있다. 성취기 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 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 ’이므로(교육부, 2015b, p. 7) 성취기  상에서 직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언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수업에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신장을 직 인 

목표로 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 Ⅲ-1-3> 등학교･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명시 항목

학년 역 성취기

 5-6

듣기･말하기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 으로 발표한다. 

읽기 [6국02-05]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하게 용하며 읽는다.

쓰기 [6국03-02]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을 쓴다.

 1-3

듣기･말하기 [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단하며 듣는다. 

읽기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9국02-08] 도서 이나 인터넷에서 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을 읽는다. 

쓰기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 ,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을 

쓴다. 

[9국03-08] 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 한다. 

구분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쓰기

핵심 개념 ‣쓰기와 매체

일반화된 지식
의사소통의 목 ,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쓰기의 과 방법이 다르다.

의 유형에 매체를 포함
시켜 진술함. 쓰기의 방
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목 과 함께 매체를 강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군별 내용 요소
[  5-6] ∙ 목 ･주제를 고려한 내용과 매체 선정

[  1-3] ∙매체의 특성

기능
[ ] ∙독자와 교류하기 련 성취기  있음.

[ ] ∙자료･매체 활용하기

문학

핵심 개념 ‣문학과 매체

일반화된 지식
문학은 서정, 서사, 극, 교술의 기본 갈래를 심으로 하여 언어, 
문자, 매체의 변화와 함께 시 에 따라 변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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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역과 연결지어 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탐색  활용’,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에 주로 여한다. 를 

들어, 등학교 5-6학년군의 성취기 은 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매체 자료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학교에서는 상  수 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요구한다. 학교 1-3학년군의 읽기 역의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는 성취기 은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분석･평가’와 

련되고, ‘도서 이나 인터넷에서 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을 읽는다.’는 성취기

은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탐색･활용’과 련된다. 나아가 쓰기 역의 ‘ 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 한다.’는 성취기 은 곧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소통･창조’로 연계하여 볼 수 있다. 

• 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 의 이해를 돕기 해 ‘(가) 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성취기 에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재차 짚어볼 수 있다. 이에 

<표 Ⅲ-1-4>를 통해 등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명시 으로 언 한 성취기 과 그 연계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1-4> 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직  명시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5-6

듣기･

말하

기

[6국01-05] 매체 자료

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 으로 발표한다. 

발표할 내용 

정리하기, 
발표하기

(매체 활용)

[6국01-05] 이 성취기 은 매
체의 특성에 따라 그림, 표, 

그래 , 사진, 동 상 등 말

할 내용을 구체 으로 형상화
하거나 요약 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기 해 
설정하 다. 화자의 생각을 형

상화한 매체 자료를 보조 자료

로 활용하면 청자의 흥미를 유
발하고 정보를 효과 으로 

달할 수 있으며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말하기의 목 과 
상, 말할 내용의 특성에 알맞

은 매체와 매체 자료를 활용

하여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발
표를 해 보도록 한다.

④ 매체 자료의 

활용에 해 지도
할 때에는 매체 자

료를 양 으로 많

이 활용하는 것보
다 발표할 내용과 

발표를 듣는 상

의 특성, 발표 상
황을 고려하여 

한 자료를 알맞

게 활용하게 하여 
발표의 효과를 높

이도록 한다.

② 매체 활용, 의

견 제시, 자료 정
리 등의 수행 여부

를 기계 으로 평

가하지 않도록 유
의하고 말하기 효

과를 고려하여 수

행 수 을 평가하
며, 학습자 스스로 

칭찬할 과 보완

할 을 찾아보게 
한 후 수정 방향도 

함께 논의하는 

극 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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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5-6

읽기

[6국02-05] 매체에 따
른 다양한 읽기 방법
을 이해하고 하게 
용하며 읽는다.

다양한 읽기 
방법 용하기
(매체)

[6국02-05] 이 성취기 은 매체
의 유형을 고려하여 한 읽
기 방법을 선택하고 효과 으
로 읽는 능력을 기르기 해 설
정하 다. 컨 , 애니메이션이
나 화와 같은 매체 자료는 인
물의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의 
변화, 음악 등이 내용을 악하
는 데 요한 요소가 되며, 인터
넷에 실린 기사문을 읽을 때에는 
을 읽는 것은 물론 사진, 동

상 등도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경
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댓
도 내용을 악하는 데 요한 

요소가 된다. 이 성취기 에서는 
문자뿐 아니라 그림, 표, 그래 , 
사진, 동 상 등의 매체가 내용
을 달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매체
의 유형에 따라 내용을 어떻게 
악하는 것이 효과 인지를 생

각하여, 그에 맞는 한 읽기 
방법을 찾아 용하며 읽도록 하
는 데 을 둔다.

 
5-6

쓰기

[6국03-02]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
하여 을 쓴다.

목 과 주제
에 따라 내용 
선정하기(
의 목 , 매
체 활용),

[6국03-02] 이 성취기 은 
을 쓰기 에 을 쓰는 목 , 
주제 등과 련된 문제를 탐
색하고 쓰는 자세를 기르기 
해 설정하 다. 의 목 , 

주제 등을 고려하는 것은 
의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 
향을 미친다. 을 쓸 때 

의 목 이나 주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의 
목 이나 주제를 정한 다음 
그것에 따라 내용을 생성하고 
선정하는 방법을 익힌 후 
을 쓸 수 있도록 한다. 한 
의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선
정할 수 있는 매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컨  친교를 목 으로 을 

쓸 때에는 편지나 자 우편
을 이용할 수 있고, 단체에 정
보를 제공할 때에는 인터넷 
게시 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정보를 달할 때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② 의 목 이나 
주제에 따라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쓰기를 지도할 때에
는 다양한 시 
을 제시하고 학습자
가 스스로 을 분
석하여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 
내용 선정 방법 등
을 찾아내도록 안내
한다. 이때 제시한 
이 단순히 모방을 
한 가 되지 않

도록 유의한다.
③ 설명하는  쓰
기를 지도할 때에는 
내용 마련을 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문 인 자료보다

는 학습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목 이나 상
에 알맞은 사진이나 
도표, 동 상 등의 
자료를 히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각 자료를 포함한 
, 구체 인 를 

제시한 이나 비
교･ 조 형태로 내
용을 조직한  등
을 제시하여 목 이
나 상에 따른 형
식의 요성을 이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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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성취기  외에도, 교육과정에서 해당 성취기

을 ‘(가) 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간 으로 연계한 성취기 도 

<표 Ⅲ-1-5>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취기 은 교사 수 에서 극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표 Ⅲ-1-5> 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간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1-2
듣기･말
하기

[2국01-02]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② 듣기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인지  이해 수 을 고
려하여 인과 계 구조가 있는 
담화를 선정하고 교사가 직  이
야기해 주거나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2국01-03] 자신의 감정
을 표 하며 화를 나
다.

④ 한 표정, 몸
짓, 말투로 말하는
지 평가할 때에는 
연극 본, 드라마
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활용할 
수 있다.

[2국01-06]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⑦ 의를 지켜 말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의
사소통 상황에 국한된 것으로 오
해하지 않도록 하고, 문자 메시지
를 주고받거나 인터넷상에서 의
사소통할 때 다른 사람의 기분과 
입장을 배려할 수 있도록 매체 언
어 을 포함하여 지도한다.

 3-4

듣기･말
하기

[4국01-06] 의를 지키
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화  
지키기

⑦ 의를 지켜 말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의
사소통 상황에 국한된 것으로 오
해하지 않도록 하고, 문자 메시지
를 주고받거나 인터넷상에서 의
사소통할 때 다른 사람의 기분과 
입장을 배려할 수 있도록 매체 언
어 을 포함하여 지도한다.

읽기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
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 경험
을 나 는 
태도 갖기

③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
람과 나  때에는 동일한 에 
한 경험과 반응을 공유할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다룰 수도 
있다. 서로 얼굴을 맞 고 읽기 
경험을 나  수도 있지만, 인터
넷 매체를 활용하여 의견을 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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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쓰기

[4국03-05] 쓰기에 자신

감을 갖고 자신의 을 

극 으로 나 는 태도

를 지닌다.

쓰기에 자

신감 갖기

( 을 

극 으로 

나 는 태

도 갖기)

⑧ 을 쓰고 난 후 자신의 을 

다른 학습자와 나 어 보는 활동

을 통해 쓰기에 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을 검하는 기회

를 갖도록 한다. 한 다른 학습

자들의 반응이나 비평을 반 하

여 자신의 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 보도록 독려한다. 짝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게시 이나 인터

넷을 활용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문법

[4국04-01] 낱말을 분류

하고 국어사 에서 찾는

다.  

낱말 분류

하기(기본

형, 모양이 

바 는 낱

말, 모양이 

바 지 않

는 낱말)

① 낱말의 분류를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에게 낱말 분류의 경험을 

제공함과 아울러 국어사 (종이 

사 , 인터넷 사 )에서 낱말을 

찾는 데에 필요한 방법  지식을 

익힐 수 있게 하고, 국어사 에

서 낱말을 즐겨 찾는 태도를 지

니게 하는 데 을 둔다.

[4국04-05] 한 을 소 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한 을 소

히 여기

는 태도 갖

기

③ 한 의 소 함을 

깨닫게 해 주는 자료

에 해 자기 주도

으로 발표하거나 

다른 학습자와 토

의하고 그 내용을 공

유하게 함으로써 자

료･정보 활용 능력

과 의사소통 능력

을 평가할 수 있다.

 5-6 읽기

[6국02-02] 의 구조를 

고려하여  체의 내

용을 요약한다.

요약하기

( 의 구조)

[6국02-02] 

… 이 성취

기 에서는 

한 편의 

을 요약하는 

것은 물론, 다

양한 매체

에서 타 교과 

학습과 련

된 을 찾

아 읽고 이

를 요약하는 

활동을 함으

로써 다른 

교과의 읽기 

활동도 자연

스럽게 다루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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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표 Ⅲ-1-6>은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명시 으로 언 한 성취기 과 그 연계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Ⅲ-1-6>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직  명시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쓰기

[6국03-03] 목 이나 
상에 따라 알맞은 형식
과 자료를 사용하여 설
명하는 을 쓴다.

③ 설명하는  쓰기를 지도할 때
에는 내용 마련을 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문 인 자료보다는 
학습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목 이
나 상에 알맞은 사진이나 도
표, 동 상 등의 자료를 히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각 
자료를 포함한 , 구체 인 를 
제시한 이나 비교･ 조 형태로 
내용을 조직한  등을 제시하여 
목 이나 상에 따른 형식의 
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5-6 문법
[6국04-03] 낱말이 상황
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됨을 탐구한다.

낱 말 의 
의미 악
하기

③ 다양한 의미를 가진 낱말의 
해석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낱말
을 상으로 한다. 낱말의 다양
한 의미를 확인할 때에는 국어사
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1-3

듣기･
말하기

[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단하며 듣는다. 

매체 활용하기

읽기

[9국02-07] 매체
에 드러난 다양한 
표  방법과 의도
를 평가하며 읽는
다. 

표  방법과 
의도 평가하기
(매체)

③ 다양한 표  방법과 의도
를 평가하며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에 제시된 정보를 
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내용이나 표  방법의 
성을 단하는 데까지 나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
 방법이란 에 사용된 어

휘나 문장 표 뿐 아니라 도
표, 그림, 사진 등과 같은 시
각 자료, 동 상 자료의 표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표  방법이 설명하
려는 상이나 념에 
한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를 단하면서 읽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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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9국02-08] 도서
이나 인터넷에

서 련 자료를 찾
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을 읽는다. 

어느 경우든 성공 인 독서 
경험을 통해 읽기에 한 자
신감과 정 인 정서를 함
양할 수 있도록 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격려하는 일이 
요하다. 다소 긴 을 읽

다 보면 낯선 용어나 개념, 
모르는 정보나 지식과 맞닥
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도서 과 인터넷, 사  
등에서 참고 자료를 찾아 모
르는 것을 해소하고 련된 
배경지식을 확충하면서 읽
도록 지도한다.

쓰기

[9국03-01] 쓰기
는 주제, 목 , 독
자, 매체 등을 고려
한 문제 해결 과정
임을 이해하고 
을 쓴다. 

② 쓰기 과제의 상황과 조건
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쓰기
의 목 에 맞는 매체를 선택
하여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자유로운 표 을 권장하되 
쓰기 윤리를 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① 쓰기에 
한 기본 지식, 
쓰기 주제에 
한 내용의 

통일성, 쓰기 
과정의 검과 
조정 능력, 
의 구성  표
 능력, 매체 

활용 능력 등
을 평가한다.

[9국03-08] 상
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
하여 생각이나 느
낌, 경험을 표 한
다. 

매체 언어의 
특성을 살려 
표 하기(복합 
양식  특성)

[9국03-08] 이 성취기 은 
상 매체나 인터넷 매체

의 특성에 맞게 자신의 생
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
하는 능력을 기르기 해 
설정하 다. 학습자의 수
, 심 등을 고려하여 일

상 인 경험 는 사회
인 사건이나 쟁 에서 내
용을 선정하고, 상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표
하도록 한다. 상으로 표
할 때에는 상 언어의 

구성 요소인 시각  요소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등)와 청각  요소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내
용에 맞게 장면을 구성해 
보도록 한다. 인터넷으로 
표 할 때에는 온라인 
화, 인터넷 게시  댓 , 
자 우편, 블로그, 사회 
계망 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 하도록 한다.

④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표 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 간 력을 통한 모둠
별 상 제작 활동이나 인터
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동
을 하도록 한다.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상 를 배려하고 존 하는 
언어 표 을 쓰도록 강조한
다. 상물을 반드시 제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
교와 학 의 여건에 따라 스
토리보드를 작성하면서 
상 제작을 계획하는 활동까
지만 할 수도 있다.

① 쓰기에 
한 기본 지식, 
쓰기 주제에 
한 내용의 

통일성, 쓰기 
과정의 검
과 조정 능력, 
의 구성  

표  능력, 매
체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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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은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직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성취기 을 연계하여 설명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간

으로 드러낸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Ⅲ-1-7>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간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1-3

듣기･말
하기

[9국01-09] 설득 
략을 비 으로 분
석하며 듣는다. 

비 하며 듣기
(설득 략, 내용
의 타당성, 매
체 자료의 효과)

[9국01-02] 상 의 
감정에 공감하며 

하게 반응하는 
화를 나 다. 

③ 상 방에게 공감
하며 화하기를 평
가할 때에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거나 
인상 깊은 경험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듣기 상황에서 이루
어지도록 한다.

읽기

[9국02-06]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을 읽으며 과 

형식의 차이를 악
한다. 

④ 과 형식의 차이를 악
하며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다
양한 을 폭넓게 읽고 서로 비
교하면서 읽는 활동을 강조한다. 
어떤 쟁 에 해 찬성의 입장
에서 쓰인 이 있는가 하면 반
의 입장에서 쓰인 이 있다.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상

방에게 설득하려는 목 으로 쓰
인 이라고 할지라도 논설문 
형식으로 쓰인 이 있을 수 있
고 고문이나 편지 로 쓰인 
경우도 있다. 이란 동일한 화
제에 해 쓰여도 서로 다른 
에서 쓰일 수 있고 다양한 유

형이나 종류로 표 될 수 있으
므로 을 읽을 때에는 이
나 입장, 형식 등을 고려하여 서
로 련성 있는 을 폭넓게 읽
음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가
지는 것이 요함을 강조한다.

쓰기

[9국03-03] 찰, 
조사, 실험의 차
와 결과가 드러나게 
을 쓴다. 

③ 찰, 조사, 실험의 차와 
결과가 드러나는 쓰기를 지도
할 때에는 학습자 개인의 심 
분야, 장래 희망, 청소년의 일
상생활 등에서 주제를 선정한 
후 자신의 경험이나 다양한 자
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도
록 한다. 이때 을 쓰는 목 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림, 사진, 
도표 등 매체 자료를 효과 으
로 활용하도록 한다. 

① 쓰기에 한 기
본 지식, 쓰기 주제
에 한 내용의 통
일성, 쓰기 과정의 
검과 조정 능력, 
의 구성  표  

능력, 매체 활용 능
력 등을 평가한다.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62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9국03-06]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
정하여 통일성을 갖
춘 을 쓴다. 
[9국03-10] 쓰기 윤
리를 지키며 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책, 잡지, 신문, 
인터넷 등 다
양한 자료에서 
자신의 수 과 
흥미에 맞는 내
용을 선정하여 
쓰도록 하되

② 쓰기 과제의 상황과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쓰기의 목
에 맞는 매체를 선택하여 활

용하도록 지도하고, 자유로운 
표 을 권장하되 쓰기 윤리를 
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문학

[9국05-02] 비유와 
상징의 표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
용하고 생산한다. 

③ 비유와 상징의 표  효과를 지
도할 때에는 수사법 으로 근
하여 비유와 상징을 형식 으로 
구별하는 데 치 하지 않도록 한
다. 학습의 자료를 특정한 갈래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갈래
의 작품과 노랫말이나 고, 
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9국05-03]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
상한다. 

④이를 해 자아와 세계의 
립을 본질로 하는 서사 문학과 
극 문학, 화나 드라마 등의 
자료를 두루 활용할 수 있다.

[9국05-04] 작품에
서 보는 이나 말하
는 이의 에 주
목하여 작품을 수용
한다. 

⑤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에 주목하여 작품 수용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화나 드라마, 
는 실 세계의 동일한 사건

에 해 이 비교되는 내용
이 담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 감상한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
일한 내용을 을 달리하여 
재구성하거나 자신만의 
으로 새롭게 창작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9국05-08] 재구성
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
상을 악하며 감상
한다. 

⑨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
교하며 감상하기를 지도할 때
에는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의 
내용과 표 만이 아니라 
의 변화나 그에 따른 형식과 맥
락, 매체 등의 변화 양상을 
악하도록 한다. 원작의 내용과 
재구성된 작품에 반 된 새로
운 상상과 가치 등을 발견하며 
감상함으로써 비 ･창조  
재구성의 다양한 가능성을 이
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학습자 
개인 는 공동으로 시, 소설, 
화, 만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와 갈래의 양식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도록 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 인 발상과 표
으로 형상화한다. 

⑩ 학습자 각자의 표 을 존
하는 분 기를 형성하여 창의
으로 발상하고 이를 자유롭

게 표 하는 즐거움을 느끼도
록 한다. 이를 해 만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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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표 Ⅲ-1-8>과 같은 정도로 디지털 리

터러시 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수･학습을 직 으로 

언 하고 있기보다는 교과 역량의 교수･학습을 포 으로 언 하거나 혹은 매체 활용이 필수

인 ‘거꾸로 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권고하는 진술을 통해 그 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Ⅲ-1-8> 등학교･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1)-① ‘국어’ 교수･학습은 국어과 교과 역량인 비 ･창의  사고 역량, 자료･정

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인 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

계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을 둔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됨

3)-④ ‘국어’의 교육 목표와 성취기 의 성격을 고려하여 직  교수법, 토의･토론 

학습, 탐구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로젝트 학습, 역할놀이 학습, 거꾸로 학습 

등 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되, 학습자 참여형 교수･학습이 되

도록 한다. 

‘ 로젝트 학습’, ‘거꾸로 학습’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됨. ‘토의･토론 학습’, 

‘탐구 학습’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

될 수 있음.

(나) 평가 방향

국어과의 ‘평가 방향’은 반 으로 포 인 형태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직 인 제시는 없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없던 평가 방법으

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언 하고 있는 은 특이할 만하다. 컴퓨터 기반 평가는 기본 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언어 사용 능력을 검하는 것이므로 평가 방법을 통해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나)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노래, 텔 비  로그램 등 
매체의 특성에 따라 독특하게 
드러난 표 도 학습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9국05-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
는 태도를 지닌다. 

⑪ 학교나 가족 는 래 집단
을 소재로 한 상물이나 세계 
문학 작품 등을 다양하게 활용
하여 학습자가 재 가지고 있
는 고민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을 찾아 읽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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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등학교･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평가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⑤ 구술 평가,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연구 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찰 평가, 

컴퓨터 기반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하게 활용하여, 평가 과정에서도 배움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컴퓨터 기반 평가’ 평가를 

제안함.

다. 국어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국어과는 언어 환경의 매체 변화를 수용하여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 꾸 히 수용해 왔으며, 그러

한 까닭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측면에서는 ‘매체’ 혹은 ‘미디어’의 변화와 그를 통한 의사소통 

교육에 을 맞추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는 

주로 ‘매체’라는 용어를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짚어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제시된 국어과 교과 역량들은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간 인 상 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디지

털 리터러시와 좀 더 깊은 련성을 맺고 있다. 

‘목표’ 측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명시 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표에서 진술하고 

있는 맥락 요소, 다양한 유형의 담화나  등이 당연히 디지털 기술과 매체의 변화를 수용함을 

제로 진술한 것이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체계’의 측면에서는 문법 역을 제외하고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역에서 ‘핵

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에서 공통 으로 ‘매체’를 상화하여 제시하고 

있고, 각 역이 실제 인 활동 양상으로 드러나는 ‘기능’ 측면에서도 ‘매체 활용’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취기 ’ 측면에서는 등학교와 학교 모두 공통 으로 국어과 역  ‘듣기･말하기’, ‘읽

기’, ‘쓰기’ 역의 성취기  일부에서 매체 련 내용을 직 으로 언 하고 있다. 여기서 국어과

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역과 연결지어 보면, ‘디지털 기술의 이해･사용’,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탐색･활용’,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분석･평가’,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소통･창조’에 고루 여한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성취기  외에도, 교육과

정에서 해당 성취기 을 ‘(가) 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간 으로 연계

한 성취기 도 상당 정도 포함하고 있어서, 국어과의 경우는 상당 부분 교사 수 에서 극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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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교수･학습의 방향’이나 ‘평가 방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직 인 제시

는 없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없던 평가 방법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언 하고 있는데 컴퓨터 기반 평가가 기본 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언어 사용 능력을 

검하는 것이므로 이를 새롭게 추가했다는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법으로 의미 있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국어과의 경우 통 으로 매체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꾸 히 목표

로 해왔기 때문에 직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염두에 둔 성취기 이 다수 있다. 그 성취

기 의 내용도 살펴보면, 국어 교육의 특성상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탐색･활용’,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분석･평가’,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소통･창조’의 여러 역에 고루 

여한다. 특히 국어과는 디지털 기술을 단순 활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디지털 정보  그 내용

물의 분석･평가’,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소통･창조’에까지 나아가는 데 다른 교과에 비해 

상 으로 극 이라 할 수 있다. 

2. 도덕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가. 도덕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도덕과의 경우는 주로 ‘매체 사용’을 둘러싼 도덕  활용 능력과 태도를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련성을 찾을 수 있다. 도덕과는 디지털 매체의 변화에 따라 도덕  주체가 

맺을 수 있는 타인  공동체와의 계의 범 가 확장되고, 그에 따라 갖추어야 할 도덕  

가치･덕목  도덕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육과정에 

반 되어 왔다. 도덕과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과의 목표와 성격으로서 반 되고 있지는 않지

만,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특히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덕목이 무엇인지에 해 심을 기울이면서 이와 련한 내용을 다루어왔다. 이러한 내용

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내용 요소로서 꾸 하게 수용  반 되어 

오고 있다. 내용 요소로는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타인에 한 , 정보 통신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와 윤리를 도덕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

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언 되었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수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하나의 독

립 인 단원으로 설정되어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등학교의 경우 4학년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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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의 내용으로, 학교의 경우 7학년의 ‘사이버 ’의 내용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새롭

게 신설된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정보 통신 기술과 윤리’ 그리고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자아 정체성’의 내용을 심으로 제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반 되고 있다. 등학교

의 경우 3-4학년군의 ‘인터넷 ’, 5-6학년군의 ‘정보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의 내용으로, 

학교의 경우 ‘사이버 윤리와 ’의 내용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신설된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정보 사회와 윤리’의 주제를 심으로 제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유사하게 반 하되,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는 데 집 하 다. 등학교의 경우 5-6학년군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심으로 사이버   법, 학교의 경우 ‘정보화 시 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심으로 정보통신윤리, 고등학교의 경우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실의 윤리는 다른가?’를 심으로 정보 사회와 윤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으로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천을 볼 때, 도덕과는 타인  사회와의 계를 맺는 방법으로서 ‘매체’

의 변화와 발달을 수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도덕과의 교육 내용  하나로 꾸 히 수용해 

왔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측면에서는 변화한 매체의 도덕 ･윤리  활용 능력 

 바람직한 태도 교육에 을 맞추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1) 성격

등학교와 학교의 도덕과 성격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으로 련된 내용을 기술

하고 있지는 않다. 

 

(2) 목표

등학교와 학교의 도덕과 목표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으로 련된 내용을 기술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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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체계  성취기

(가) 내용 체계

도덕과의 ‘내용 체계’는 자신과의 계, 타인과의 계, 사회･공동체와의 계, 자연･ 월과의 

계 역으로 나 고, 각 역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제시하 다. 

이러한 내용 체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보면 부분 ‘타인과의 계’ 역에 집 되어 

있으며, 주된 내용은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 

해결, 인터넷을 활용한 타인과의 도덕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체계에

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학교 별로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학교 도덕과의 내용체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 직  제시한 부분은 타인과의 

계 역에서 5-6학년의 내용 요소인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심으로 한 사이버   법이다. 이는 지식 정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과 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인 련이 있다. 

학교 도덕과의 내용체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 직  제시한 부분은 타인과의 계 

역에서 ‘정보화 시 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심으로 한 정보통신

윤리 내용 요소이다. 이는 정보화 시 의 소통 문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인 련이 있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타인과의 
계

( 등학교)

핵심가치 직  언  내용 없음. 

일반화된 
지식

직  언  내용 없음. 

내용 요소
[ ]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
엇일까? (사이버 , 법)

지식 정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이
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하게 탐색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이버 , 법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으로 련됨.

기능 직  언  내용 없음. 

타인과의 
계

( 학교)

핵심 가치 직  언  내용 없음. 

일반화된 
지식

직  언  내용 없음. 

내용 요소
[ ] 정보화 시 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
해야 하는가?(정보통신윤리)

정보화 시 의 소통 문제를 다루며 디지털 리터러
시에 하여 직  제시한 부분임.

기능 직  언  내용 없음. 

<표 Ⅲ-2-1> 등학교･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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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취기

등학교와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 에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

을 명시한 항목은 <표 Ⅲ-2-2>과 같다. 도덕과 역  ‘타인과의 계’ 역의 성취기 에서 

인터넷 매체 사용과 련한 내용을 직 으로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단순히 내용 요소  하나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성취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도덕과 

수업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학습자의 도덕성 차원에서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2-2> 등학교･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명시 항목

학년 역 성취기

5-6 타인과의 계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

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

타인과의 계
[9도02-05] 정보화 시 에 요구되는 도덕  자세와 책임의 도덕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 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어서 각 학교 별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직 으로 성취기 에 드러난 내용을 

교육과정상의 다른 항목 내용과 더불어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의 경우 성취

기 이 아닌 역 단 로 동일한 ‘학습요소’, ‘성취기  해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그리고 ‘평가 방법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 인 명시 항목과 간 인 연계 

항목이 같은 수 에서 악될 수 있다. 

• 등학교 

2015 개정 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은 ‘타인과의 

계’ 역에서의 성취 기 인 [6도02-01]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이다. 이 성취기

에는 두 개의 하  기 이 제시되는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필요한 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한 성취 기 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알고 이에 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지켜야 할 과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 는가를 심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 게 성취기 에 나

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Ⅲ.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

69

학년 역 성취기
(가) 학습
 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5-6
타인과
의 계

[6도02-01] 사
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
을 기르며, 사
이버 공간에
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
다.
① 사이버 공
간에서 필요한 

은 무엇이
며, 어떻게 하
면 이를 책임
감 있게 행동
할 수 있을까?

② 작권 침
해, 사이버 폭
력, 온라인 
독이 갖는 문
제 은 무엇이
며 이를 해결
하기 해 무
엇을 해야 할
까?

사이버 
, 사이버 

공간에서 발
생하는 문제

( 작권 
침해, 사이
버 폭력, 온
라인 독 
등)과 해결 
방안 등

[6도02-01] 
이 성취기 은 사
이버 공간에서 발
생하는 문제 과 
그 해결 방안을 탐
구하여 학생 스스
로 사이버 공간에
서의 과 법을 
실천하고 습 화
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한다. 더불

어 사이버 공간에
서도 타인의 권리
를 존 하며 배려
하는 을 생활
화하여 건 한 사
이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성취기
을 설정하 다.

① 교수･학습 방법 
자기주도  로젝트 학습 모형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들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이를 생활 속에
서 실천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개
인 는 소집단을 구성하여 사이
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 
에 심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이 문제 해결을 해 구체 으로 
활동을 계획한 후, 조사와 자료 수
집 등을 거쳐 결과물을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다. 한 사이버 공간
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 민감
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을 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
는 배려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의 사항 
교사는 로젝트 학습 모형을 활
용할 경우, 단순한 조사 학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학생들이 자신의 
동기와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도록 안내하며 학
생들의 자율  활동을 지원하기 
해 한 도움을 제공한다. 

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합하는 과
정에서 작권 침해 등과 같은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배려 모형을 용하는 경우, 배려
는 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므로 학생 서로 간에 심을 가지
고 상호 존 인 계를 형성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

① 평가 방법 
교사는 연구 보고서
법을 활용하여 사이
버 상황과 련된 문
제 해결 능력을 평가
할 수 있으며 보고서
를 평가할 때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
사 평가 등 다면 인 
평가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그리고 다
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 등에 한 평가
는 학생 상호 평가법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유의 사항 
보고서의 평가는 
보고서의 질뿐만 
아니라 작권 
수 여부  작성 과
정에서의 노력 정
도를 평가하고, 소
집단별로 학습 활
동을 하는 경우 학
생 상호 간에 력
하는 태도도 함께 
평가한다. 

<표 Ⅲ-2-3> 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 학교

2015 개정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는 ‘타인과의 계’ 

역에서의 성취기 인 [9도02-05]의 ‘정보화 시 에 요구되는 도덕  자세와 책임의 도덕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 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이다. 

이 성취기 에는 세 개의 하  기 이 제시되는데, 정보화 시 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의 종류를 

탐색하고, 정보화 시 에 도덕  책임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며, 정보 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해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올바르고 하게 발휘하기 해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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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가)

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
타인과의 

계

[9도02-05] 정보화 시 에 요구되는 도덕  자세와 책임의 

도덕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 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① 정보화 시 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② 정보화 시 에 도덕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③ 정보 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해 어떠한 태도

가 필요할까?

<표 Ⅲ-2-4>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4)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2015 개정 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멀티미디어 기기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상 자료, 웹 자료 등의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을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성취기 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해･활용하는 능력, 정보를 탐색･활

용하는 능력, 비 으로 분석･평가하는 능력, 생산 으로 소통･창조하는 능력 그 자체를 언 하는 

차원이 아닌, 즉 수업 내용과 직 으로 련된 차원이 아니라 수업의 방법  방향 등과 련된 

도구 인 의미에 보다 이 있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하게 언 되고 있다.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다) 학생들의 인지 ･도덕  발달 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한 다양한 교수･학
습을 활용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학생들의 발달 특성, 수업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학습 내용, 수업 상황, 물리  환경, 
멀티미디어 기기, 학습자료, 상자료 등 교수･학습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 방법을 용한다.

 ② 학습자의 극 인 참여와 내  동기 유발을 해 각종 화, 그림, 화,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자료를 활용한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③ 학습 내용에 따라 개념 학습, 주제 학습, 탐구 학습, 토론 학습, 논술 학습, 동 학습, 사 학습, 
역할놀이 학습, 정보 통신 기술 활용 학습, 문제 심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하고, 
발표, 실천･체험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연계하여 지도한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 이해･사
용, 정보 탐색･활용, 
비  분석･평가, 생
산  소통･창조하는 
복합 이고 융합 인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
시를 활용할 것을 언
하고 있음.

(라) 도덕 수업의 목표, 학습 내용, 수업 상황, 물리  환경, 멀티미디어 기기, 학습 자료, 상 자료 
등 교수･학습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강의, 탐구, 토론, 도덕 각오를 로 쓰기, 
자신의 도덕  가치 공언하기, 행  결과를 도덕 으로 상상하기, 내러티 를 통한 래 간 
도덕  경험 교류하기, 웹 자료 활용, 역할놀이, 동학습, 사 학습, 로젝트 학습, 갈등 해결 
학습, 사회정서 학습, 실천･체험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 특히 학습
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력 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탐구 기회와 실천 기회를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기기, 학
습 자료, 상 자료’ 
등 교수･학습에 향
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하는 과 ‘웹 자
료 활용’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한 측
면에서 연 이 있음.

<표 Ⅲ-2-5> 등학교･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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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방향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에서는 등학교와 학교 모두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와 련한 직  언  내용이 없었다. 

다. 도덕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도덕과는 도덕  삶을 하는 환경  요소  하나로 디지털 매체  미디어의 변화  발달을 

수용하여, 2007년 이래 도덕과 교육 내용으로 꾸 하게 수용해 왔다. 따라서 도덕과에서는 디지털 

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 도덕  주체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에 

을 두고 디지털 리터러시 신장을 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격’ 측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직 인 

련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교과 특성을 반 하듯 주요 가치  덕목을 심으로 ‘목표’와 

‘성격’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 체계’ 측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명시 으로 교육과정

에 반 해왔고, 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꾸 하게 주요 내용 요소로 포함해 왔다. 

그 내용은 타인과의 계 역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 등 정보통신윤리를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 으로 다루어져 왔다. 

‘성취 기 ’ 측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올바르고 하게 발휘하기 해 필요한 

요소를 심으로 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를 들어, 사이버 공간(인터넷)에서의 , 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온라인 독의 문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에 한 해결  실천 능력이 주요 성취 기 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수･학습 방향’의 측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수업 지원 수 에서의 

도구  의미를 갖는 차원을 심으로 반 되고 있었다. 주로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 기기, 상 

 웹 자료 활용 등을 도덕  탐구 과정에 효과 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평가 방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의 분석  논의를 종합해보면, 도덕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한 내용 요소

와 성취 기 에 직 으로 정보통신윤리를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이해･사용 능력에서부

터 그것의 생산  소통･창조하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도덕  에서 폭넓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 목표와 성격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 이고 면 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의 방향에서는 정보화 시 를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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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역량  하나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덕과 교육과정상에서의 내용 구조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한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 계를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에 기 해 본다면, 도덕과 교육과정이 주로 

반 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첫째, 도덕  삶을 하기 하여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주도 으로 사용하는 능력,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윤리

 문제를 비 으로 성찰하고 해결하는 능력,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과 도덕 으

로 소통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과 주로 연  지어 악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사회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가.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사회과는 사회 상을 악하는데 있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게 하는 교과이다. 이에 정보를 탐색  이를 자신의 목 에 맞게 사용하고 새롭게 조합하는 

정보 활용 능력을 오래 부터 사회과에서 길러야 하는 능력으로 인정되어 왔다. 

특히 변화가 많은 사회 상에 한 최신 자료를 학생들이 활용하기 해서는 디지털 리터러

시는 꼭 필요한 역량이다. 이에 사회과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능력은 일 이 강조되

어 왔다. IT의 활용이 강조되던 7차 교육과정 시기 학교 사회과 ‘  사회의 변동 특성’ 

학습 내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이 단원의 심화과정에 매체나 

인터넷을 통하여 악하기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직 으로 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7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직 으로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으나 사

회 상을 악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획득, 조직,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 뒤 이어지는 학년별 

내용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활동, 상자료를 활용한 탐구 등에 한 내용이 나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직 인 제시는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5. 교수･학습 방법’의 나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신문 활용 교육(NIE), 컴퓨터 보조 학습(CAI)과 인터넷 

활용 교육(IIE)을 극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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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인터넷 활용 교육 등을 

극 활용하도록 안내하므로 사회과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계를 명시 으로 드러내고 있다. 

뒤를 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확장하여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 , 방법 등 여러 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과 역량으로 제시한 

정보 활용 능력에 한 정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에 유사하다. 즉, 사회과 교과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과는 교과의 특성 상 일 이 다양한 정보 수집  활용을 언 해 왔으며, 정보화 사회라

는 추세에 발맞추어 인터넷, 동 상,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이를 조직, 분석 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을 교과 역량으로 삼는 등 디지털 리터러시를 극 수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2015 개정 사회와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1) 성격 

사회과는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교과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는 민주시민을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과역량으로 5가지를 들었는데 그  하나

가 정보 활용 능력이다. 여기서 정보 활용 능력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정보 

수집, 해석, 활용, 능력”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과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과 깊은 련성을 지닌다. 

역사과목에서 ‘역사 정보 활용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탐색 활용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 되어 있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과 교과 역량  하나로서 사회과를 학습

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자,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갖추어야할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Ⅲ-3-1> 등학교･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격’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사회과는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창의  
사고력, 비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교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을 둔다. 

정보 활용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 이 
있음. 

한 정보 활용 능력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보 활용 능력의 정의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잠정  정의에 해당됨. 

‘역사’ 과목은 역사 사실 이해,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 활용 
 의사소통, 역사  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 을 요

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역사 정보 활용  의사소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사 정보 활용  의사소통’ 역량이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높으며, 특히 다양한 매체
를 통해 얻은 역사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은 디
지털 매체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 활용하는 역
량을 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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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목표를 살펴보면,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교과임이 드러난다. 특히 (마)항을 살펴

보면, 사회 상과 문제를 악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직 인 용어는 나오지 않으나 성격에

서 지칭하는 ‘정보 활용 능력’에 한 정의를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2> 등학교･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의 문제를 창의 , 합리 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생활에 극 으로 참여하는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정보의 활용에 한 언 이 디지

털 리터러시의 정의와 련 있음

마. 사회 상과 문제를 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한 탐

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목표의 하  내용  마항에 해당

하는 내용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와 련 있음

(3) 내용 체계  성취기

(가) 내용 체계

<표 Ⅲ-3-3>은 등학교와 학교의 사회과 내용 체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련

성에 있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은 사회과의 특성을 반 한 디지털 

리터러시  하나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도를 읽고 해석하는 도해력을 강조하 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디지털 상 지도’를 활용하여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공간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보의 이동  흐름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에 한 내용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한 련

성을 갖는다. 이외에도 내용체계에 나오는 ‘ 매체, 문화’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과 

련이 깊으며, 이를 비 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범주에 포함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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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3> 등학교･ 학교 사회와 교육과정 ‘내용체계’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구분 해당 내용
비고

(선정의 이유 등)

지리
인식

핵심 개념 ‣공간 분석

지리 정보 시스템 활
용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탐색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
 정의에 해당함. 

일반화된 
지식

다양한 공간 자료와 도구를 활용한 지리 정보 수집과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
은 지표상의 상과 사건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추론하는 데에 필수 이다. 

내용 요소
[ 등 3~4학년] 지도의 기본요소
[ 등 5~6학년] 공간 자료와 도구의 활용
[ 학교] 지리 정보 기술 

기능
∙인식하기, 표 하기, 지도읽기, 수집하기, 기록하기, 비교하기, 활용하기, 실행

하기, 해석하기

장소
와 
지역

핵심 개념 ‣공간 계

일반화된 지식에서 
정보의 이동  흐름
을 통한 네트워크 형
성에 한 언 이 디
지털 리터러시와 
련이 높음.

일반화된 
지식

장소와 지역은 인구, 물자, 정보의 이동  흐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
호작용한다.

내용 요소
[ 등 3~4학년] 락과 도시의 상호 의존 계
[ 등 5~6학년] 우리 인  국가의 지리 정보  상호 의존 계
[ 학교] 인구  자원의 이동, 지역 간의 상호작용

기능
∙설계하기, 수집하기, 기록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의사 결정 하기, 비교하기, 

구분하기, 악하기, 공감하기

사회
문화
(일반
사회)

핵심 개념 ‣문화
매체, 문화와 

련하여 미디어를 
활용하는 역량이 요
구되며, 비 으로 
바라보는 에 
하여 학습할 수 있으
므로 디지털 리터러
시와 련이 있음.

일반화된 
지식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하기 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나타
나는 문화 다양성  변동 양상에 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요하다. 

내용 요소 [  1-3학년] ∙문화, 문화 이해 태도, ∙ 매체, ∙ 문화

기능 ∙조사하기, 비교하기, 존 하기, 분석하기, 비평하기, 참여하기

(나) 성취기

등학교와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 에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

을 명시한 항목은 <표 Ⅲ-3-4>와 같다. 사회과 교과  특성과 직  련 있는 것은 ‘디지털 

상 지도’ 활용을 나타낸 성취기  [4사01-02]와 지리 정보 기술과 련된 성취기  [9사(지

리)01-03]이다. 이외에도 ‘정보화’ 라는 사회변화, ‘ 매체  문화’가 명시 으로 드러난 

성취기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인 련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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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4> 등학교･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명시 항목

학년 역 성취기

3-4

우리가 

살아가는 곳

[4사01-02] 디지털 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들의 치를 악하고, 백지도에 다

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 는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3-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4사04-05] 사회 변화( 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1-3

내가 사는 

세계

[9사(지리)01-03] 지리 정보가 공간  의사 결정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1-3
문화의 이해

[9사(일사)02-03] 매체와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문화를 비 으로 평가

하는 태도를 가진다.

 2
 세계의 

개와 과제

[9역06-03]20세기 후반의 탈권 주의 운동과 문화의 발달을 구체 인 사건들과 인물들을 

사례로 탐구한다.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성취기  외에도, 교육과정에서 해당 성취기

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언 하기도 하 다. 등학교와 학교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 등학교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 으로 언 된 등학교 성취기 은 2개이다. 성취기  [4사01-02]는

직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탐색･활용하고 이를 분석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잠정  정의에 직 인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취기  해설이나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등에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내용이 나온다.

이외에도 ‘정보화’에 해 다루는 [4사04-05]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  언 된 성취기

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디지털 환경으로의 속한 이행과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비 으로 살펴보아야 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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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5>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명시 항목(직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
3~4

우리가 
살아

가는 곳

[4사01-02] 디지털 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들의 치를 악
하고, 백지도에 다시 배치
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 
는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장소감의 
표 과 공
유, 고장 내 
주요 지형
지물의 
치와 분포 
악, 고장의 

실제모습 

[4사01-02]에서는 디
지털 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산, 강이나 
바다, 간선 도로, 학
교, 건물 등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고
장 내 주요 지형지물
의 치를 인식하고, 
백지도에 재배치하는 
학습을 통해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히도
록 한다.

- 이어 ‘지형지물의 
치 악하기’에서는 
디지털 상 지도를, 
‘고장의 실제 모습 정
리하기’에서는 고장
의 주요 지형지물을 
표시한 백지도를 만
들어 활용한다. 

- ‘지형지물의 치 
악하기’에서는 인터
넷 상 지도의 축소 
 확  기능을 활용

하여 고장 모습을 다
양한 규모에서 살펴
보도록 한다. 이를 통
해 고장 내 주요 지형
지물의 치와 고장
의 실제 모습을 체
으로 살펴본다.

고장 백지도에 
주요 지형지물을 
배치하거나, 고장
의 지도나 상 
정보에서 주요 
지형지물을 식별
해 내게 하는 수
행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
의 공간 인지 능
력을 평가한다.

등 
3~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4사04-05] 사회 변화( 출
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
을 분석한다.

사회 변화, 
문화 다양
성의 확산
과 그에 따
른 문제, 타
문화 존  

[4사04-05]에서는 
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과 같은 사
회 변화가 우리의 일
상생활에 미치는 다
양한 향들을 조사
함으로써 사회 변화
에 한 인식 능력과 
련 문제에 한 

응 능력을 함양하도
록 한다.

- 실제 사례나 다양한 
시사 자료를 통해 사
회 변화( 출산･고령
화, 정보화, 세계화 
등)가 일상생활에 미
친 향을 탐구하며, 
문화 다양성이 확산되
면서 발생하는 편견
이나 차별 문제의 원
인을 악하고 바람
직한 해결 방안을 모
색하도록 한다. 

- 사회 변화의 다양한 
양상과 그것이 일상
생활에 미친 향과 
특징이 잘 드러난 각
종 통계 자료, 신문 기
사, 화, 사진 등 다
양한 자료들을 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사회과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한 교과여서 등학교 성취기 에는 직 으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이와 련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서 다양한 정보 활용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에서는 교수･학습의 상이 되는 ‘지리  상’, ‘역사의 장면’, ‘사회 상’ 등은 

그 로 교실로 가지고 올 수 없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동 상･드라마･다큐멘터리 활용,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탐색, 리집을 활용한 조사활동 등을 강조해 왔다.  디지털 상 지도를 

활용한 공간의 탐색은 성취기 에서도 직 으로 드러나기도 하나, 다른 성취기 에서 이를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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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는 사회 상을 이를 탐색하여 사회의 제 개념과 원리를 발견해야하는 만큼 정보의 수집  

활용이 매우 요하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다. <표 Ⅲ-3-6>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간  연계한 성취기 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3-6> 등학교 사회와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간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나)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3-4

(1)
우리
가 
살아
가는 
곳

[4사01-03] 고장과 련된 옛
이야기를 통하여 고장의 역사
인 유래와 특징을 설명한다.

[4사01-04] 고장에 해 내려
오는 표 인 문화유산을 살
펴보고 고장에 한 자 심을 
기른다.

- 고장의 옛이야기와 련된 동 상, 사진, 
이야기책 등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문 자원 인사를 빙하여 강연을 듣게 

함으로써 고장의 역사 인 유래와 특징을 
이해하고, 고장에 한 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안내한다.

- 고장의 역사  유래와 특징  고장의 
표 인 문화유산에 한 조사 학습을 실
시할 수 있으며, 조사 학습을 한 구체
인 방법(인터넷 검색하기, 시･군･구청 
리집 방문하기, 박물  답사하기, 문화

원 견학하기, 고장 안내도에서 문화유산
의 치 찾기 등)을 학생들에게 사 에 안
내할 필요가 있다.

3-4

(1)
우리
가 
살아
가는 
곳

[4사01-05] 옛날과 오늘날의 교
통수단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4사01-06] 옛날과 오늘날의 통
신수단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고장 사
람들의 생활 모습 변화를 조사할 경우 옛
날과 오늘날의 사진 자료, 고장의 리집, 
박물 , 면담, 답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
에 따른 고장 
사람들의 생
활 모습 변화
를 조사할 경
우 옛날과 오
늘날의 사진 
자료, 고장의 
리집, 박물
, 면담, 답

사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3-4

(2) 
우리
가 
살아
가는 
모습

[4사02-01] 우리 고장의 지리
 특성을 조사하고, 이것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미
치는 향을 탐구한다.

[4사02-02]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
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
구한다.

- 계 별 형 인 일기 보 상, 계  변
화에 따른 일상 경험이나 사진 자료, 다큐
멘터리 로그램이나 인터넷 이미지 자
료 등 주제에 부합하는 시각 자료를 활용
한다. 고장 안내 책자나 리집 자료를 활
용하거나 고장의 환경 특성을 살펴보기 
해 답사 활동을 할 수 있다.

3-4

(2) 
우리
가 
살아
가는 
모습

[4사02-03] 옛 사람들의 생활 
도구나 주거 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하
여 그 변화상을 탐색한다. 

[4사02-04] 옛날의 세시 풍속
을 알아보고, 오늘날의 변화상
을 탐색하여 공통 과 차이
을 분석한다. 

- 학교와 고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박물
 는 민속 과 같이 옛 사람들의 생활

을 재 한 공간이나 장소 등을 견학하는 
장 학습을 통해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을 악할 수 있고, 사진과 동 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잘 드러나는 사진, 
동 상, 옛 사람들이 사용했던 생활 도구 
모형 등의 구체 인 자료를 제시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오늘날의 생활 모습
과 비교하여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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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나)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3-4

(2) 
우리
가 
살아
가는 
모습

[4사02-05] 옛날과 오늘날의 
혼인 풍습과 가족 구성을 비교
하고, 시 별 가족의 모습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탐
색한다.

[4사02-06] 의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조사하여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 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족에 해 다룬 동화, 드라마, 화 등을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다른 가족
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구체 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특정한 가족 형
태나 가족의 모습을 이상 인 것으로 제시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4

(3)
우리 
지역
의 
어제
와 
오늘

[4사03-03] 우리 지역을 표
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 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4사03-04] 우리 지역과 련
된 역사  인물의 삶을 알아보
고, 지역의 역사에 해 자부
심을 갖는다.

- 인 , 사진, 동 상 등의 구체  자료들
을 제시하여 우리 지역과 련된 인물과 
문화유산에 한 심과 자 심을 높이
도록 한다. 

- 학생들의 발달 수 을 고려하여 한 
자료를 활용하고, 련 역사  사료나 동
상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3-4

(3)
우리 
지역
의 
어제
와 
오늘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 학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
제들을 다양한 방법(지역 신문, 인터넷 
검색, 장 조사 등)으로 조사하여 문제 
발생의 원인을 탐구하고 문제 해결을 
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을 모색하는 활
동을 통하여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주체
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각종 지역 사회 
단체들의 활동 자료( 리집이나 블로그 
등)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6

(1) 
국토
와 
우리 
생활

[6사01-01] 우리나라의 치
와 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
토 사랑의 태도를 기른다.

[6사01-02] 우리 국토를 구분하
는 기 들을 살펴보고, 시･도 
단  행정구역  주요 도시들
의 치 특성을 악한다.

[6사01-03]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  지형 환경에서 나타나
는 특성을 탐구한다. 

[6사01-04] 우리나라 자연재해
의 종류  책을 탐색하고, 그
와 련된 생활 안  수칙을 실
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6사01-05]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
와 도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다.

[6사01-06]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교통 발달 과정
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다.

효과 인 학습을 해 다양한 인터넷 디지
털 상 자료나 지도, 통계 자료, 그래 , 사
진 등 시각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치와 
역 주제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리집 

내 각종 지도 자료, 인터넷상의 디지털 
상, 국토 체  지방별 백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연환경 주제에서는 지형이나 지
세 련 각종 주제도, 기상청 리집에 탑
재된 기후 련 통계 자료와 그래 , 성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인문환경 주제에
서는 이미 개발된 다양한 그래픽 자료와 주
제도를 히 활용하도록 하며, 통계청 
리집에 제시되어 있는 인구, 산업, 도시, 
교통 련 자료를 하게 재구성하여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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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나)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5-6

(1) 
국토
와 
우리 
생활

[6사02-03] 인권 보장 측면에
서 헌법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
하고, 그 요성을 설명한다.

[6사02-04] 헌법에서 규정하
는 기본권과 의무가 일상생활
에 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추구하
는 자세를 기른다.

생활 주변에서 인권 보장이나 국민의 의무
와 련된 구체  사례들을 담고 있는 신문 
기사나 법률 조항, 련 사례 조사에 필요한 
자료(국회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법제처 
리집 등 참고)를 검색해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6

(3)
옛 
사람
들의 
삶과 
문화

[6사03-01] 고조선의 등장과 
련된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

고, 고  시기 나라의 발 에 
기여한 인물(근 고왕, 개토
왕, 김유신과 김춘추, 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탐색
한다.

[6사03-02] 불국사와 석굴암, 
미륵사 등 표 인 문화유산
을 통하여 고  사람들이 이룩
한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6사03-03] 고려를 세우고 외
침을 막는 데 힘쓴 인물(왕건, 
서희, 강감찬 등)의 업 을 통
하여 고려의 개창과 외침 극복 
과정을 탐색한다.

[6사03-04] 고려청자와 속 활
자, 팔만 장경 등의 문화유산
을 통하여 고려 시  과학 기술
과 문화의 우수성을 탐색한다.

[6사03-05] 조선을 세우거나 
문화 발 에 기여한 인물(이성
계, 세종 왕, 신사임당 등)의 
업 을 통해 조선 기 정치와 
민족문화의 발 상을 탐색한다.

[6사03-06] 표 인 유 지
(행주산성, 남한산성 등)와 인
물들(이순신과 곽재우, 김상헌
과 최명길 등)의 활동을 통하
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과 
같은 국가  기의 극복 과정
을 탐색한다.

인물  문화유산과 련된 사진, 동 상, 
지도 등의 시청각 자료와 인 , 이야기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6

(4)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
날의 
우리

[6사04-01] ･정조 시기의 개
 정치와 서민 문화의 발달을 
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와 문

화의 변화 모습을 탐색한다.

[6사04-05] 복 이후 정부 수
립의 과정을 살펴보고, 한민
국 수립의 의의를 악한다.

[6사04-06] 6.25 쟁의 원인
과 과정을 이해하고, 그 피해
상과 향을 탐구한다.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하여 학습할 때에
는 소리, 탈춤과 련된 사진  동 상 
자료, 민화 등을 이용하여 당시 사람들의 모
습을 살펴볼 수 있다.
복을 하여 노력한 인물들의 활동이나 

6.25 쟁을 설명할 때에는 다큐멘터리와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 학
습한 사건이나 인물을 역사 신문의 형식으
로 정리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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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나)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5-6

(5) 
우리
나라
의 
정치 
발

[6사05-01] 4.19 명, 5.18 민
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 해 
온 과정을 악한다.

[6사05-02] 복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확 되는 과
정을 심으로 오늘날 우리 사
회의 발 상을 살펴본다.

복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민주화 과
정과 련된 다양한 동 상과 사진 자료, 편
지, 육성 자료 등을 학생의 발달 수 을 고
려하여 제공한다.

민주화와 련된 동 상 자료의 경우 학생
들의 발달 수 을 고려하여 내용을 이해하
기 쉽도록 편집해서 사용하고, 사진이나 편
지 등과 같은 자료의 경우 자료에 담긴 의미
를 탐색하도록 안내한다.

 
5-6

(5) 
우리
나라
의 
정치 
발

[6사05-05]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국민 주권, 권력 분립 등)
를 이해하고, 그것이 용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한다.

[6사05-06] 국회, 행정부, 법원
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
민 생활에 미치는 향을 다양
한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신문 기사, 뉴스 등 다양한 시사 자료를 활
용하여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국민 주권, 권
력 분립 등)가 용된 사례( 통령 선거, 국
회의원 선거, 국정감사 등)를 탐색한다. 한 
국가기 의 역할을 학습할 때 국회, 행정부, 
법원의 역할을 직･간 으로 체험할 수 있
는 유  기   리집을 활용한다.

 
5-6

(6) 
우리
나라
의 
경제 
발

[6사06-03] 농업 심 경제에서 
공업･서비스업 심 경제로 변
화하는 모습을 심으로 우리나
라 경제성장 과정을 악한다.

[6사06-04] 복 이후 경제성
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은 
사회 변동의 특징과 다양한 문
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
를 만들기 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탐구한다.

경제성장 과정과 련된 다양한 통계 자료, 
사진, 동 상, 지도 등의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한다. 

 
5-6

(7) 
세계
의 
여러 
나라
들

[6사07-01] 세계지도, 지구본
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 
자료에 한 기 인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고,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6사07-02] 여러 시각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륙과 양의 치  범 , 
륙별 주요 나라의 치와 토
의 특징을 탐색한다.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성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
간 생활 간의 계를 탐색한다.

[6사07-04] 의식주 생활에 특색
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 , 인문  요인을 탐구한다.

[6사07-05] 우리나라와 계 
깊은 나라들의 기 인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정치･경제･
문화면에서 맺고 있는 상호 의
존 계를 탐구한다.

[6사07-06] 이웃 나라들( 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 , 인문
 특성과 교류 황을 조사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력의 태도를 기른다.

[6사07-01]에서
는 세계지도, 지
구본, 디지털 공
간 상 정보 
등 다양한 공간 
표 물의 특성
을 이해하고 그
것을 활용하여 
세계에 한 기

인 지리 정
보를 얻을 수 있
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한다. 

세계지리 학습은 주제의 성격에 비추어 
반 으로 로젝트 학습을 활용하기에 합
하다. 이를테면 디지털 상 지도를 활용한 
세계 각국의 치와 토 특성, 세계의 주요 
기후 특성과 인간 생활, 세계의 다채로운 의
식주 생활, 우리와 정치･경제･문화 으로 

한 국가들, 우리와 국경을 맞 고 있는 
국가들 등의 주제를 심으로 여행 설계
와 같이 학생들의 흥미와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로젝트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모둠
별 활동을 통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때 어
떤 지역의 특성을 , 그림, 음악, 스 등 다
양한 방식으로 표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디지털 상 지도를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
와 그래 , 사진 등과 같은 시각 자료와 세
계의 자연과 문화, 인간과 자연 간의 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상 기획물을 활용한
다. 아울러 지도 퍼즐 등 세계지리 학습을 
한 교재와 교구를 학습활동에 히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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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취기  [9사(지리)01-03]은 공간  지역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지리 정보 기술을 활용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므로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으로 련된다고 할 수 있다. [9사(일사)02-03]와 [9역06-03] 역시 매체, 

문화라는 단어를 직  성취기 에 언 하고 있고, 태도에 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으로 련 있는 성취기 이라 볼 수 있다. 

<표 Ⅲ-3-7>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명시 항목(직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1-3

내가 
사는 
세계

[9사(지리)01-03] 지리 정
보가 공간  의사 결정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일
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
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

[9사(지리)01-03]에서
는 지리 정보를 찾고 
지리 정보 기술을 활
용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과 공
간  의사 결정 과정
에서 지리 지식과 지
리 정보 기술이 갖는 
유용성을 인식한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
지는 공간  의사 결정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
들이 실제 의사 결정 과
정에 다양한 지리 정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
다. 원활한 과제 수행을 
해 스마트 기기  인

터넷 등을 이용한다.

치가 인간 생
활에 미친 향, 
지리 정보가 공
간  의사 결정
에 미친 향에 
한 탐구 보고

서를 작성하여 
정보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한다. 
일상생활에서 지
리 정보 기술이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1-3

문화의 
이해

[9사(일사)02-03] 매체
와 문화의 의미와 특
징을 이해하고, 문화
를 비 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문화, 
문화 이해 
태도, 
매체, 
문화

[9사(일사)02-03]에서
는 매체와 
문화의 특징을 이해
하고, 새로운 매
체의 등장이 개인 ･
사회  측면에서 인
간의 삶을 어떻게 변
화시키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변에서 
하는 매체와 
문화에 해 비
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시각을 가진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활
용하여 우리 사회에 존
재하는 자문화 심주
의, 문화 사 주의의 사
례를 발견하고, 이러한 
문화 이해 태도의 문제
에 해 탐구할 수 있

도록 지도할 수 있다.
미디어 비평을 통해 일
상생활에서 하고 있
는 매체와 문
화의 장 과 단 을 학
생 스스로 평가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평소 자신이 
심을 가지고 있
는 미디어를 한 
가지 선정하여 
비평  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제를 
통해 정보 활용 
능력, 비  사
고력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2

 
세계의 
개와 
과제

[9역06-03]20세기 후반의 
탈권 주의 운동과 문
화의 발달을 구체 인 사건
들과 인물들을 사례로 탐구
한다.

문화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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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8>은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간 으로 련

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성취기 에 도달하기 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수집,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수집, 방송･동 상 활용이 그 

것이다. 

주목할 부분  하나는 성취기 과 련한 평가 방법으로 ‘동 상 제작’을 제시한 이다. 

동 상의 제작은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분석, 조직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상을 만드는 과정

에서는 동 상 편집기기 사용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한 련이 

있다 할 것이다. 

<표 Ⅲ-3-8>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간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나)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1-3

내가 
사는 
세계

[9사(지리)01-01] 다양한 지
도에 나타난 자연환경과 인
문환경의 치와 분포 특징
을 읽는다. 
[9사(지리)01-02] 공간 규모
에 맞게 치를 표 하고, 
치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미
친 향을 설명한다.

신문, 인터넷, 책 등 여러 매체의 다양
한 지도 자료를 수집하여 지도에 나타
난 주요 륙, 바다, 국가, 산맥, 사막, 
호수 등의 치를 악하고, 인구, 도시, 
산업, 지역 분쟁 등 주요 인문 지리 상
의 분포 특징을 말이나 로 표 하도
록 한다.

지구의 경도에 따른 인간 생활의 차이
를 학습할 때 시차 계산보다는 표 경
선의 필요성, 매체･소설이나 여행 
경험을 심으로 시차의 의미, 표 시
각과 련된 사회  쟁 , 시차를 이용
한 지역 간 교류 등에 해 논의하도록 
한다.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9사(지리)02-01] 기온과 강
수량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기 으로 세계 기후 지역을 
구분하고, 인간 거주에 합한 
기후 조건에 해 논의한다.
[9사(지리)02-02] 열  우림 
기후 지역의 치를 확인하고, 
열  우림 기후 지역의 다양
한 생활 모습을 조사하여 그 
공통 과 차이 을 분석한다.
[9사(지리)02-03] 지 해성 
기후와 서안 해양성 기후를 
우리나라 기후와 비교하고, 
이들 지역의 농업과 생활 모
습을 조사한다.
[9사(지리)02-04] 건조 기후와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살아가
는 사람들이 기후 환경에 응
하거나 극복한 생활 모습을 
조사한다.

발표, 극화, 동
상 제작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기후 
지역에 해 조
사한 내용을 정
리하여 동료 평
가, 교사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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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나)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자연
으로 
떠나는 
여행

[9사(지리)03-01] 세계 으
로 유명한 산지지형과 련
된 지역을 악하고, 그 경  
특징과 형성 과정  그곳에
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독특
한 생활 모습을 조사한다.

[9사(지리)03-02] 해안지형
으로 유명한 세계  지
를 선정하여 그 지형의 형성 
과정을 악하고, 산업
이 지에 미친 향을 평가
한다. 

[9사(지리)03-03] 우리나라
의 세계 자연유산과 매력
인 자연경 을 조사하고, 그 
경  특징과 형성 과정을 탐
구한다.

모둠별로 세계 으로 유명하거나 매력
인 산지지형과 해안지형 목록을 작

성하고 련된 동 상이나 사진 자료 
등을 찾은 후 그 치를 지도에 표시하
고 지형 경 의 특징에 해 이나 그
림으로 표 한다. 

매력 인 산지지형과 해안지형이 어떻
게 만들어졌는가에 해 추측하고, 모
식도나 동 상 자료를 활용하여 산지
지형과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을 탐구
한다.

세계 인 해안 
지에  

산업이 미친 
정 ･부정  
측면을 이나 
그림, 상으로 
표 하고, 지역 
발 에 을 
둔 지역 개발 방
향에 해 토론
하는 능력을 평
가한다.

우리나라의 유
명한 지형 련 

지의 답사 
 체험 과정을 

정리하여 보고
서를 작성하도
록 한다. 답사 
 체험 계획을 

수립, 이를 통
해 지리 정보를 
수집  활용
하는 능력, 정
리 분석하는 능
력을 평가한다.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9사(지리)04-01] 다양한 기
으로 문화지역을 구분해 

보고, 지역별로 문화  차이
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역의 
자연환경, 경제･사회  환경
의 에서 악한다.

[9사(지리)04-02] 지역 간 문
화 과 문화 에 따른 
문화 변용의 사례를 조사하
고, 세계화가 문화 변용에 미
친 향을 평가한다. 

[9사(지리)04-03]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과 갈
등이 있는 지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평소 심 있는 
문화지역을 선
정한 후 그 지역
과 련된 문학 
작품, 화 등을 
분석하여 문화
 특징, 지역 주

민의 삶을 정리
한 보고서를 평
가한다. 

서로 다른 문화
의 공존  갈
등에 한 역할
극  상을 
제작하여 발표
하도록 하고 동
료 평가  교
사 평가를 실시
한다. 

지구 
곳곳
에서 
일어
나는 
자연
재해

[9사(지리)05-01]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조사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9사(지리)05-02] 자연재해
가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친 
향을 사례를 심으로 탐구
한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연재
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지도에
서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자연재해
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지리 지식을 
활용해 지역의 지리  치와 련지
어 설명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  원인에 
한 탐구 과정

을 기록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정
보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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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나)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9사(지리)05-03] 자연재해
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을 비교하여, 자
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신문이나 뉴스 
검색을 통해 자
연재해 련 기
사를 스크랩하고 
련 내용을 분

석･정리하여 제
출하도록 한다.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9사(지리)08-01] 세계 으로 
유명하거나 매력 인 도시의 
치와 특징을 조사한다. 

[9사(지리)08-02] 도시 심
부에서 주변지역으로 나가면
서 찰되는 경 과 지가의 
변화를 분석한다. 

[9사(지리)08-04] 도시 문제
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도시
로 변화된 사례를 조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안한다.

지도에서 주요 도시의 치를 확인하고, 
여러 도시  자신이 가 보고 싶은 도시 
목록과 그 이유를 작성한 후 그 도시의 
매력, 인구, 주거 환경, 경제활동, 삶의 
질, 도시 문제 등 그 특징을 분석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도시 특성을 분석할 때 
인터넷 지도  통계 자료 이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직  제시하
여 학습 활동을 돕는다. 

 특정 도시의 동 상이나 사진 혹은 그
림, 통계 자료를 통해 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나가면서 찰되는 경 과 지
가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그림  그
래 로 표 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
이고 논리 으로 사고하도록 안내한다. 

세계 으로 유
명한 도시, 살
기 좋은 도시 등
을 주제로 한 보
고서 작성, 
상 제작, 홍보
물 제작을 통해 
다양한 도시의 
특징을 악했
는지 평가한다. 

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9사(지리)09-01] 농업 생산
의 기업화와 세계화가 농작물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변
화에 미친 향을 조사한다.

[9사(지리)09-02] 세계화에 
따른 다국  기업의 공간  
분업 체계가 생산 지역의 변
화에 미친 향을 탐구한다.

[9사(지리)09-03] 세계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변화를 조
사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 
변화와 주민 생활에 미친 
향을 평가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에 따른 서비스업의 
변화 사례(콜센터, 
, 해외 상품 구매 

등)를 심으로 서비
스업의 세계화로 인
한 지역 경제 공간의 
변화와 주민 생활의 
변화를 확인하고 평
가한다.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른 서비스 산업
의 입지 변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
고, 그것이 지역 경제와 생활 모습에 미
친 향에 해 토의한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 공간의 
정 ･부정  
변화에 한 탐
구 과정과 토론 
과정 등을 보고
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
여 정보 활용 
능력, 비  
사고력, 의사소
통  업 능력 
등을 평가한다.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9사(지리)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
에 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한다.

각종 서 , 방송, 신문 등의 매체를 이
용하여 최근의 환경 이슈에 해 조사
하고, 환경 문제와 련된 기  방문, 
장 모니터링,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사는 
세계

[9사(지리)12-01] 지도를 통
해 지구 상의 다양한 지리  
문제를 확인하고, 그 황과 
원인을 조사한다. 

[9사(지리)12-02] 다양한 지
표를 통해 지역별로 발  수
이 어떻게 다른지 악하

고, 개발 지역의 빈곤 문제
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조
사한다. 

지구 상의 다양한 지리  문제가 발생
하는 지역의 치를 모둠별로 지도에
서 확인하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활
용하여 그 원인과 황을 조사한다.

최근의 지리  
문제에 해 서
,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조사
하여 스크랩하
고 문제의 황
과 원인을 분석
하여 제출한 보
고서를 수행평
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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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나)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9사(지리)12-03] 지역 간 불
평등을 완화하기 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지필 평가보다
는 발표, 토론, 
역할극, 동 상 
제작, 캠페인, 
련 기  방문 
 체험 등 활동 
심의 수행평

가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실천 
능력 등을 평가
한다.

개인과 
사회
생활

[9사(일사)01-03]에서는 사

회가 유지･발 하기 해 필

요한 사회집단의 유형과 특

징을 살펴보고, 개인과 사회

집단의 계에 해 탐구한

다. 한 사회집단에서 나타

나는 여러 가지 차별  갈등 

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
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

제 해결력을 함양한다.

역할 놀이, 토의･토론, 동 상 제작, 캠
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이 역할 갈등, 차별  갈등을 실질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치과
정과 
시민 
참여

[9사(일사)04-01]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

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

체의 역할을 설명한다. 

로젝트법을 

활용하여 정치

과정에 해 탐

구하여 보고서

로 정리하는 과

제를 제시하고, 
정보 활용 능

력, 문제 해결

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헌법과 
국가
기

[9사(일사)07-01]입법기 으

로서 국회의 상을 이해하

고, 국회의 주요 조직과 기능

을 조사한다.

[9사(일사)07-02] 통령의 

지 와 권한을 이해하고, 행
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조사한다.

[9사(일사)07-03]법원의 주

요 조직과 기능을 조사하고, 
헌법 재 소의 상과 역할

을 분석한다.

국가기 의 역할에 한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직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해당 국가기 의 구체 인 활동 내용

을 찾아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국회, 정부청사, 
법원, 헌법 재

소 등 국가기

을 견학하거나 

홈페이지를 방

문하여 국가기

의 설립 취지 

 역할을 조사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과제를 제

시하여 정보 활

용 능력, 문제 해
결력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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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나)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시장경
제와 
가격

[9사(일사)09-02]수요 법칙

과 공  법칙을 이해하고, 이
를 토 로 시장 가격이 결정

되는 원리를 도출한다.

[9사(일사)09-03]상품 가격 이

외에 수요와 공 을 변화시키

는 요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

른 시장 가격의 변동 과정을 

분석한다.

시장 가격의 변동을 주제로 한 학습에

서 신문 활용 교육 는 인터넷 활용 

교육을 통해 신문이나 인터넷의 경제 

뉴스 내용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

격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해 보

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문 는 인터

넷 경제 뉴스를 

소재로 한 지필 

평가 문항을 개

발하여 학생들

이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

리를 실제 사례

에 용하여 이

해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9사(일사)11-01]국제 사회

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제 

계에 향을 미치는 여러 행

 주체(국가, 국제기구, 다국

 기업 등)의 활동에 해 조

사한다.

[9사(일사)11-02]국제 사회

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 
력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

고, 국제 사회의 공존을 한 

노력을 외교 정책을 심으

로 탐구한다.

[9사(일사)11-03]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를 국제 계 속에서 인

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정부  시민 사회 활동을 조

사한다.

신문 는 인터넷의 최신 자료를 활용

하여 국제 사회의 특성과 행  주체를 

실제 으로 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경

쟁과 갈등, 
력,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문제에 한 조

사 내용을 정리

한 보고서를 통

해 자료의 충실

도, 내용 구성

의 체계성 등을 

기 으로 정보 

활용 능력, 문
제 해결력을 평

가할 수 있다.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9사(일사)12-01]사회 변동

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

회의 변동 양상과 문제 을 

분석한다.

사회에서는 산업

화, 세계화, 정보화 등 

다차원 이고 범

한 변동이 나타나

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

한 사회문제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종합 인 

측면에서 악한다.

사회의 변동 양상에 한 학습에

서 동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를 

들어, 사회의 변동 양상을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등 소주제로 나 고 각 

구성원이 하나씩 소주제를 맡아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 결과를 공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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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의 방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진술은 (7)항, (8)항과 (10)항에서 찾을 수 있다. 

먼  사회과에서 정보화시 의 추세를 맞추어 각종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을 환경

을 조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리 정보 시스템 사용, 신문의 활용, 웹기반 학습, 상 활용 

수업 등을 권장하고 있다. 

<표 Ⅲ-3-9> 등학교･ 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2) 교수 학습의 방법

 (7)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지리 정보 시스템, 신문 활용 교육, 웹기반 학습을 극 활용

하도록 한다.

‘각종 정보 매체 활용’‘에 한 언

이나 ’지리 정보 시스템, 웹기반 학습

‘ 등의 극 인 활용이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 있음.

2) 교수 학습의 방법

 (8) 상반되는 견해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사료 학습, 시사 토론을 통해 분석･비  능

력을 양성할 수 있고, 인물 학습, 극화 학습, 상 활용 수업으로 민주 시민으로

서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상 활용 수업을 운 하면서 상

의 검색, 효용성과 의미 등을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용 가능함(역사).

2) 교수 학습의 방법

(10)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지도, 도표, 화, 통계, 사료, 신문, 방송, 

사진, 기록물, 디지털 자료, 여행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교수･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해 제

시되는 자료들  디지털 리터러시

와 련성 높은 자료들이 제시됨.

(나) 평가 방향

사회과의 평가 방향에서는 디지털 도구 활용과 정보 처리 련 역량에 한 내용은 드러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사회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사회과와 디지털 리터러시는 여러 면에서 련이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이 탐구

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을 강조해 온 사회과에서 정보의 수집  활용하는 능력을 필요한 역량

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환경으로 변모하면서 사회과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가 강조되기 시작하 다. 



Ⅲ.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

89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용은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교과내용 

측면으로, 정보 이동  정보화 사회, 매체와 문화에 한 이해 등에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능이나 방법  측면으로, 디지털 상지도의 활용  정보의 한 탐색  활용에 

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과 역량, 성취기  등과 직 으로 련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외

에서도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유의  등에서 간 으로 연계된 부분이 드러났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사회과의 교과 역량  하나인 정보 활용 능력을 “정보 

이외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정보의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는

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와 흡사하다. 사회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야할 역량이자 교수･학습에 필요한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사회과의 ‘목표’에서도 이런 향을 살펴볼 수 있다. 목표에는 ‘디지털’과 련된 용어를 직

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맥락에서 ‘정보의 활용’ 이나 ‘정보 획득, 조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 체계와 성취기 ’에 있어서는 ‘지리 정보 시스템’, ‘정보화’, ‘ 매체  문화’와 

련된 진술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리 정보시스템 활용 능력은 

사회과 고유의 특성을 반 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화 시 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할 기본 

역량  하나로 성취기 에 나타나 있다.  정보화나  매체와 련된 진술은 정보, 미디어

의 활용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계가 깊다 할 수 있다.

성취기 에 직 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에서 간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을 드러낸 부분도 많다. 특히 사회과에서는 사회 상이나 지리  

상물, 역사  사실들을 교실에서 직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동 상과 같은 미디어,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 등을 통해 개념과 원리들을 탐구한다. 따라서 내용보다는 교수･학습 방법  측면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의 경우, 동 상 제작 

등을 평가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하 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도 종합 인 디지털 리터

러시를 요구하는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제시된 분석과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과의 교과 역량  하나인 ‘정보 활용 능력’과 한 계가 

있다. ‘정보 활용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역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과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과 특히 연 되어 있다. 

둘째, 내용 체계  성취 기 과 련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 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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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 등에서 간 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드러난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는데, 교과내용  측면에서 정보 이동  정보화 사회, 매체와 

문화에 한 이해를 다루는 것과 방법  측면에서 디지털 상지도의 활용  정보의 한 

탐색  활용 등에 한 것으로 나뉜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과  특성을 련 깊은 디지털 리터러시로 지리 

정보 시스템 활용 능력에 해 명시 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반 지도의 도해력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시 에 맞게 디지털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논의가 차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과에서 

복잡한 사회 상을 악하고 탐구하는 수단이자 학생들이 가져야 할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

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첨단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수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가. 수학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계산기나 컴퓨터 등의 공학  도구를 이용하는 정

보 처리 역량과 련지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상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과 련된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설명하거나 교수･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에서 주로 나타난다. 

수학과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을 권장한 것은 6차 교육과정부터이다. 6차 수학과 교육과정

의 기본 방향  하나가 ‘계산기나 컴퓨터를 수학  도구로 활용하는 수학교육’이었고, 이는 

NCTM(1989)의 ｢학교수학을 한 교육과정과 평가 규 ｣의 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황

혜정 외, 2016, p. 76).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도 ‘계산기, 컴퓨터의 활용 권장’을 특징으로 

삼았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의 하나도 ‘공학  도구의 활용 강조’이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과 련한 내용은 주로 일반 인 ‘교수･학습 방법’

에서 나타나고 있다. 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자’항에서 교육기자재의 

활용 상 유의 을 제시하면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교육 기자재를 활용할 것과 “교수･학

습 과정에서 계산 능력 배양이 목표인 역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계산이나 수학  개념･원리･

법칙의 이해, 문제 해결력 향상 등을 하여 가능하면 계산기나 컴퓨터를 극 활용하도록 

한다.”를 명시하 다. 이와 같은 공학  도구의 활용 내용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까지 

수학과의 ‘교수･학습 방향’에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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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학  도구의 활용은 각 성취기 과 련한 ‘교수･학습 상 유의 ’으로도 제시되었다. 

등학교는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부터 

공학  도구 활용의 구체 인 모습이 나타났다. 를 들어,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등 

4학년 수와 연산 역에서는 “계산하거나 어림한 값을 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등의 유의 이,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학교 함수 역에서는 “공학  도구를 활용하여, 

함수의 그래 를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등의 내용이 있고, 고등학교 

<수학Ⅱ>에서 “지수나 로그에 련된 문제를 다룰 때 공학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등과 같은 유의 이 제시되었다. 

평가 방법에서는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부터 “수학 학습의 평가에서는 평가하는 학습 

내용에 따라 학생에게 계산기, 컴퓨터와 같은 공학  도구와 다양한 교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재에까지 유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수학과 성취기 은 학습 내용 심으로 기술된 경향이 있는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서는 공학  도구의 활용을 보다 강력하게 강조하고 통계 교육의 의의를 살리려는 취지에서 

성취기  [9수05-03]에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7차 교육과정 당시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인 실용 수학의 첫 역을 ‘계산기와 컴퓨터’로 선정하고, 계산기와 컴퓨

터의 기능, 간단한 로그래 ,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와 그래  그리기와 계산하는 성취기 이 

포함된 은 있었으나, 이는 일부 학생들을 상으로 한 과목에 명시되었을 뿐이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에 처음으로 공학  도구 활용

이 명시된 것이므로, 이는 다소 보수 인 수학교육계에 그 나름의 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1) 성격

수학과의 교과 역량  정보 처리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지어 볼 수 있다. 특히 

‘정보 처리’에 한 교육과정의 정의가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련성을 분명히 드러낸다.

 <표 Ⅲ-4-1> 등학교･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격’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학생들은 수학의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한다. 

‘정보 처리’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정보 처리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고 한 공학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효과 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다.

‘정보 처리’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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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수학과의 목표에서는 정보 처리 능력을 명시하고 있다. 목표 진술에 따르면 정보 처리 능력

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처리 능력 자체가 문제 해결을 한 도구  

성격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2> 등학교･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목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가_(2) 수학 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의･융합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생활 주변 상을 수학 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 이고 창의 으로 해결한다.

‘정보 처리’ 능력이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3) 내용 체계  성취기

(가) 내용 체계

등학교와 학교의 수학과 내용 체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련된 내용을 기술

하고 있지는 않다. 

(나) 성취기

등학교와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 에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

을 명시한 항목은 <표 Ⅲ-4-3>과 같다. 

<표 Ⅲ-4-3> 등학교･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명시 항목

 

각 학교 별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성취기  외에도, 교육과정

에서 해당 성취기 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언 한 성취기 도 살펴보겠다. 

이러한 성취기 은 교사 수 에서 극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학년 역 성취기

 1-3
확률과 

통계

[9수05-03]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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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학교 

등학교 성취기 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한 내용이 직 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성취기 과 련한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에 계산기나 인터넷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표 Ⅲ-4-4>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간  연계 항목) 

• 학교

학교 성취기 에서는 [9수05-03]에서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나타내었고, 그 외의 여러 성취기 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에 공학  도구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학년 역 성취기 (나)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3-4

수와 

연산

[4수01-08] 나 는수가 한 자리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

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의 의미를 안다.

자연수의 사칙계산에서 계산 원리를 이해하거

나 계산 기능을 숙달하는 것이 목 이 아닌 경우

에는 계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보 처리) 

규칙성
[4수04-02] 규칙 인 계산식의 배열에서 계산결과의 

규칙을 찾고, 계산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규칙 인 계산식의 배열에서 계산 결과의 규칙

을 찾는 활동을 할 때 계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추론, 정보 처리)

 5-6

수와 

연산

[6수01-13] 소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6수01-14] ʻ(자연수)÷(자연수)ʼ,ʻ(소수)÷(자연수)ʼ에서 

나눗셈의 몫을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6수01-15] 나 는수가 소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수 에서 간단히 다루고, 복잡한 계산은 계산

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보 처리)

측정

[6수03-08]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

고, 이를 구할 수 있다.

[6수03-09]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6수03-10] 부피를 이해하고, 1cm³, 1m³의 단 를 알

며, 그 계를 이해한다.

[6수03-11]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

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원주율, 원주, 원의 넓이,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등을 구할 때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

용하게 할 수 있다. (정보 처리)

자료와 

가능성

[6수05-01] 평균의 의미를 알고, 주어진 자료의 평균

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복잡한 자료의 평균이나 백분율을 구할 때 계산

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보 처리)

자료와 

가능성

[6수05-03] 주어진 자료를 띠그래 와 원그래 로 나

타낼 수 있다.

띠그래 와 원그래 를 지도할 때 신문, 인터

넷 등에 있는 표나 그래 를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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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5>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4)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수학과에서 공학  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은 성취기  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일반 인 ‘가. 

교수･학습 방향’에 제시되어 있다. ‘(1) 교수･학습 원칙’에서 정보 처리 역량을 명시하고, ‘(2) 교수･

학습 방법’의 (가), (바) 항에서 공학  도구를 극 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 Ⅲ-4-6> 등학교･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학년 역 성취기  
(나)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1-3

확률과 

통계

[9수05-03]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함수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 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 를 해석할 수 

있다.

[9수03-05] 일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 를 그릴 수 있다.

[9수03-06] 일차함수의 그래 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9수03-08] 두 일차함수의 그래 와 연립일차방정식의 계를 이해한다.

[9수03-09] 이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 를 그릴 수 있다.

[9수03-10] 이차함수의 그래 의 성질을 이해한다.

함수의 그래 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을 탐구할 

때, 공학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처리, 의사

소통)

기하

[9수04-04]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삼각형이 합

동인지 별할 수 있다.

[9수04-13] 도형의 닮음의 의미와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9수04-14]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삼각형이 닮

음인지 별할 수 있다.

공학  도구나 다양한 교구

를 이용하여 합동과 닮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정보 처리)

기하

[9수04-05]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9수04-07] 다면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9수04-08] 회 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9수04-10]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9수04-11]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9수04-12]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공학  도구나 다양한 교

구를 이용하여 도형을 그

리거나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성질을 추론

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한다. 

(정보 처리, 추론, 의사소통)

확률과 

통계

[9수05-06] 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9수05-07] 분산과 표 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푯값과 산포도를 구할 때 

공학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처리)

해당 내용
비고

(선정의 이유 등)

(1) 교수･학습 원칙

(다)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실천과 같은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합한 교수･학습을 운 한다.

‘정보 처리’가 디

지털 리터러시와 

연 성을 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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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방향

수학과의 교육 목표, 교수･학습 방향과의 일 성을 해 평가 방향에서도 공학  도구 활용과 

정보 처리 역량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공학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Ⅲ-4-7> 등학교･ 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평가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

(선정의 이유 등)

(2) 교수･학습 방법

(가) 수학과의 수업은 학생의 능력과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식 교수, 탐구 학습, 로젝트 학습, 토의･토

론 학습, 력 학습, 매체  도구 활용 학습 등을 히 선택하여 용한다.

⑥ 매체  도구 활용 학습은 학생의 수 과 학습 내용에 합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

고 학습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컴퓨터 활용 매체와 교구, 계산기, 교육용 소 트웨어 등의 도구를 이용한다.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과 

간 으로 연결

(바)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한 교수･학습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① 실생활  수학  문제 상황에서 한 자료를 탐색하여 수집하고, 목 에 맞게 정리, 분석, 평가하며, 

분석한 정보를 문제 상황에 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② 교수･학습 과정에서 한 교구를 활용한 조작  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도

록 한다.

③ 계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복잡한 계산 수행,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의 이해, 문제 해결력 향상 등을 하여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 트웨어 등의 공학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과 

직 으로 연결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1) 평가 원칙

(다) 수학과의 평가에서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실천과 같은 수학 교과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정보 처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와 연 성을 띔.

(2) 평가 방법

(다) ② 로젝트 평가는 수학 학습을 토 로 특정한 주제나 과제에 해서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 종합,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 창의･융합, 

정보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과 간 으로 연결

(라)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학생에게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 트웨어 등의 공학  

도구와 다양한 교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과 직 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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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계산기, 컴퓨터 등의 공학  도구를 활용하는 정보 

처리 역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격 측면에서는 정보 처리 역량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정보 처리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되어 있음이 나타났고, 목표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키워야 할 역량 

 하나로 제시되었다. 체로 성취기 과 련된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에 계산기, 인터넷, 

공학  도구 등을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간 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성취

기 별 내용이 아닌 일반 인 교수･학습 방향과 평가 방향에서 공학  도구 활용을 수학교육 

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공학  도구 활용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수학과에서 공학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을 권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 공학  도구 사용을 교수･학습 

방향에 권장 사항으로만 진술했기 때문에 학교 장에 제 로 반 되지 못한다는 비 에 따라(박

경미 외, 2015, p. 97),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학교 성취기 에 공학  도구를 명기하여 

보다 극 으로 공학  도구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의도를 보 다(박경미 외, 2015, p. 90). 

수학과에서 정보 처리 역량은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고 한 공학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효과 으로 처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교육

부, 2015c, p. 156). 정보 처리 역량의 하  요소는 자료와 정보 수집, 자료와 정보 정리  분석, 

정보 해석  활용, 공학  도구  교구 활용으로 선정되어 있어(박경미 외, 2015, p. 42), 디지

털 리터러시와 련된 정보 처리 역량은 마지막 하  요소인 ‘공학  도구  교구 활용’과만 

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학을 학습함에 있어 공학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장 을 갖는다(김남희･박경미, 2008). 첫째,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추상 인 수학 내용을 시

각화하는 것은 학습자가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구체화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둘째, 복잡한 계산이나 수 인 문자식의 처리가 문제 해결의 본질 인 부분이 아닐 때, 계산

기나 컴퓨터를 활용해 이를 신속하게 행하게 함으로써 사고력 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념

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활동 심의 수학교육 이론들이 주장하는 수학교육 학습 원리를 구 하

는 데에 도움을  수 있다. 넷째, 공학  도구는 형식 인 증명이나 개념 학습의  단계에서 

그래 , 애니메이션, 동 상, 시뮬 이션 등을 통한 직 인 탐구 활동을 제공해  수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공학  도구 활용의 요성은 미국 NCTM(2000, p. 3)의 ‘학교수학을 

한 원리와 규 ’에서 ‘공학  도구의 원리’를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한 미국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CCSSI, 

2014)의 수학  실천에서도 도구의 활용이 강조되어, 수학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국제

인 동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

97

5. 과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가. 과학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과학과는 그 내용의 특성상, 직 인 탐구 실험뿐만 아니라 시뮬 이션, 시청각 자료의 활용, 

인터넷의 활용,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실험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과학과 교육과

정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내용이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 으로 강조되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에는 핵심역량에 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과

의 성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직 인 언 은 없다. 그러나 과학과의 여러 내용들에 

한 지도에 시청각 자료나 컴퓨터를 활용한 실험, 인터넷 자료 등이 필수 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2015 교육과정 이 에도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

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속 으로 시청각 자료, 소 트웨어, 인터넷 자료, 컴퓨터를 

활용한 실험, 멀티미디어, 첨단 과학이나 기술 등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련성이 명시 으로 

제시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인터넷의 활용이나 컴퓨터의 활용을 통한 자료 탐색과 조사 정도가 교

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된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확장된 

형태로 조사, 탐구, 첨단 과학의 이해의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이 보다 확장되어 과학  사고력과 과학  탐구 능력을 넘어서 과학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1) 성격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과학과의 5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과학  의사소통 능력과 련하여 컴퓨터, 시청각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시되

는 과학  정보를 이해하고 표 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과의 성격은 

디지털 기술을 이해, 사용하여 정보  그 내용물을 하게 탐색, 활용한다는 디지털 리터러

시와 직 으로 련성이 있다.

한, 명시 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학  사고력, 과학  탐구 능력 역량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때 다양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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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디지털 자료인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으로는 과학  사고력과 과학  탐구 

능력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5-1> 등학교･ 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성격’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과학’에서는 다양한 탐구 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 기본 개념의 통합 인 

이해  탐구 경험을 통하여 과학  사고력, 과학  탐구 능력, 과학  문제 해결력, 과학  

의사소통 능력, 과학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과학  ‘의사소통’이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의 소통과 

련성 있음. 

과학  의사소통 능력은 과학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발 시

키기 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말, 

, 그림, 기호 등 다양한 양식의 의사소통 방법과 컴퓨터, 시청각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과학기술 정보를 이해하고 표 하는 능력, 증거에 근거하여 논증 활동

을 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과학  ‘의사“소통’이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의 소통과 

련성 있으며, 소통의 방법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힘. 

 

(2) 목표

과학과의 ‘목표’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 으로 언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학과의 

네 번째 목표인 ‘과학과 기술  사회의 상호 계 인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에는 지능정보

사회의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내재   실질  의미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5-2> 등학교･ 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목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라. 과학과 기술  사회의 상호 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과학과 ‘기술’이라는 일반  용어를 사용하 으나, 여기서 기술은 지

능정보사회의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므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

이 있음. 

(3) 내용 체계  성취기

(가) 내용 체계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는 등학교와 학교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체 역에 걸쳐 ‘기능’을 공동으로 제시하어 있다. 이  ‘자료의 수집･분석  해석’, ‘수학  

사고와 컴퓨터 활용’은 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

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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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3> 등학교･ 학교 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구분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역

(공통)
기능

∙ 자료의 수집･분석  해석

∙ 수학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든 역에서 공통 기능으로 ‘자료 수집  분석’
과 ‘컴퓨터 활용’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이 높음. 

(나) 성취기

과학과의 성취기 은 체 으로 과학 내용 요소 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등학교

와 학교 모두 성취기  자체에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 으로 표 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내용 요소가 요한 과학과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성취기 과 련되어 이를 설명하는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평가 방법  유의사항’에서 다양한 성취기 에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성취기  자체에 직  제시되지는 

않지만 간 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악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등학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 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직 으로 

제시된 내용은 없다. 이는 과학과의 성취기 의 성격이 내용 요소 심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요소를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방법과 련해서는 교육과정에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과학에서는 학교 과학 수업을 통하여 직 으로 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표의 변화나 지층과 화석, 화산과 지진, 지구의 모습, 태양계와 별 등과 같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나 거시  상황 등과 같이 실시간 찰이 불가능한 주요 

내용들에 한 교수･학습 방법이 표 이다. 이들 내용의 지도를 해서는 동 상, 사진 자료, 

인터넷 자료 등과 같은 디지털 자료와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정보와 

내용을 하게 탐색  활용하고, 이를 비 으로 분석･평가하고 소통･창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하고 있다. 

동물의 한살이, 식물의 한 살이,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생물과 환경, 식물의 구조와 기능, 

산과 염기, 여러 가지 기체, 연소와 소화 등의 내용도 주어진 시간 내에 직  찰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상 자료를 필요로 하며, 직  탐구의 경우에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탐구 수행, 자료 

조사와 탐색, 이용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등학교 과학과의 내용  상당히 많은 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

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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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4> 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간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3-4

(4) 
지표의 
변화

[4과04-01] 여러 장소의 흙을 찰하여 비
교할 수 있다.

[4과04-02] 흙의 생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과04-03] 강과 바닷가 주변 지형의 특징
을 흐르는 물과 바닷물의 작용과 련지을 
수 있다.

강과 바닷가 주변 지형의 특징은 야
외 찰 혹은 시청각 자료를 이용
하여 지도할 수 있다.

(6) 
지층과 
화석

[4과06-01] 여러 가지 지층을 찰하고 지
층의 형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과06-02] 퇴 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
라 구분하고 퇴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과06-03] 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석을 찰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
을 추리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층, 퇴 암, 
화석 등을 살펴서 그 특징을 찾아내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때, 학생들이 직  
조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박물 에서 은 사진이나 
가족과 여행지에서 은 사진을 이
용하여 련 특징을 설명하면 학습 효
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0) 
동물의 
한살이

[4과10-01] 동물의 암･수에 따른 특징을 
동물별로 비교해보고, 번식 과정에서 암･수
의 역할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0-02] 동물의 한살이 찰 계획을 세우
고, 동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찰하며, 
찰한 내용을 과 그림으로 표 할 수 있다.

[4과10-03] 여러 가지 동물의 한살이 과정
을 조사하여 동물에 따라 한살이의 유형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한살이 과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 찰을 통하여 
동물에 한 심과 호기심을 증
시키는 것도 요한 목표이므로 동
물을 직  찰하는 활동을 권장하
며, 보조 학습 자료로 동 상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학년 수
을 고려해 과 그림으로 한살이

를 표 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11) 
화산과 
지진

[4과11-01]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여러 가
지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1-02]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
강암과 무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4과11-03]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
는 향을 발표할 수 있다.

[4과11-04] 지진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지진이 났을 때 안 하게 처하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상을 이용하여 화산 활동으로 
다양한 물질들이 분출됨을 인식하
게 하고, 화산 활동과 지진을 모형실
험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화
산 활동  지진과 비교하여 같은 
과 다른 을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화산 모형실험에서는 안 에 유의
한다.

(13) 
식물의 
한살이

[4과13-01] 씨가 싹트거나 자라는 데 필요
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3-02] 식물의 한살이 찰 계획을 세
워 식물을 기르면서 한살이를 찰할 수 
있다.

[4과13-03]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 과정
을 조사하여 식물에 따라 한살이의 유형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식물 찰을 통하여 식물에 한 
심과 호기심을 증 시키는 것도 
요한 목표이므로 식물을 재배하고 
찰하는 활동을 권장하며 보조 학

습 자료로 동 상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한살이 찰
에 합한 식
물을 선택하
여 찰 계획
을 세우고, 직
 식물을 기

르며 한살이
를 찰한 결
과를 그림, 사
진, 표, 그래
 등을 이용

해 정리하도
록 한 후 포트
폴리오 평가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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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16) 
지구의 
모습

[4과16-01] 지구와 련된 자료를 조사하
여 모양과 표면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6-02] 육지와 비교하여 바다의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다.

[4과16-03] 지구 주 를 둘러싸고 있는 공
기의 역할을 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4과16-04] 달을 조사하여 모양, 표면, 환경
을 이해하고 지구와 달을 비교할 수 있다.

[탐구활동]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지구 
표면의 모습 찾아보기

생명체가 살고 있는 천체로서 지구
의 특징을 강조하되, 기나 해수의 
층상 구조에 해서는 다루지 않는
다. 달을 직  찰하는 활동을 하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
만, 학교와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 자료, 시청각 자료와 모의실
험 자료, 상 자료 등으로 체할 
수도 있다.

(17) 
물의 
여행

[4과17-02] 물의 요성을 알고 물 부족 
상을 해결하기 해 창의  방법을 활용

한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4과17-02] 
물 부족 
상을 해결
하기 한 
과학･기
술･공학
 설계의 
를 찾아
으로써 
용된 과

학  원리
를 탐색하
되, 환경오
염은 다루
지 않는다. 

날씨 상, 물 부족 상과 련된 
다양한 사진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
료를 조사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
여 물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물
이 왜 소 한지를 인식하도록 한다. 
물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간단한 
실험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
림이나 로 표 하여 생각을 정리
하게 할 수 있다. 

 
5-6

(2) 
태양계와 

별

[6과02-01] 태양이 지구의 에 지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
을 조사할 수 있다.

[6과02-02] 별의 의미를 알고 표 인 별
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6과02-03]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
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모형이나 시청각 자료, 천체 측 
소 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천체에 
한 공간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특히 야간에 별이나 행성 등을 찰
할 경우 안  사항을 수하도록 
한다.

(4)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6과04-01] 동물과 식물 이외의 생물을 조사
하여 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6과04-02]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
치는 정 인 향과 부정 인 향에 
해 토의할 수 있다.

[6과04-03]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세균은 사진 자료와 동 상 자료 
등을 통해 찰할 수 있도록 한다.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이나 첨단 생명과학의 
이용 사례는 실생활에 많이 반 된 
자료들을 심으로 수업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5) 
생물과 
환경

[6과05-01]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6과05-02] 비생물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
치는 향을 이해하여 환경과 생물 사이의 
계를 설명할 수 있다.

[6과05-03] 생태계 보 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생태계 보 을 해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에 해 토의할 수 있다.

먹이 사슬 놀이, 생물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알아보는 게임 등과 같은 
모의 활동을 통하여 생태계의 구
성 요소들이 상호 련되어 있음
을 인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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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8) 
산과 
염기

[6과08-01]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액을 다양한 기 으로 분류할 수 있다.

[6과08-02] 지시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용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
할 수 있다.

[6과08-03]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여러 
가지 성질을 비교하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의 변화를 찰할 수 있다.

[6과08-04]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
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를 찾아 발표할 
수 있다.

객 인 실험 결과를 도출하게 하
기 해 개인별 혹은 모둠별 실험 결
과를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여 공유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0) 
여러 
가지 
기체

[6과10-01] 산소, 이산화 탄소를 실험을 통
해 발생시키고 성질을 확인한 후, 각 기체
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6과10-02]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
피가 달라지는 상을 찰하고, 일상생활
에서 이와 련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6과10-03]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
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에 보이지 않는 기체를 이해시
키기 해 간단한 조작이나 실험 
활동,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12) 
식물의 
구조와 
기능

[6과12-03] 여러 가지 식물의 씨가 퍼지는 
방법을 조사하고, 씨가 퍼지는 방법이 다
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씨가 퍼지는 방법을 아는 것뿐만 아
니라 씨의 특징을 통해 발명 아이디
어를 제공하는 등 식물에 한 심
과 호기심을 증 시킬 수 있도록 동
상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진 

자료 등과 같은 보조 학습 자료를 
활용해 지도할 수 있다. 

(15) 
연소와 
소화

[6과15-03] 연소의 조건과 련지어 소화 
방법을 제안하고 화재 안  책에 해 
토의할 수 있다.

과학실에서
나 일상생활
에서 볼 수 있
는 다양한 연
소  소화 
련 사진, 시
사 인 자료, 
여러 가지 화
재의 특징, 화
재 안  책 
등을 조사하
고 기록하여 
포트폴리오 
자료를 평가
할 수도 있다.

(16)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6과16-01] 와 근육의 생김새와 기능을 이
해하여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6과16-02]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기 의 
종류, 치, 생김새,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6과16-03] 감각 기 의 종류, 치, 생김
새, 기능을 알고 자극이 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6과16-04]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
는 변화를 찰하여 우리 몸의 여러 기
이 서로 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몸의 내부 구조나 각 기 , 기
의 명칭은 그림과 모형 등의 시

청각 자료를 통해 찰하게

하고, 각 기 의 기능을 기 계의 역
할을 주로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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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2015 개정 과학 교육과정의 학교 내용도 성취시  자체에는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에 한 언 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에서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학교 역시 직  탐구가 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하여 디지털 련된 

자료를 이해하고 탐색･분석･평가하여 소통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권의 변화, 우주에서

의 무게와 질량, 동물의 해부, 자유낙하 운동 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한, 조사 활동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성취기 에서도 이를 하여 디지털 기기와 자료를 극 으로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의 탐색  이용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 수권과 해수의 순환, 재해 

재난과 안 ,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이 이와 련된 단원이다.

<표 Ⅲ-5-5> 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간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1-3

(1) 
지권의 
변화 

[9과01-01]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알고, 지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9과01-02] 지각을 이루는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암석의 순환 과정을 설
명할 수 있다.

[9과01-03] 조암 물의 주요 특성을 찰하고, 
암석이 다양한 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9과01-04] 풍화 과정을 이해하고, 토양 생성 과
정을 풍화 작용의 로 설명할 수 있다.

[9과01-05] 륙이동설을 이해하고 지진과 화
산이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의 경계와 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지진 와 화산  자료 조사는 인터넷 검
색이나 련 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과정을 활용
할 수 있다.

(2) 
여러 

가지 힘

[9과02-01] 무게가 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
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9과02-02]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탄성을 이용
하는 를 조사하고, 그 를 통하여 탄성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9과02-03]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써 마찰력을 알고,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정성 으로 비교할 수 있다.

[9과02-04]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
이 작용함을 알고 용수철 울을 사용하여 부력
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무게와 질량을 비교하기 해 우주 정거
장에서 무게와 질량을 비교한 동 상을 
활용할 수 있다.

(3) 
생물의 
다양성 

[9과03-01]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에서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계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3-02] 생물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이해
하고 생물을 계 수 에서 분류할 수 있다.

[9과03-03] 생물다양성 보 의 필요성을 이해
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한 활동 사례를 조
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유지를 한 활동 사례 조사
는 인터넷 검색이나 련 서  등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사회 , 국가 , 국제  활
동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
고, 조사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특히 발표 내용에 해 서로
의 생각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
보하고 자신들의 모둠에서 활동 사례에 
해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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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의 ‘교수･학습 방향’에서 <표 Ⅲ-5-6>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먼 , 탐구의 기능과 련하여 수학  사고와 컴퓨터의 활용은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이 있다. 사회  쟁 을 활용한 과학 쓰기와 토론을 통한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12) 
동물과 
에 지

[9과12-01] 생물의 유기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9과12-02] 음식물이 소화되어 양소가 흡수
되는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련지어 설명
할 수 있다.

[9과12-03] 순환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액의 순환 경로를 나타낼 수 있다.

[9과12-04] 호흡 기 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
고, 호흡 운동의 원리를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
할 수 있다.

[9과12-05] 배설 기 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노
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표 할 수 있다.

[9과12-06] 동물이 세포 호흡을 통해 에 지를 
얻는 과정을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각 기 계의 구조 찰 시 해부보다는 가
 모형이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

용하고, 생명 존 의 태도를 가지도록 지
도한다.

(14) 
수권과 
해수의 
순환

[9과14-01] 수권에서 해수, 담수, 빙하의 분포와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에 
해 토론할 수 있다.

[9과14-02]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와 염분비 일
정 법칙을 통해 해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9과14-03]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조석 상에 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수자원 련 자료 조사는 업 과정을 통
하여 수권의 다양한 특성과 련된 최근 
자료를 검색, 발표  토론하게 할 수 있다.

(16) 
재해･
재난과 
안

[9과16-01] 재해･재난 사례와 련된 자료를 조
사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해 과학 으로 분
석할 수 있다.

[9과16-02]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
에 한 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재해･재난 사례 조사는 인터넷 검색이나 
련 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해･

재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보고
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다. 이때 다양
한 자료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편향된 
을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19) 
운동과 
에 지

[9과19-02] 물체의 자유 낙하 운동을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함을 설명할 수 
있다.

실험 는 련 동 상을 활용하여 자유 
낙하 운동에서 물체의 종류나 무게에 상
없이 속력이 동일하게 증가함을 지도

할 수 있다.

(24) 
과학기
술과 
인류 
문명

[9과24-01]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계를 이
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해 설명할 수 있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해 토론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과학 원리와 
공학  설계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의 과학  원
리의 발견, 기술의 발달, 기기의 발명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도록 지도

할 수 있다.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한 방
안을 창의 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경험
하도록 하며, 이때 실물 모형을 제작하거
나 설계도를 그리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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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과학  의사소통에 하여 과학과의 ‘성격’에서 기술된 측면을 

고려할 때, 컴퓨터, 시청각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과학기술 정보를 이해, 활용

하고 표 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매우 련이 깊다. 

특히, 교수･학습 방향의 (11)번에서는 “모형이나 시청각 자료, 소 트웨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의 최신 정보 통신 기술과 기기 등을 과학 실험과 탐구에 히 활용”하는 

것을 직 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과학과의 내용 요소  성취기 을 도달하기 한 구체

인 방안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의 과학 기술인 첨단 과학 기술의 지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깊은 련이 있다.

<표 Ⅲ-5-6> 등학교･ 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과학’에서는 탐구 학습을 통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 이해  ‘과학  사고력’, ‘과학  탐구 

능력’, ‘과학  문제 해결력’, ‘과학  의사소통 능력’, ‘과학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과 같은 과학과 핵심역량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안 을 둔다.

과학  의사소통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소통과 련성이 있음. 

⑷ 기  탐구 과정( 찰, 분류, 측정, 상, 추리, 의사소통 등)과 통합 탐구 과정(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등), 수학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 한 토론과 논증 등의 기능을 학습 내용과 련시켜 

지도한다.

수학  사고와 컴퓨터 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테크놀로지

의 활용과 련성이 있음. 

⑻ 과학  과학과 련된 사회  쟁 을 활용한 과학 쓰기와 토론을 통하여 과학  

사고력, 과학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과학  의사소통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소통과 련성이 있음. 

⑾ 학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며 구체  조작 경험과 활동을 제공하기 해 모형이

나 시청각 자료, 소 트웨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의 최신 정보 통신 기술

과 기기 등을 과학 실험과 탐구에 히 활용한다. 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모형과 실제 

자연 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시킨다.

소 트웨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의 활용은 디지

털 리터러시와 련 있음. 

⑿ 학습 내용과 련된 첨단 과학기술을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생활

에서 첨단 과학이 갖는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료의 

제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자료의 제시이므로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 있음. 

(나) 평가 방향

과학과의 ‘평가 방향’은 반 으로 포 인 형태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에 한 직 인 제시는 없다. 그러나 과학과의 핵심역량에 한 평가가 포 으로 과학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하여, 과학  탐구 능력, 과학  문제 해결력과 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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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7> 등학교･ 학교 어과 교육과정 ‘평가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

⑵ 과학  사고력, 과학  탐구 능력, 과학  문제 해결력, 과학  의사소통 능력, 
과학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과 같은 과학과 핵심역량을 평가한다.

과학  의사소통 능력은 소통의 역량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일부 
련성 있음. 

다. 과학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과학과의 경우 ‘성격’ 측면에서는 과학  의사소통 역량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확

히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명시 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학과에서는 정보처리의 측면이 

과학  사고력과 과학  탐구 능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으로는 과학  사고력과 

과학  탐구 능력도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목표’ 측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명시 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과 기술, 사회

와의 련성에 한 목표에서 기술의 측면은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련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체계’의 측면에서 과학과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를 심으로 기술되

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 개념  내용 요소에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명시 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과 내용을 학습과 계된 요한 ‘기능’에서 ‘수학  사고와 컴퓨

터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어 이 기능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명시 으로 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취기 ’ 측면에서는 과학과는 내용 요소를 심으로 성취기 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기  자체에는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요소에 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내용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시공간 으로 직 인 탐구가 

가능하지 않거나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양한 자료의 탐색과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내용들이 직 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교수･학습의 방향’에서도 과학과에서는 모형이나 시청각 자료, 소 트웨어, 컴퓨터나 스마

트 기기, 인터넷 등의 최신 정보 통신 기술과 기기 등을 과학 실험과 탐구에 히 활용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리터러시가 과학과 교육에 매우 필요한 내용임이 강조되고 있다.

종합하면, 과학과의 경우 내용 요소를 심으로 기술된 성취기 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직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성취기 을 설명하는 성취기  해설이나 특히 

교수･학습 방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이 극 부각되어 제시되고 있다. 과학과에서 교

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제시된 디지털 리터러시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악된다. 첫째,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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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료,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의 최신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자료의 탐색  

활용의 측면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직  탐구에 활용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활용하는 

측면이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산출한 결과물을 토 로 의사소통을 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를 기 을 할 때, 과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가장 표 인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해, 사용하여 정보  그 내용물을 하게 탐색,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필수 으로 이들 자료를 비 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가.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실과(기술･가정)은 실천 교과의 성격을 가진 보통 교과로서, 등학교 5∼6학년군에는 ‘실

과’, 학교 1∼3학년군에는 ‘기술･가정’이 편제되어 있다. 실과(기술･가정)는 일상생활 상황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는 에서 실천  

생활 교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도구  주지 교과 심의 학교교육이 실습 

 체험 교과 강조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망되는 상황에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류청

산, 2010, p. 1). 이 에서 볼 때, 실과의 ‘기술의 세계’ 분야 교육 내용은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체득한 기술  소양(Technological literacy)이  사회에 처하는 인간의 능력을 함양

하고 나아가  기술의 이해와 디지털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등학교 실과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과 교과는 제 5차 교육과정에서 유능한 생활인 양성을 목 으로 ‘컴퓨터와 

생활’이라는 내용요소를 신설하 다. 이는 컴퓨터의 조작이 미래 생활에 처할 수 있는 기본 

기능으로 요구되며, 교육과정 상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을 강조하는 상황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정보사회화에 응하기 해 ‘컴퓨터로 쓰기’

가 교과 내용으로 포함되었고,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컴퓨터 활용하기’라는 내용이 교과내용

에 포함되어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교과의 요한 이슈로 부상하

다.  

한편, 컴퓨터의 단순한 활용과 기능의 습득은 차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기 한 기술과 

태도를 강조하게 되면서 교과의 내용이 차 확장되었으며, 등학교 단계의 정보 소양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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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창의  문제해결까지 실과에서 다루는 단계로 발 하 다(김용익 2001, p. 28).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화 시 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해 필요한 정보처리 기능을 습득함과 

동시에, 디지털 정보 기술에 한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기 해 ‘인터넷과 정보’라는 단원으

로 그 내용을 재편성하 다. ‘인터넷과 정보’ 단원에서는 정보의 탐색과 선택, 정보를 활용한 

생활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생활 속에서 육성･실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 다. 이후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실과의 정보 교육은 내용 구성상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 보다는 다소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었지만(이철 , 2014, p. 24),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윤리와 사이

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을 강조하면서 련 내용을 교과 내용으로 편성하여 디지털 에티켓

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한 

이해와 평가를 통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과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와 소 트웨어 교육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과

과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실과의 

교육과정은 소 트웨어의 이해와 차  사고에 의한 기  지식, 기술시스템 설계 능력,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활용 능력, 사이버 독 방,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 보호 등의 내용 역을 

확 하 다.

학교 가정과 기술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상 ‘기술･가정’으로 같은 교과서에 편성되어 

있다. 교과서의 내용으로는 “기술의 세계”와 “가정생활”을 심으로 기술과 가정의 교과내용이 

분리되고 있는데, 그  디지털 기술과 매체에 한 부분의 내용은 “기술의 세계”에서 다루고 

“가정생활”에서는 련 내용이 간 으로 언 되어 있다. 

기술과는 기술  소양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내용  측면과 교수･학습의 기능  측면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먼  교과내용  측면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시기는 제3차 교육과정으로 ‘라디오’와 ‘컴퓨터’

에 한 정보기기의 기능 이해를 강조하 다. 제4자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컴퓨터’의 

개요와 응용이라는 측면을 소개하 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통신기술’이라는 단원명으로 ‘컴퓨터’ 련 내용을 학교와 고

등학교에서 모두 가르치기 시작하 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응하기 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컴퓨터의 기본 원리  기능 이해와 이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육성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반 은 미국 오하이오 주 기술교육과정(1989)의 통신기술에 

한 정의28)를 근거로 기술과의 정보통신기술은 통신체제의 구성을 통한 경험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이춘식･최유 ･유태명, 2002, p. 127). 이러한 교과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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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은 정보기술이 기술 인 소양으로서 요하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련 내용은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  교양(Technological Literacy)의 범주에 포함되어 유지되어 

왔다. 

기술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가장 강조된 시기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라는 단원을 신설하고, 일부 성취기 을 반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포 으로 다루기 시작하 다. 그 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단원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종류를 소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탐색･활용하여 우리 생활에 미치

는 향에 해 학습할 수 있도록 을 두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술교과의 핵심개념으로서 ‘소통’을 설정하고, 일반  지식으로 

‘정보의 생산과 가공, 정보통신 수단과 장치의 이용과 활용’을 제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

추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p. 6). 

교수･학습의 기능  측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술과 교수･방향은 활동과 실제 사례

에 바탕을 둔 학습 방법을 지향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며, 생동감 있는 수업이 이루어

지도록 지향하고 있다. 이는 기술과의 교육방법의 기본 인 지향인 ‘창조성 추구’, ‘ 동성’, ‘실

천  학습’이 용된 것으로(최유 , 2017, pp. 59-60)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술과는 정보와 디지털 기기에 한 기능  이해와 활용을 교과 

교육내용으로 수용해 왔으며, 교과 교수･학습 실천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극 이용하고 

역량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는 가정생활에 한 지식, 능력, 가치 단력을 함양하여 실천  문제해결을 통해 자립

인 삶을 하고, 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주도 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한 방안으로 실천  문제해결과정을 시하고 있다. 

실천  문제해결 과정은 “실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천  추론을 통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기 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행동 결과를 분석･반

성하는 과정(채정 , 1996, p. 332)”까지를 말하며, 이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엇을 수행할

지 결정하기 한 의사결정능력, 비  사고력, 창의성이 요구되므로(조호정･안숙자, 2000, 

p. 29),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28) 미국 오하이오주 기술교육과정(1989)의 통신기술이란 “정보를 수집, 처리, 장하기 하여 기술 인 장치나 

방법을 사용하며, 는 정보를 달하기 하여 자 장치, 그래픽, 사진, 기계  수단 등을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며, 기 인 매체를 통한 통신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통신 체제를 포함한다(김다솔, 

2016, p.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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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는 7차 교육과정 개정 이 에는 가정교과로, 7차 교육과정개정 이후에는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 생활’ 역으로 편성･운 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이 까지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정보’, ‘미디어’, ‘디지털’ 등과 같이 디지털 리터

러시와 직 으로 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활용과 리’가 가장 련성이 높다

고 본다면 6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1학년의 ‘가정 자원의 활용과 리’ 단원과 ‘청소년기의 양 

리’단원, 2학년의 ‘소비자의 의사결정’, ‘식품의 선택과 이용’, ‘의복의 구매’, 3학년의 ‘식사 

리’, ‘주거 공간의 활용’의 단원에서 련 정보의 탐색과 단이라는 실천  문제해결 과정이 

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가정과는 기술･가정과로 병합되어, ‘가정 생활’ 역을 심으로 내용

이 편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기술과 매체에 한 부분의 내용은 ‘기술의 세계’에서 

다루고 ‘가정생활’에서는 련 내용이 직 으로 언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다만, 교과

내용의 학습을 하여 다양한 사례와 자료의 활용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를 다루고 

있다. 이와 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 ’, ‘자원 

리와 자립’의 모든 단원의 성취기  해설에서 련 정보의 활용에 해 언 하고 있다. 

2015 개정 가정과의 경우에도 단원별로 학습요소, 성취기 ,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평가방법  유의사항이 나 어져 있는데, ‘가정생활’과 련된 내용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과는 실천  문제해결 과정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해 다양한 사례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련 요소

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교과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방향에도 

제시되어 있으며, ‘기술･가정’선택 심 교육과정 평가 방법에도 나타나 있다. 아울러, 가정과는 

실생활과 한 교과이며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생활의 함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교과

내용 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천을 고려해 볼 때 실과(기술･가정)과는 실천  생활 교과로서 등학

생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체계 으로 확 시켜 

왔다.  기술과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종합 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을 구성하 으며, 인터넷과 정보사회의 특징, 사이버 공간의 정보 윤리, 소 트웨어교육과 같은 

구체 인 교과 내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종합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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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1) 성격

등학교 2015 개정 실과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실천 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계형성능력, 기술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을 교과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기술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은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과 련성이 깊다. 교과의 내용에 있어서 ‘기술의 세계’에서는 사회의 기술에 

한 기술  지식과 함께 태도,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표 Ⅲ-6-1> 등학교 실과과 교육과정 ‘성격’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육은 다양한 실천  경험을 통하여 기술  지식, 태도, 기능
을 함양하여, 문제해결능력, 비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창의력 등을 길러 미래 
사회를 살아갈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데 목 이 있다.

기술의 세계라는 것이 디지털 세계를 
의미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기술  지식, 태도, 기능’과 ‘미래 사
회를 살아갈 다양한 역량’에 한 
련이 있음.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육은 변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류가 이룩한 기술 
시스템을 이해하고 더 나은 기술 시스템을 설계하며,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기술활용능력을 길러 미래 사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활용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학습자가 삶의 과정에서 하는 생산･수송･통신 기술의 문제를 창의 이고 융합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해 기술  지식, 기능, 태도를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탐색, 실   평가하는 실천  학습 경험을 제공한
다.

‘통신 기술’의 문제를 창의 이고 융
합 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기술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체득한 기술  소양과 능력은 기술 신, 정 기술의 
개발, 지속가능한 발 에 활용되어 기술 사회에 처하는 능력을 함양해 다.

‘기술 사회에 처하는 능력’이 디지
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기술의 세계’ 분야는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역을 심으로 창조, 효율, 소통, 
응, 신, 지속가능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여 교육내용을 구성･제공함으로써 기

술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다.

‘기술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
능력, 기술활용능력’이 디지털 리터러
시와 련성이 높음,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에서 소통의 역과 련성 높음.

‘기술 문제해결능력’은 기술과 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여 
창의 인 아이디어를 구 한 해결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술 문제해결능력’이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성이 높음.

‘기술시스템설계능력’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수송･통신 기술의 투입, 과
정, 산출, 되먹임의 흐름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계
하는 능력이다.

통신 기술을 명기하여 디지털 기술 
역임을 강조하 고, ‘기술시스템설계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기술활용능력’은 생산･수송･통신 기술의 개발, 신, 용,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발명과 표 화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진하는 능력이다.

‘기술활용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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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과 내용으로, 실과과에서 ‘기술의 세계’ 분야는 ‘기술 시스템’

과 ‘기술 활용’ 역을 심으로 교육 내용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교과 내용 구분을 통해 

‘기술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을 종합 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 다. 

한편, 학교 기술･가정과의 경우,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된 내용

은 크게 비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 단, 통신 기술, 창조와 소통과 같은 학습 역량들을 

심으로 진술되어 있다. 특히,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거론하고 있는 ‘실천 문제해결능력’

은 디지털 기술이 일반화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안을 탐색한 후, 비

 사고와 추론을 통한 가치 단과 의사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서 기술･가정과에서 추구하는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기술･가정과는 ‘기술의 세계’와 ‘기술시스템설계능력’에 제시되어 있는 통신 기술은 

 디지털 기반 통신 기술을 다루고 있으므로 교과 내용 자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내용을 심으로 창조･소통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내용들이 교육과정 내용에 

교과 내용과 역량 측면에서 다각 으로 표 되어 있다. 

<표 Ⅲ-6-2> 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성격’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실천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
고 문제 해결의 안을 탐색한 후, 비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 단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  사고를 통한 추
론과 가치 단’은 디지
털 리터러시에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련성
이 높음

‘기술의 세계’ 분야의 교육은 ‘기술 시스템’ 역의 생산･수송･통신 기술과 ‘기술 활용 ’ 역인 
발명, 표 , 지속가능 발 에 한 경험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신 기술’은 디지털 기
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므로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성이 높음.

‘기술시스템설계능력’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수송･통신 기술의 투입, 과정, 산출, 되먹
임의 흐름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계하는 능력이다. ‘기술활용
능력’은 생산･수송･통신 기술의 개발, 신, 용,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발명과 
표 화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진하는 능력이다.

‘통신 기술’에 한 언
이 나타나므로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기술의 세계’ 분야는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역을 심으로 창조, 효율, 소통, 응, 신, 
지속가능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여 교육내용을 구성･제공함으로써 기술 문제해결능력, 기술
시스템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다.

‘창조, 소통’의 핵심 개념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을 언 함.

‘실천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안을 탐색한 후, 비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 단에 따른 의사결
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실천 문제해결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
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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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교육의 목표로 일상생활에서 직면

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식을 창조하고 융합하는 역량을 기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가정과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사회

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여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실천

 문제해결 활동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과의 학습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인 련성은 

은 편이지만, ‘가정생활’이라는 학습 내용의 특성상 디지털 기술이 용된  생활환경에서 

가정과 생활을 포함하므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간 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목표

등학교와 학교의 실과(기술･가정)과의 ‘목표’는 공통 인데,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

으로 언 하고 있는 요소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표 Ⅲ-6-3>의 해당 내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나 ‘매체’ 등을 직 으로 언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기술을 포 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기술에 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같은 종합  역량 

함양을 교육 목표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 내용을 기 로 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

하고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역량, 즉 ‘기술 문제해결능력’, ‘기술활용능력’, 그리고 ‘기술

시스템설계능력’을 종합 으로 육성하도록 진술하고 있다. 

<표 Ⅲ-6-3> 등학교･ 학교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목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기술에 한 실천  학습 경험을 통해 기술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

여 기술  능력을 높여, 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창조

인 기술의 세계를 주도 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기술  지식, 태
도, 기능’과 ‘창조 인 기술의 세계를 주도

으로 ’하는데 한 련이 있음.

기술에 한 이해를 기 로 기술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고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기술 문제해결능력과 기술활용능력을 기른다.
‘기술 문제해결능력’과 ‘기술활용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극 으로 처하고 응할 수 있는 기술활

용능력과 기술시스템설계능력을 기른다.
‘기술활용능력’과 ‘기술시스템설계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개

발할 수 있는 기술시스템설계능력과 기술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기술시스템설계능력’과 ‘기술 문제해결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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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체계  성취기

(가) 내용 체계

등학교 실과과의 내용은 ‘기술의 세계’ 분야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 역의 다양한 

내용 요소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이 되어 있다. 먼 , ‘기술 시스템’ 역에서는 통신 기술을 

교과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통신 기술을 기술의 속성상 소통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인 정보의 생산  창조와 소통과 직 으로 련되어 있다.  

<표 Ⅲ-6-4> 등학교･ 학교 실과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구분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기술 
시스템

핵심 개념 ‣소통
련 높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생산, 

가공, 공유함.

일반화된 
지식

통신 기술은 정보를 생산, 가공하여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통하여 송수신하여 공유한다.

‘통신 기술’이 디지털 정보와 직  련됨.

학년군별 
내용 요소

[  5-6] ∙소 트웨어의 이해 련 높음.

[  5-6] ∙ 차  문제해결 련 높음.

[  5-6] ∙ 로그래  요소와 구조 련 높음.

기능
∙조작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와 련성 높음. 

∙활용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와 련성 높음. 

기술 
활용

핵심 개념 ‣ 신
련 높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산출물을 

창조하는 것이 신과 련이 있음, 개인 정보
와 지식, 로 의 구조와 기능도 함.

일반화된 
지식

인간은 기술 개발에 따른 삶의 변화를 측하고, 사
회를 지속가능하도록 유지 발 시킨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 개발’, 사회의 ‘지속
가능’과 련됨.

학년군별 
내용 요소

[  5-6] ∙개인 정보와 지식 재산 보호
[  5-6] ∙로 의 기능과 구조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와 로 의 기능과 구조
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이 높음. 

가정
생활과 
안

내용 요소  [  1-3] ∙ 청소년기의 생활 문제와 방

 사회의 청소년기 생활은 디지털 문화와 
련이 많으며 인터넷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와 방을 다루게 되므로 학습 내용상 디지털 
기술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음. 

자원
리와 
자립

내용 요소  [  1-3] ∙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사회의 청소년기 소비 생활은 디지털 기

술과 련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 내용상 디지
털 기술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음. 

기슬
시스템

핵심 개념

‣창조
정보를 소통･창조하는 복합 이고 융합 인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이므로 련성이 있음

‣소통
정보를 소통･창조하는 복합 이고 융합 인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이므로 련성이 있음

일반화된 
지식

통신 기술은 정보를 생산, 가공하여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통하여 송수신하여 공유한다.

‘정보를 생산, 가공하여 다양한 수단이나 장치
를 통하여’ 이 부분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매우 
직 인 련성이 있음



Ⅲ.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

115

‘기술 시스템’ 교과 내용으로 다루는 주요 내용  [  5-6학년]의 ‘소 트웨어의 이해’, ‘ 차

 문제해결’, ‘ 로그래  요소 구조’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직 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 활용’의 역에서는 기술 개발에 따른 삶의 변화를 측하는 교육 내용을 시작

으로, ‘개인 정보와 지식 재산 보호’, ‘로 의 기능과 구조’와 같은 교육 내용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학교 기술･가정과에서 기술 교육 분야의 내용 체계는 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식의 

창조와 소통을 교과의 핵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의 일반화된 지식과 학군별 내용 

요소에서는 통신 기술과 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직 으로 

련되어 있다. 기능에 있어서도 활용하기와 단하기는 통신 기술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활용

하고 분석･평가하는 활동을 제할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간 으로 련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의 내용 체계와 련하여, 가정과에서 다루는 내용  안 과 리 역은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생활에서 겪게 되는 안  문제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간 으로 련되어 있다.

(나) 성취기

등학교 실과과 교육과정 ‘성취기 ’에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항

목은 <표 Ⅲ-6-5>와 같다. 실과과의 교육 역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 역의 성취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직 으로 언 하고 있다. 특히, ‘기술 시스템’의 성취기

구분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학년군별
`내용 요소

[  1-3] ∙ 통신 기술 시스템
‘통신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의 필수 인 요소
이므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있음

[  1-3] ∙ 통신 기술 문제해결
‘통신 기술 문제해결’은 소통  창조, 복합
이고 융합 인 능력이 요구되므로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깊음

[  1-3] ∙ 미디어와 이동 통신
‘미디어와 이동통신’은 디지털 기술을 이해  
사용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므로 디
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있음

기능

∙활용하기
‘활용하기’는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언 되는 
정보의 활용과 연 이 있음

∙ 단하기
‘ 단하기’는 정보를 분석  평가하는 것과 
연 이 있으므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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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 트웨어 교육의 내용을 성취기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취기  

상에 소 트웨어의 용 사례와 향을 이해하고, 차  사고를 통해 기 인 로그램 과정

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한 로그램 설계 과정을 이해하도록 성취기 을 진술하고 있다. 

<표 Ⅲ-6-5> 등학교･ 학교 실과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명시 항목 

학년 역 성취기

 5-6
기술 
시스템

[6실04-07] 소 트웨어가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

[6실04-08] 차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용한다.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로그램을 설계한다. 

[6실04-11]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5-6
기술 
활용

[6실05-05] 사이버 독 방, 개인 정보 보호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 을 제작한다. 

 1～3
기술 
시스템

[9기가04-15] 정보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 정보의 통신 과정을 구체 으로 
설명한다.

[9기가04-16]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 으로 탐색하고 실 하며 
평가한다.

더불어, ‘기술 활용’ 역에서는 사이버 독, 개인 정보 보호, 지식 재산권과 같은 디지털 사회

의 가치 과 태도 교육을 한 성취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로 의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로 을 제작하도록 성취기 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기술･가정과는 교과목의 특성상  정보통신기술과 련 시스템의 특징과 속성들

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기술･가정과의 성취기 은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가정과의 내용 역인 ‘기술 시스템’의 경우 정보 

기술 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이 성취기  상의 교과내용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데, <표 Ⅲ-6-6>

과 같다. 구체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내용으로는 정보 기술 시스템의 세부 요소 이해,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발달 과정의 이해,  정보통신기술의 특징, 정보통신기술 련 문제 

이해와 해결책 탐색 등이 있다.  

기술･가정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하  역과 연결 지어 련성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의 이해･사용’,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분석･평가’,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

의 소통･창조’와 같은 역이 고루 여되어 있다. <표 Ⅲ-6-6>에서 를 들면, 성취기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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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04-15]에서는 ‘정보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를 이해’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

의 이해･사용’ 역을 다루고 있으며, [9기가04-18]에서는 ‘해결책을 창의 으로 탐색하고 실

하며 평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소통･창조’ 역과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분석･평가’ 역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 등학교 

실과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 의 이해를 돕기 해 ‘(가) 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성취기 에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재차 짚어볼 수 있다. 이에 

<표 Ⅲ-6-6>을 통해 등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명시 으로 언 한 성취기 과 그 연계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6-6> 등학교 실과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직  명시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5-6

기술 
시스
템

[6실04-07] 소 트웨어가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
을 이해한다.

[6실04-08] 차  사고
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
를 생각하고 용한다.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
험한다. 

[6실04-10] 자료를 입력하
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
한 로그램을 설계한다. 

[6실04-11] 문제를 해결
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
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소 트웨어
가 생활에 미
치는 향, 기
 로그래 , 
차  사고, 

사칙 연산･순
차･선택･반
복 명령, 로
그램 설계와 
제작 

[6실04-07] 컴퓨터에 사용된 
소 트웨어 이외에도 휴
폰, 가 제품, 사물인터넷 
제품까지 여러 상황에서 사
용된 소 트웨어를 탐색해 
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

[6실04-08] 차  사고란 문
제를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해 문제를 작은 단 로 나
고, 각각의 문제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으로, 일
상생활 속의 사례들을 찾아보
고 차  사고 과정을 문제 
해결에 용한다.

[6실04-09] 블록 기반의 교육
용 로그래  도구를 활용
하여 기 인 로그래  과
정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간단
한 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6실04-10] 수치 값을 입력하
여 덧셈이나 뺄셈의 결과를 
출력하거나, 복수의 문자열을 
입력 하여 두 문자열을 서로 
연결한 결과를 출력하는 로
그램을 만들어 으로써, 소
트웨어의 입력, 처리, 출

력 과정을 이해한다.

[6실04-11] ‘순차’는 명령문을 
에서 아래로 하나씩 순차

응용 소 트웨어의 사
용법이나 로그래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
에 필요한 로그래
을 통한 컴퓨  사고
력 신장에 을 맞
춘다.

차  사고를 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놀이 심의 신체 활동, 
퍼즐 등의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차 인 문제
해결과정을 이해하도
록 한다.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
는 문제 상황을 심
으로 학생들이 컴퓨  
사고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컴퓨터를 활용한 활동 
이외에도 컴퓨터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과 차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언 러그드 활동 시 놀
이와 학습이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

다양한 평가 도
구를 활용하여 
소 트웨어 교
육을 통한 컴퓨
 사고력의 향

상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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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성취기  외에도, 교육과정에서 해당 성취기

을 ‘(가) 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간 으로 연계한 성취기 도 

<표 Ⅲ-6-7>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과에 나타난 성취기 은 주로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수업에 용하도록 진술하고 있다.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며, ‘선
택’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명
령문을 선택 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반복’은 명령문을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거나, 
주어진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이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기  과정을 통해  
로그램의 3가지 구조를 이

해한다.

과 내용을 히 구성
하여 지도한다.

컴퓨 인 사고는 소
트웨어 교육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도 
반 하여 지도한다.

 
5-6

기술 
활용

[6실05-05] 사이버 독 
방, 개인 정보 보호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
서를 장착한 로 을 제작
한다. 

사이버 독 
방, 개인정

보  지식재
산보호, 정보 
윤리, 로 의 
작동 원리, 
로 의 활용

[6실05-07] 로 에 사용되는 
센서와 인체 구조를 비교하
여 이해하고 센서를 장착한 
로 을 제작하여 구동시켜 
으로써 로 의 작동 원리

를 강조한다. 

사이버 독 방, 개
인 정보와 지식 재산 
보호의 요성과 보호 
방법에 해 지도할 때
에는 신문 기사나 뉴스 
등 실제 사례를 심으
로 탐색해 보고 토의 등
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
출할 수 있도록 한다. 

소 트웨어를 활용하
여 로 을 작동시켜 
소 트웨어와 로 을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 보호
와 지식 재산 
보호에 한 기
본 인 기 과 
차에 해 체

크리스트를 구
성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와 노
력 정도를 평가
해 보도록 한다. 

생활 속에서 로
이 활용된 
를 찾아 어

떻게 작동하는
지를 분석하
고, 다양한 로
의 활용 분

야에 해 조
사하여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상으로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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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7> 등학교 실과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간  연계 항목)

• 학교 

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도 성취기 의 이해를 돕기 해 ‘(가) 학습요소’, ‘(나) 성

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성취기

에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서도 기술･가정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이 높은 

성취기 을 찾아볼 수 있다. <표 Ⅲ-6-8>을 통해 등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명시 으

로 언 한 성취기 과 그 연계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5-6
인간 
발달과 
가족

[6실01-01] 아동기의 신체 , 인지 , 
정서 , 사회  발달의 특징  발달

의 개인차를 알아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발달하기 해 필요한 조건

을 설명한다.

[6실01-02] 아동기에 나타나는 남녀

의 성  발달 변화를 정 으로 이해

하고 성  발달과 련한 자기 리 

방법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6실01-03] 주변 가족의 모습을 통해 

나와 가족의 계  역할을 이해하

고,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공통 을 

악하여 가정생활의 요성을 설명

한다.

[6실01-04]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하여 

서로 간의 배려와 돌 이 필요함을 이

해한다.

역할 놀이, 고, 뉴스, 노래, 
UCC, 젠테이션 등을 제
작, 발표해 보도록 하여 자신의 
발달 특징을 정 으로 이해
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요
성을 알게 한다.

 5-6
기술 
활용

[6실05-08]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

천 방안을 제안한다.

농업의 역할과 기능에 해 지

도할 때에는 탄소녹색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요성을 

알리는 포스터  UCC 제작, 
캠페인 실천 등 학생들이 직

 참여하는 활동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범교과 주제인 지속 가

능발 교육과 연계한 통합 인 

수업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포스터  UCC를 제작 할 때

는 워드 로세서, 젠테이

션 등의 응용 소 트웨어를 활

용함으로써 기본 인 ICT 활용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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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8> 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직  명시 항목)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성취기  외에도, 교육과정에서 해당 성취기 을 ‘(가) 

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간 으로 연계한 성취기 은 <표 

Ⅲ-6-9>와 같다. ‘가정생활과 안 ’ 역의 성취목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하여 소수

의 성취기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래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한 학습활동이 인터넷과 메신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소

년 문화를 다룰 가능성이 있고, ‘가정생활과 안 ’ 역에서 다루는 일부 성취기 은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유의 사항’에서 신문 뉴스, 인터넷 등에서 등장하는 미디어 

사례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1-3

기술 
시스
템

[9기가04-15] 정보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 정보의 
통신 과정을 구체 으로 
설명한다.

기술 시스템, 
재료의 특성과 
활용, 생산･수
송･통신 문제
해결, 건설 기
술 동향, 생명 
기술의 활용, 
수송 수단의 
미래, 수송 수
단 사고의 
방  처, 
신･재생 에
지의 개발과 
활용, 미디어
와 이동통신
의 활용

④ 매체 자료의 활
용에 해 지도할 
때에는 매체 자료
를 양 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 
발표할 내용과 발
표를 듣는 상의 
특성, 발표 상황을 
고려하여 한 
자료를 알맞게 활
용하게 하여 발표
의 효과를 높이도
록 한다.

② 매체 활용, 의견 제
시, 자료 정리 등의 수
행 여부를 기계 으
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말하기 효
과를 고려하여 수행 
수 을 평가하며, 학
습자 스스로 칭찬할 
과 보완할 을 찾

아보게 한 후 수정 방
향도 함께 논의하는 
극 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9기가04-16] 정보통신기
술의 특성, 발달과정을 이
해하고,  정보통신기
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
해하고 활용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
술과 련된 문제를 이해
하고, 해결책을 창의 으
로 탐색하고 실 하며 평
가한다.

[9기가04-17]  사
회에서 다양하게 이용
되는 미디어와 이동통
신을 조사하고 발표하
여 다양한 통신 매체
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한 미디어와 
이동통신의 사용 방법
을 알고 직  활용해 
보고 발표한다.

다양한 통신 매체
를 사용해 본 경험
을 정리하여 발표
하도록 하여  
사회에서 통신기술
은 다양한 기술들
과 융합되어 활용
되고 있음을 이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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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9> 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간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

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유의 사항

 
1-3

가정
생활
과 
안

[9기가02-07]청소년의 건강
을 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용한다. 청소년의 건강
을 하는 
다양한 원인과 
방 방안, 성
 의사 결정, 

성폭력 원인
과, 향, 성폭
력 방  
처 방안, 가정 
폭력의 원인과 
향, 가정 폭

력 처  지
원 방안

성취기  
해설은 생
략함

청소년의 스트 스, 독, 성폭
력, 가정 폭력과 련하여 신
문, 뉴스, 인터넷 등 미디어로 
할 수 있는 사례들 심으

로 실천  문제를 제시하거나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

고 모둠 활동을 통해 최선의 방
안을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
족, 이웃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
을 요청하는 방안을 탐색할 뿐
만 아니라 극 , 자발 으로 
행동하는 힘을 기르는데 
을 둔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자료를 수집  
인용하도록 하고, 이
러한 과정이 평가에 
반 될 수 있도록 계
획한다.

[9기가02-08]성  의사 결
정의 요성을 이해하고, 
성폭력의 원인과 향을 개
인  사회  차원에서 분
석하여 방  처 방안
을 탐색한다.

[9기가02-09]가정 폭력의 
사회･구조 인 원인과 
향을 분석하고, 가정 포격
과 련된 다양한 문제 상
황을 심으로 처  지
원 방안을 탐색한다.

(4)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2015 개정 실과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표 Ⅲ-6-10>과 같은 정도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등학교 실과과의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인터넷 자료, 

사진  동 상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권고

하고 있다. 

<표 Ⅲ-6-10>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8) 실물이나 모형, 인터넷 자료, 사진  동 상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동감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인터넷 자료, 사진  동 상 자료, 멀티미디
어 자료와 같은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것
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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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방향

실과(기술･가정)과의 ‘평가 방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된 직 인 내용을 

언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평가의 사항에서 ‘(나) 비  사고 능력, 의사결정능력, 창

의력 등을 활용한 실천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결과

로 나타날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어서 평가의 사항이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과 간 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6-11>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평가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 비  사고 능력, 의사결정능력, 창의력 등을 활용한 실천 문제해결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와 
련 있음. 

다.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등학교 실과과는 실천  생활 교과로서 등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체계 으로 확 시켜 왔다.  기술과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종합 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 으며, 인터넷과 정보사회의 특징, 사이

버 공간의 정보 윤리, 소 트웨어 교육과 같은 구체 인 교과 내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종합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5 개정 실과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나타난 주요 역량  기술 문제해결능력, 기술시스템

설계능력, 기술활용능력을 심으로 실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련성을 엿볼 

수 있다. 교과의 내용에 있어서 ‘기술의 세계’에서는 사회의 기술에 한 기술  지식과 

함께 태도,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

육을 지향하고 있다. 

실과과 교육과정 ‘성취기 ’과 련해서는 실과과의 교육 역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 

역의 성취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직 으로 언 하고 있다. 특히, ‘기술 시

스템’의 성취기 은 소 트웨어 교육의 내용을 성취기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취기  상에 소 트웨어의 용 사례와 향을 이해하고, 차  사고를 통해 기

인 로그램 과정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한 로그램 설계 과정을 이해하도록 진술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 활용’ 역에서는 사이버 독, 개인 정보 보호, 지식 재산권과 같은 디지털 

사회의 가치 과 태도 교육을 한 성취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로 의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로 을 제작하도록 성취기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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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인터넷 자료, 사진  동 상과 같은 멀티미디러

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권고하고 있으며, 실과과의 ‘평가 방향’

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된 직 인 내용을 언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평가의 

사항에서 ‘(나) 비  사고 능력, 의사결정능력, 창의력 등을 활용한 실천 문제해결능력’

을 평가하도록 제시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

도록 제시하고 있어서 평가의 정사항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간 으로 연계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기술･가정과의 내용 측면에서도 기술시스템 역에 소통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정보

의 생산, 가공하여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통한 송수신에 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성취기 의 측면에서도 정보통신기술에 한 

성취기  모두 디지털 정보의 생산  처리과정, 디지털 매체의 종류  활용, 문제이해  

해결방안 탐색  평가에 한 서술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과 가정을 나 어 보면, 먼  기술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심 내용으로 한 성취

기 들에서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해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문제 해결을 한 정

보를 탐색･활용하는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한 일부 성취기 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련된 

문제의 이해를 넘어 해결책을 창의 으로 탐색하고 실 하며, 평가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의 하  요소가 교과의 성취기 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가정과의 학습 내용은 부분 디지털 리터러시와는 간 으로 연계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 교과의 핵심 개념  ‘안 ’과 ‘ 리’에서 청소년기의 생활 문제와 방,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등의 내용 요소에서 디지털 문화에 한 학습 소재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성취기  상에서는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된 내용 요소를 거론하지

는 않지만, 학습 요소,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평가 방법  유의 사항에서 청소년기의 

생활과 련된 뉴스나 인터넷 자료, 동 상 등을 활용하여 실제 인 문제해결 활동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가정과는 가정생활에서의 실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과의 역량

으로 정의하고 있고, 실천  문제해결 능력은 학생들의 디지털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의 련성이 엿보인다. 

종합해보면, 실과(기술･가정)과는 실천  생활 교과로서  기술의 이해와 소 트웨어 교

육을 통한 등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체계 으로 

확 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기술과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종합 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 으며, 인터넷과 정보사회의 특징, 사이버 공간의 정보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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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교육과 같은 구체 인 교과 내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종합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와 소 트웨어 교육의 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실과의 교육과정은 소 트웨어의 이해와 차  사고에 

의한 기  지식, 기술시스템 설계 능력,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활용 능력, 사이버 독 방,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 보호 등의 내용 역을 확 하 다. 이러한 교과의 특성으로 보면. 실

과는 타 교과에 비해 상 으로 극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교과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역할을 확 하고 있는 교과라고 볼 수 있다. 

7. 정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가. 정보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정보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이다. 따라서 정보과의 교육과

정 내용의 변화는 등학교의 실과와 학교의 기술･가정, 그리고 컴퓨터 교과 등의 변화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 , 등학교 실과와 학교 기술･가정에 컴퓨터 교육 내용이 용되기 시작한 것은 5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에는 컴퓨터 교육 내용

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면서 컴퓨터 리터러시 교육이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등학교 4∼6학년 ‘실과’의 일부 단원과 학교에서는 2학년 ‘기술･가정’에 일부 내용이 도입

되었다.(교육부, 1987; 교육부, 1988)

1995년부터 시작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등학교 5∼6학년 ‘실과’에 컴퓨터 련 내용이 포

함되었으며, 학교에 ‘컴퓨터’라는 독립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등장하면서 다가올 정보화 사회

의 인재 육성을 한 교과의 틀이 마련되었다(교육부, 1992). ‘컴퓨터’ 교과의 주된 교과 내용은 

‘워드 로세서’나 ‘스 드시트’의 활용과 같은 응용 소 트웨어의 활용 능력을 함양하는 활동

에 집 되어 있었으며, 당시 PC의 폭발 인 보 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응하는 정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활용 능력 신장을 한 교과 내용에 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보윤리나 사이버 에티켓에 한 요구가 증가하 고, 그러한 요구는 이후 교육과

정에 극 으로 반 되기 시작하 다(조정우 외, 1977, p. 135).

2000년부터 시작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의 학습활동에 IT 활용이 명시되는 이른바 

‘ICT 활용교육’이 본격 으로 시작되게 되었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 다양한 교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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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00). ･ 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 지침

에 따라 ･ ･고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컴퓨터 련과목 이수가 의무화되어 본격 인 컴퓨터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의 체계 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정선 외(2006, p. 87)에 따르

면 7차 교육과정의 컴퓨터 리터러시 교육 내용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소양 교육과 교과 

활용교육으로 나 고 소양교육에서는 컴퓨터 과학 요소  정보통신윤리 분야를 강화하며, 

소양 교육과 교과 활용교육 간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 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 다. 교과 활용교육 간의 연계 내용으로는 응용 로그램 활용교육  각 교과에

서의 UCC 제작 등 동 상 편집기술과 같은 도구  활용 교육과 함께, 당시의 사회문제로 두

되었던 인터넷 에티켓, 정보윤리, 작권 문제 등에 한 교육이 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컴퓨터’라는 교과의 명칭을 ‘정보’로 개정하고 교과의 교육내

용을 면 으로 개편하면서 정보과학의 이론 , 기술  원리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이

해하고, 창의  문제해결능력  논리  사고력을 키우기 한 교과로 변화를 시도하 다. 2007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서는 응용 소 트웨어의 활용방법을 단순히 습득하는 교육을 축소하고, 

정보과학  알고리즘, 로그래 에 한 교육을 확 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교과서의 

내용에 디지털 기술을 이해･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정보의 표 과 리

라는 단원이 포함되었으며, 정보를 히 탐색･활용하고, 비 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유와 보호를 심으로 정보 윤리를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생산 으로 소통･창

조하는 복합 이고 융합 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법과 차, 교육용 로그래  

언어 등이 포함되었다(김종혜･김용･이원규, 2007, p. 849).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정보’가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모든 학생들이 연간 34시간 이상 교육을 비로소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컴퓨 사고 기반 문제해결 실시’, ‘간단한 알고리즘, 로그래  개발’의 내용으로 주요 내용이 

개편되었으며 정보교과는 소 트웨어 교육을 한 핵심 교과로 인식되고 있다(교육부･미래창

조과학부, 2015. 7. 21.; 교육부, 2015, 2.)

이러한 정보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볼 때 정보과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요성이 강조

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핵심 교과로 변화한 교과라 할 수 있다. 교과의 내용에서

도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로그래 ’, ‘컴퓨터시스템’의 네 개 역을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핵심 내용 역을 다루면서 컴퓨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한 

소 트웨어 교육의 역할을 확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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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1) 성격

정보과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으로 련된 교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하게 련되어 있다. 특히,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핵심역량으로 ‘정보문화소양’, ‘컴퓨  사고력’, ‘ 력  문제해결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의 

기능 다섯 가지는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와 깊은 련성이 있다. 한, 교과 역량 세 가지의 

하  요소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깊은 련성을 가지는데, 그 에서도 정보문화소양, 정보

윤리교육, 정보기술활용능력, 컴퓨  사고력, 력  컴퓨  사고력 등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 궁극  목표와 맥락을 같이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7-1> 학교 정보과 교육과정 ‘성격’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인재는 정보와 정보처리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술을 창의 으로 생성하고 력 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와 정보처리기술을 올바르게 
활용’  ‘창의 으로 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
와 련성이 높음

정보(Informatics)는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 이고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한 학문 분야이
며, 정보 교과는 컴퓨터과학  지식과 기술의 탐구와 더불어 실생활의 문제 해결
을 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합 으로 용하는 능력과 태도
를 함양하는 교과이다.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 분
야의 문제를 창의 이고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한’, ‘컴퓨터과학  지식
과 기술의 탐구’, ‘새로운 지식과 기
술을 창출’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따라서 정보 교과는 지식･정보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등 정보문화소양을 갖추고 컴
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컴퓨  사고력  네트워크 컴퓨  기반 환경의 다양한 공동
체에서 력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한 교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정보문화소양’  ‘컴퓨터과학의 기
본 개념과 원리’, ‘컴퓨  사고력’, ‘
력  문제해결력’이 디지털 리터러
시와 련성이 높음 

첫째,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보윤리, 정보보호를 실천하며, 정보
를 효율 으로 리하고 생산하는 능력과 태도를 고취한다.

‘정보윤리, 정보보호’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고 생산하는 능력과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
이 높음 

둘째,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고 컴퓨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
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한다.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디지
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셋째, 문제 해결을 한 해법을 컴퓨터과학의 에서 설계하고 이를 소 트웨
어로 구 하는 로그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한다.

‘문제 해결을 한 해법을 컴퓨터과
학의 에서 설계하고’  ‘소 트
웨어로 구 하는 로그래  능력과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
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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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학교 정보과의 목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인 목표를 고루 포 하고 있다. 교과

의 교육 목표는 정보윤리의식과 정보보호능력을 기 인 태도와 능력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  사고력과 력  문제해결력을 육성하도록 진술하고 있다. 교육과정 목표는 

구체 으로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컴퓨  기술을 계발하는 것

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한 정보를 탐색･수집하고,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해 로그래 을 통해 소 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구 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계발

을 한 창조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생활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 력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넷째, 과학, 인문학, 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컴퓨터과학의 에서 
재해석하고 창의･융합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컴퓨터과학의 에서 재해석하고 
창의･융합 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다섯째, 네트워크 컴퓨  기반 환경의 다양한 지식 공동체, 학습 공동체에서 력  
문제 해결을 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효율  의사소통, 업 능력을 함양한다.

‘ 력  문제 해결을 한 지식과 정보
의 공유, 효율  의사소통, 업 능력’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정보 교과의 내용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로그래 ’, ‘컴퓨  
시스템’ 역으로 구분되며, ‘정보문화’와 ‘자료와 정보’ 역은 정보사회 구성원으
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증진하는 데 을 둔다.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문제 해결과 로그래 ’, ‘컴퓨  시스템’ 역은 컴퓨터과학을 토 로 한 실생
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데 을 둔다.

‘컴퓨터과학을 토 ’가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성이 높음

정보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과 역량은 ‘정보문화소양’, ‘컴퓨  사고력’, ‘ 력  문
제해결력’으로 역량별 의미와 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보문화소양’  ‘컴퓨  사고력’, 
‘ 력  문제해결력’이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성이 높음

‘정보문화소양’은 정보사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추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보문화소양’은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을 포함한다.

‘정보사회의 가치’  ‘정보사회 구성
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갖
추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문화소양’,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
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컴퓨  사고력’은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 으로 해법을 구 하여 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  시스템을 활용’이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추상화는 문제의 복잡성을 제거하기 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핵심 요소 추출, 문
제 분해, 모델링, 분류, 일반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핵심 요소 추출, 문제 분해, 모델링, 
분류, 일반화 등의 방법’이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 력  문제해결력’은 네트워크 컴퓨  환경에 기반한 다양한 지식･학습 공동체
에서 공유와 효율 인 의사소통, 업을 통해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력  문제해결력’은 ‘ 력  컴퓨  사고력’,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공유와 업능력’을 포함한다.

‘공유와 효율 인 의사소통, 업을 
통해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력  문제해결력’, 
‘ 력  컴퓨  사고력’, ‘디지털 의사
소통능력’, ‘공유와 업능력’이 디지
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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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형성을 유도하고, 정보윤리의식과 정보보호능력과 같은 정의  역의 능력 계발을 

강조하고 있다. 

<표 Ⅲ-7-2> 학교 정보과 교육과정 ‘목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정보 교과의 교육 목표는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을 기르
고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  기술을 바탕으로 실생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 이고 효율 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력  태도를 기르는 
데 을 둔다.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
술활용능력’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
념과 원리, 컴퓨  기술’, ‘ 력  태도’
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가. 정보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윤리  정보보호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정보사회의 특성을 이해’  ‘정보윤
리’, ‘정보보호’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고 생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고 생산하는 능력과 태도’
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다. 컴퓨  원리에 따라 문제를 추상화하여 해법을 설계하고 로그래  과정을 
통해 소 트웨어로 구 하여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컴퓨  원기의 이해와 문제 해결 과정
을 한 소 트웨어 개발은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라. 컴퓨  시스템의 구성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  컴퓨  시스템을 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컴퓨  시스템의 구성  동작 원리’ 
 ‘창의  컴퓨  시스템을 구 할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
성이 높음 

학교 ‘정보’에서는 기 인 정보윤리의식과 정보보호능력을 함양하고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해 정보기술활용능력과 컴퓨  사고력, 력  문제해결력을 기르
는 데 을 둔다.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
보기술활용능력’, ‘컴퓨  사력‘, ‘ 력
 문제해결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1) 정보사회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정보사회의 특성’  ‘정보윤리’가 디
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2)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 으로 
구조화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 으로 
구조화하는 능력과 태도’가 디지털 리
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3)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따라 실생활의 문제를 추상화하여 해법을 
설계하고 로그래  과정을 통해 소 트웨어로 구 하여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이해
를 통한 로그래 과 소 트웨어 구
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성

이 높음

(4) 컴퓨  시스템의 구성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입･출력 장치와 로그
래 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합한 피지컬 컴퓨  시스템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른
다.

‘컴퓨  시스템의 구성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
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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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체계  성취기

(가) 내용 체계

학교 정보과의 ‘내용 체계’는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로그래 , 컴퓨 시스

템 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역의 하  내용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체계 으

로 반 하고 있다. 정보문화 역에서는 정보사회와 정보윤리를 핵심개념으로 하여 정보사회

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사회의 직업에 한 특징을 이해하는 한편 정보윤리 교육을 디지털 

사회의 가치 과 행동 양식을 안내하고 있다. 

자료와 정보 역에서는  사회의 디지털 자료의 이해와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털 표 을 

통해 정보의 이해와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한 디지털 정보의 표 을 해 정보와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세부

으로 제시하여 로그래 을 한 구체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해결과 로그래  역에서는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한 추상화 과정을 통해 로그

래 으로 그 해결책을 구안하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문제해결과 로그래  역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생산  창조 과정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이 깊다. 

마지막으로 컴퓨  시스템 역에서는 컴퓨  시스템의 기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날로그 

입출력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설계하는 피지컬 

컴퓨 을 다루고 있다. 피지컬 컴퓨 은 단순화된 디지털 기기로써  사회에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는 정보처리 기기라는 측면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용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과 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정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정보사회의 특징과 정보윤리와 같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 기본 태도와 정의  발달과 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료와 

정보, 그리고 문제해결과 로그래  역에서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컴퓨터 교육의 에서 

이해하고 해결할 학습자 역량 신장을 한 세부  차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컴퓨  

시스템 역에서는 컴퓨터와 피지컬 컴퓨 의 이해와 설계･개발을 통해 컴퓨  기술을 구 하

도록 경험  교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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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3> 학교 정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구분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정보
문화

핵심 개념
정보사회 ‘정보사회’  ‘정보윤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와 련성이 높음정보윤리

일반화된 
지식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심이 되는 사회이며, 
정보와 련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정보사회’  ‘정보윤리’, ‘정보의 생산과 활
용’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정보윤리는 정보사회에서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올바른 
가치 과 행동 양식이다.

‘정보윤리’  ‘올바른 가치 과 행동 양식’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학년군별 
내용 요소

∙정보사회의 특성과 진로 ‘정보사회’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개인정보와 작권 보호
∙사이버 윤리

‘개인정보와 작권 보호’  ‘사이버 윤리’
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기능 탐색하기 분석하기 실천하기 계획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으로 련성 있음

자료와
정보

핵심 개념
자료와 정보의 표 ‘자료와 정보의 표 ’  ‘자료와 정보의 분

석’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자료와 정보의 분석

일반화된 
지식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등 아날로그 자료는 디지털로 변
환되어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된다.

‘디지털로 변환’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
성이 높음 

문제 해결을 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검색, 분류, 처리, 구조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성이 높음

학년군별 
내용 요소

∙자료의 유형과 디지털 표
‘디지털 표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
이 높음

∙자료의 수집
∙정보의 구조화

‘자료의 수집’  ‘정보의 구조화’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기능 분석하기 표 하기 수집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으로 련성 있음

문제
해결과

로
그래

핵심 개념
추상화 ‘추상화’  ‘ 로그래 ’이 디지털 리터러시

와 련성이 높음로그래

일반화된 
지식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해 불
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은 문제로 나 는 과정이다.

로그래 은 문제의 해결책을 로그래  언어로 구
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이다. 

‘구 하여 자동화하는 과정’이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성이 높음 

학년군별 
내용 요소

∙문제 이해
∙핵심요소 추출

∙입력과 출력
∙변수와 연산
∙제어 구조
∙ 로그래  응용

‘ 로그래  응용’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기능
비교하기 분석하기 핵심요소추출하기 표 하기 로그래
하기 구 하기 력하기

‘표 하기’, ‘분석하기’, ‘ 로그래 하기’, 
‘ 력하기’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과 련
성 있음

컴퓨
시스템

핵심 개념
컴퓨  시스템의 동작 원리 ‘컴퓨  시스템의 동작 원리’  ‘피지컬 컴

퓨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피지컬 컴퓨

일반화된 
지식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유기 으로 결합된 컴
퓨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자료를 입력받아 효율 으로 
처리하여 출력한다.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컴퓨  
시스템’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로 피지컬 컴
퓨  시스템을 구성하고 로그래 을 통해 제어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 
 ‘ 로그래 을 통해 제어’가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성이 높음

학년군별 
내용 요소

∙컴퓨  기기의 구성과 동작 원리
‘컴퓨  기기’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
이 높음

∙센서 기반 로그램 구

기능 분석하기 설계하기 로그래 하기 구 하기 력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으로 련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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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취기

학교 정보과 교육과정 ‘성취기 ’에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항목

은 <표 Ⅲ-7-4>와 같다. 정보과는 4개 역 모두의 성취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으

로 련된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문화 역과 자료와 정보의 성취기  6개는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상화와 알고리즘, 그리고 문제해결과 로그

래 의 성취기  일부를 제외하면  역의 성취기 에서 각 역별로 다루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들을 범 하게 포함하고 있다.  

<표 Ⅲ-7-4> 학교 정보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명시 항목 

‘성취기 ’을 부가 으로 설명하기 한 ‘(가)학습요소’에서는 성취기 들을 상징 으로 설

명해  수 있는 주요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들은 부분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깊은 용어들로 진술되어 있다. 한, ‘(나)성취기  해설’에서도 성취기 에 진술된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 내용들을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진술하고 있는

데, 이러한 해설의 내용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학년 역 성취기

 
1-3

정보문화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 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향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9정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와 작권 보호의 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 
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9정01-03]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하는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 방지와 
게임･인터넷･스마트폰 독의 방법을 실천한다.

자료와
정보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 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 한다.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한다.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 한다.

추상화와
알고리즘 [9정03-04] 문제 해결을 한 다양한 방법과 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 한다.

문제해결
과 
로그래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한 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3]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와 연산자를 활용한 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4] 순차, 선택, 반복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세 가지 구조를 활용한 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한 소 트웨어를 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컴퓨  
시스템

[9정05-01] 컴퓨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기 인 상호 계
를 분석한다.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동작 제어 로그램을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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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5> 학교 정보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직  명시 항목)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1-3

정보
문화

[9정01-01] 정보기술
의 발달과 소 트웨
어가 개인의 삶과 사
회에 미친 향과 가
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성에 맞는 진로를 탐
색한다.

정보사회의 
특성과 직업
소 트웨어
의 가치
개인정보 
보호

작권 보호
디지털 
작물 

소 트웨어 
사용권

사이버 윤리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
로 인한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 사회
와 직업의 발  방향을 측
하고 자신의 성에 맞는 다
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어
야 한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
트웨어의 역할과 향력 분
석을 통해 소 트웨어의 가
치와 요성을 인식할 수 있
어야 한다.

•직업 련 정보 제공 사
이트를 활용하여 정보사
회의 특성에 따른 진로
와 직업을 조사하고 미
래사회  직업의 발  
방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와 련지어 자신의 
성에 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가치와 요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일상생활과 다양한 학문 
 직업 분야에서 활용되

는 소 트웨어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하고 분석하
여 개인의 삶과 사회 변
화에 미치는 소 트웨어
의 역할과 요성에 해 
토론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각 
사례별 문제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천 방
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인터넷 상에서 ‘ 작물 이
용 허락 표시(CCL, Creative 
Commons License)’를 
표기한 작물을 찾아 
해당 작물의 이용 범
에 합한 사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한 
자신의 작물에 ‘ 작
물 이용 허락 표시’를 사
용하여 이용 허가 범
를 표시한 뒤 작물을 
공유하도록 한다.

•컴퓨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버 폭력의 
사례를 조사하고 각 사례
별 방 계획을 구체 으
로 수립하도록 한다.

•게임 독, 인터넷 독, 
스마트폰 독 등의 여
부를 자가 진단하여 자
신의 상태를 악하고 
진단 결과별 방 계획
을 구체 으로 수립하도
록 한다.

•정보사회 특성
에 따른 진로와 
직업을 조사하
도록 하고 발표
하는 과정을 
찰하여 미래 사
회 변화와 자신
의 성에 합
한 직업을 탐색
하 는지 평가
한다.

•일상생활과 다
양한 학문  
사회의 각 직업 
분야에서 활용
되는 소 트웨
어의 종류와 역
할을 조사하도
록 하고, 토론
하는 과정을 
찰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
화에 미치는 소
트웨어의 역

할과 요성에 
해 인식하

는지 평가한다.

•개인정보 유출
로 인한 최근의 
피해 사례를 조
사하도록 하고 
발표 과정을 
찰하여 사례별 
문제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천 방안을 수
립하 는지 평
가한다.

•발표  작물
을 공유하는 과
정을 찰하여 
‘ 작물 이용 
허락 표시’에 
따른 디지털 
작물 사용 방법
을 정확하게 설
명하고 자신의 
작물을 제작

하여 공유할 때 
이를 용하
는지 평가한다.

[9정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
정보와 작권 보호
의 요성을 인식하
고 개인정보 보호, 
작권 보호 방법을 실
천한다.

[9정01-0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리
하고 보호하기 한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작물의 개념과 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디지털 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한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9정01-03] 정보사회
에서 개인이 지켜야 
하는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 방지와 
게임･인터넷･스마
트폰 독의 방법
을 실천한다.

해당 성취기  해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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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게임 독, 인터
넷 독, 스마트
폰 독 등에 
한 자가 진단 방
법을 찾아 자신
의 상태를 악
하고 진단 결과
에 따른 실천 가
능한 방 계획
을 수립하 는
지 평가한다.

•정보사회 구성
원으로서 갖추
어야 할 정보문
화소양을 평가
하기 한 체크
리스트를 개발
하고, 교사의 
찰에 의한 평

가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의 
찰 평가 시 객

 평가 도구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의 구체
인 실천 사례

나 가치 , 흥
미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정보 윤리와 
련된 정의  능
력을 평가한다.

 
1-3

자료와
정보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
을 이해하고 실 세
계에서 여러 가지 다
른 형태로 표 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
한다. 아날로그 

디지털 

자료 수집

자료 분류

자료 리

자료 공유

정보의 
구조화

해당 성취기  
해설 없음. 

•실생활에서 표 되는 디
지털 정보의 사례를 찾아 
아날로그 정보와의 차이
를 분석하게 하고, 간단한 
활동을 통해 문자나 그림
을 디지털 변환 원리에 
따라 표 해 보도록 한다.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
이어그램 등 다양한 시각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
하도록 하고 산출물을 

서로 비교하여 정보 활용 
목 에 효과 인 형태인
지 토론하도록 한다.

•문제 해결을 한 정보의 
수집과 리 계획 수립,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자
료의 수집, 응용 소 트웨
어를 활용한 자료의 분류, 
리, 공유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보고
서로 작성하도록 한다.

•실생활에서 표
되는 디지털 

정보의 사례를 
찾아 아날로그 
정보와의 차이
를 분석하게 하
고, 간단한 활
동을 통해 문자
나 그림을 디지
털 변환 원리에 
따라 표 해 보
도록 한다.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시각
 형태로 구조

화하여 표 하
도록 하고 산출
물을 서로 비교
하여 정보 활용 
목 에 효과
인 형태인지 토
론하도록 한다.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
을 활용하여 문제 해
결을 한 자료를 수
집하고 리한다.

[9정02-02] 문제 분석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을 해 필요
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
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을 통
해 수집하도록 한다. 수집한 
자료는 응용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체계 으로 분류, 
리,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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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
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 한
다.

[9정02-03] 정보를 효과 으
로 달하기 해 필요한 자
료를 확인하고, 표, 다이어
그램 등의 다양한 시각  형
태로 구조화하여 표 하도
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정보의 종류와 특성, 문
제 해결을 한 정보 활용 
목 에 따라 가장 효과 인 
구조화 형태가 무엇인지 
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한 정보의 수집
과 리 계획 수
립, 인터넷 검색
을 활용한 자료
의 수집, 응용 소
트웨어를 활

용한 자료의 분
류, 리, 공유를 
수행하도록 하
고 이러한 과정
을 보고서로 작
성하도록 한다.

 
1-3

추상화
와

알고리
즘

[9정03-04] 문제 해
결을 한 다양한 방
법과 차를 탐색하
고 명확하게 표 한
다.

아날로그

디지털

자료 수집

자료 분류

자료 리

자료 공유

정보의 
구조화

•[9정보03-01] 실생활의 다양
한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문
제의 재 상태와 목표 상태
를 명확히 정의하고, 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
하기 해 수행 할 작업의 
종류와 순서를 구체 으로 
악할 수 있어야 한다.

•[9정보03-02] 문제 상황에 
제시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목표 상태에 도
달하기 해 필수 인 요
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9정보03-03] 알고리즘의 
요성을 인식하고 실생활

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
하여, 논리 인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기반을 마
련할 수 있어야 한다. 알고
리즘의 이론  이해보다는 
실생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차 이고 명확하게 수립

할 수 있어야 한다.

련 사항 없음 련 사항 없음

 
1-3

문제 
해결과 
로그
래

[9정04-02] 다양한 형
태의 자료를 입력 받
아 처리하고 출력하
기 한 로그램을 
작성한다. 로그래  

환경, 

로그래  
과정 ,

소 트웨어 
개발 ,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외부로부터 입력 받
아 처리한 후 출력하는 로
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
다. 이 때, 사용자가 직  키
보드를 통해 문자열을 입력
하거나, 외부와 연결된 다양
한 장치로부터 입력된 값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 수 에 한 
교육용 로그래  언어
를 선택한다.

•특정 로그래  언어의 
기능 습득에 치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문제 
해결을 한 로그램 
설계  개발 과정을 통
해 컴퓨  사고력을 신
장하는 데 을 둔다.

• 로그래 을 통한 실생
활 문제 해결 로젝트를 
력 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력과정
에서 구성원의 극  참
여를 유도하기 해 로
젝트 계획 단계에서 구성
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
히 분담하도록 안내한다.

• 력  로젝
트의 수행 과정
을 평가할 때는 
학습자 간 유의
미한 상호작용
이 이루어졌는
지, 그리고 구
성원 각자의 역
할을 책임감 있
게 수행하 는
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다.

[9정04-03] 변수의 개
념을 이해하고 변수
와 연산자를 활용한 
로그램을 작성한

다.

[9정04-03] 변수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을 해 필요한 변수를 만들
고 연산자(산술, 비교, 논리)
를 사용하여 변수의 값을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변수를 정의할 때, 변수명과 
깃값의 역할과 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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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보과의 ‘성취기 ’별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유의 사항’에서

는 성취기 에 따른 수업 운 을 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디지털 리터러

시 활동이 간 으로 언 되어 있다. 정보과의 경우는 성취기 에서 직 으로 언 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요소들 이외에도,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에서도 수업 운 을 

한 구체  정보들을 추가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내용  상당수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과 련성이 있다. 

학년 역 성취기 (가)학습요소 (나) 성취기  해설
(다)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라)평가 방법  

유의 사항

[9정04-04] 순차, 선
택, 반복의 개념과 원
리를 이해하고 세 가
지 구조를 활용한 
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4] 순차, 선택, 반복 
구조의 명령 실행 과정이 어
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이
러한 제어

구조를 이용해 효율 인 
로그램을 작성한다. 이 때 
변수, 연산자, 입력, 출력, 제
어 구조를 종합 으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생활 문제와 련된 
로젝트 수행 시 가
 컴퓨  시스템 역

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한 소
트웨어를 력하

여 설계, 개발, 비교･
분석한다.

[9정04-05]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한 소 트웨
어를 력  로젝트 수행
을 통해 설계하고 개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알고리즘과 로그램의 동
작 원리를 이해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3

컴퓨  
시스템

[9정05-01] 컴퓨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 트
웨어의 역할을 이해
하고 유기 인 상호 
계를 분석한다.

하드웨어

소 트웨어

컴퓨  
시스템의 
동작 원리

피지컬 
컴퓨  

시스템

센서 입력

동작 제어 
로그램

결과 출력

[9정05-01] 컴퓨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
치 간의 계와 역할, 하드
웨어와 소 트웨어 간의 
계와 역할을 이해하고 실생
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
한 컴퓨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분석할 수 있어
야 한다.

•실생활에서 컴퓨  시스템
을 활용한 사례를 찾고 각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
어와 소 트웨어의 유기
인 계와 역할을 탐구하
여 발표하도록 한다.

•센서 기반 로그램 구
 시, 학습자의 수 과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센서의 종류와 개수를 
결정하고 피지컬 컴퓨
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하여 용한다. 이 때, 학
습자의 수 에 따라 이
미 구 된 센서 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탐구  발표 과
정의 찰을 통
해 컴퓨  시스
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와 소 트웨어
의 유기 인 
계와 역할을 이
해하고 이에 따
라 실생활의 다
양한 컴퓨  시
스템의 동작 원
리를 분석하
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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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표 Ⅲ-7-6>과 같이 컴퓨  사고력의 

신장을 한 교수･학습 설계, 소 트웨어 교육과의 련성, 력  로젝트 수행과 정보처리

능력 신장, 정보기술의 활용과 로그램 설계･개발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수･학습 활동과 련성이 깊다. 

<표 Ⅲ-7-6> 학교 정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1) 컴퓨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한다.

‘컴퓨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4) 교과 내에서의 역 간 연계성, 등학교 실과에서 이수한 소 트웨어 련 
내용, 타 교과와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 
융합  사고력을 기르도록 한다.

‘교과 내에서의 역 간 연계성, 등학교 
실과에서 이수한 소 트웨어 련 내용, 
타 교과와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학습 경
험’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6) 로그래 , 피지컬 컴퓨  시스템 구 과 같은 문제 해결을 한 력  
로젝트 수행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창의･융합  사고능력, 정보처리능

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력  로젝트 수행’  ‘의사소통능력, 
창의･융합  사고능력, 정보처리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7) 특정 정보기술이나 컴퓨  도구의 사용법 습득에 치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문제 해결을 한 정보기술의 활용, 로그램 설계  개발 로젝트 수행
을 통해 컴퓨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 을 둔다.

‘정보기술의 활용, 로그램 설계  개발 
로젝트 수행’  ‘컴퓨  사고력’이 디지

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나) 평가 방향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에서는 <표 Ⅲ-7-7>과 같이 정보문화소양, 컴퓨  

사고력, 력  문제해결력을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요소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요한 목표에 해당한다. 

<표 Ⅲ-7-7> 학교 정보과 교육과정 ‘평가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1) 평가 항목은 정보문화소양, 컴퓨  사고력, 력  문제해결력의 
하  요소를 기반으로 구체화한다.

‘정보문화소양’  ‘컴퓨  사고력’, ‘ 력  문제
해결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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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정보과의 경우 성격 측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을 뿐 교과의 

성격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한 련이 있음을 선언 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표 측면에서도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  기술 

등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 과목으로서의 교육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정보과의 ‘내용 체계’는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로그래 , 컴퓨 시스

템 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역의 하  내용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체계 으

로 반 하고 있다. 정보문화 역에서는 정보사회와 정보윤리를 핵심개념으로 하여 정보사회

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사회의 직업에 한 특징을 이해하는 한편 정보윤리 교육을 디지털 

사회의 가치 과 행동 양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성취기  측면에서는 체 17개의 성취기   13개가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

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기 의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직  련성은 

성취기  해설을 한 학습요소, 성취기  해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평가 방법  

유의 사항에 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수･학습 활동의 

유의 사항에서는 성취기 을 수업에 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즉 디지털 리터러

시 활동을 부연 설명해 으로써 교육 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컴퓨  사고력의 신장을 한 교수･학습 설계, 소 트웨어 교육과의 

련성, 력  로젝트 수행과 정보처리능력 신장, 정보기술의 활용과 로그램 설계･개발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수･학습 활동

과 련성이 높이고 있다. 한, ‘평가 방향’에서도 정보문화소양, 컴퓨  사고력, 력  문제해

결력을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하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요한 목표를 평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정보과는 교육 목표에서부터 성취기 ,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직 으로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과는 교과 내에서

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뿐 아니라 교과 간 연계성까지 고려하도록 기술되어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한 주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138

8. 영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가. 어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2015 개정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교 에서 어과 교과 역량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제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서, 기본 인 성격과 목표에

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수용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는 2009 개정 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와 성격에서 련 내용이 언 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차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009 개정 어과 공통 교육과정에서도 등학교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해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통신기술(ICT) 도구 등 흥미로운 교육 매체’를 이용할 것을 목표에서 

언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보다는 등생의 ‘흥미 유발’을 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자료를 수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수･학습 방법으로 어휘 지도와 외국 문화 지도를 

해 멀티미디어 자료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할 것을 언 하고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리터

러시를 그 기본 성격과 목표로서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과의 교과 역량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도입하면서 교육과

정 문서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특히, 성취기  해설,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교수･

학습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해당 역량을 지속 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을 진･간

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기능에 한 성취기

에는 이와 련된 내용을 직  언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취기 들을 습득하기 해 활용하는 

언어 입력 자료로서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강조를 통해 

간 으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2015 개정 어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1) 성격

2015 개정 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는 <표 Ⅲ-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학교

와 학교 공통 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형과 종류의 어 학습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수업에서 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교과 역량  하나로 ‘지식정

보처리 역량’을 선정한 것은 학생들이 어로 된 디지털 자료와 정보를 하고 이를 활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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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정보 윤리의 태도까지 진작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디지

털 리터러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표 Ⅲ-8-1> 등학교･ 학교 어과 교육과정 ‘성격’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특히, 등학교에서의 어 교육은 외국어로서 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로 어에 한 

흥미 유발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자료와 ICT의 활용을 명시 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

이 학교에서 디지털 자료의 활용  지식정보처리 역량,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것과 비견하여 그 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등학교와 학교 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기술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한 의지를 직 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목표

2015 개정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표 Ⅲ-8-2>에서 보듯이 세부 목표  하나로 어 정보 

문해력을 포함해 정보의 진   가치 단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어과

에서 ‘정보 문해력’이란 ‘ 어로 달되는 자료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포 인 개념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계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를 직  표 하고 있지 않지만 보다 포 인 개념인 ‘ 어 정보 문해력’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내용
비고

(선정의 이유 등)

･  
(공통)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어를 사용하지 않는(EFL)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밖 
어 사용 기회가 매우 제한 이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어 사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어 교육을 실 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에게 가능한 
한 어 사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실천하고 다양한 멀티
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ICT) 등을 수업에서 활용하며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유기 으로 연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 화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 
활용을 
권고함.

넷째,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어로 표 된 정보를 하게 활용하
는 역량이며 정보 수집･분석 능력, 매체 활용 능력, 정보 윤리를 포함한다.

한 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특징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흥미와 심을 끌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용하며,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ICT) 도구 같은 
교육 매체를 히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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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2> 등학교･ 학교 어과 교육과정 ‘목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3) 내용 체계  성취기

(가) 내용 체계

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체계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네 개의 기능을 심으로 

외국어로서 어의 각 기능을 습득･신장하기 해 어떤 지식을 배우고(What to know)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지(what to do)를 기술한 것이다. 어로 된 디지털 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 학습 자료는 이 네 기능을 습득하기 한 ‘재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디지털 

자료만을 따로 분류하여 내용 체계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나) 성취기

2015 개정 어과 교육과정에서 등학교와 학교의 성취기 에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

시를 표 한 성취기 은 찾기 어렵다. 앞서 내용 체계에서 언 했듯이, 디지털 자료는 어로 

달되는 여러 형태의 자료 의 한 종류로서 그 자료를 활용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서 어과 성취기 은 입력 재료의 종류를 성취기 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를 

들어, ‘ [9 01-02] 일상생활 련 상이나 친숙한 일반  주제에 한 말이나 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악할 수 있다.’ 라는 학교 듣기 성취기 은 그것이 디지털 자료이건 다른 형식

의 자료이건 계없이 일상생활 련 친숙한 주제에 한 말이나 화에서 세부 정보를 악하

는 능력을 규정하는 것이지 ‘디지털 자료를 듣고’ 세부 정보를 악하는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등학교와 학교에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부각한 성취기 은 없지만, 교육과정

에서 해당 성취기 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언 한 성취기 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취기 은 교사 수 에서 극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
비고

(선정의 이유 등)

이를 기반으로 어 교과의 세부 목표는 첫째, 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습
득하여 기 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둘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어에 한 흥미와 동기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셋째,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국제 사회 이해 능

력과 태도를 기르고 넷째, 어 정보 문해력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진   가치 단 능
력을 기르는 것이다.

세부 목표  ‘넷째’ 항
목이 련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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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학교

<표 Ⅲ-8-3>에서 보듯이, 등학교 어과 3∼4학년에서는 성취기 에 직 인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성취기 에 따른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

에서 학습의 흥미를 돕는 방안으로서 멀티미디어 자료나 컴퓨터 게임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등학교 어과 5∼6학년 성취기 의 도입부 내용을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역에

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다른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로 ‘타문화에 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언어 입력 자료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할 것을 극 권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 Ⅲ-8-3> 등학교 어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간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도입부 (다)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3-4

듣기  

∙쉽고 친숙한 표 을 상황과 함께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스럽고 흥미로운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읽기

∙읽기 활동을 말하기나 쓰기 등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하

면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이 될 수 있다. 낱

말이나 어구 카드 놀이나 게임, 컴퓨터 자료 등을 활용

하여 재미있으면서도 유의미한 읽기 학습이 되도록 한다. 

∙문장 읽기를 지도할 때 유의할 은 …< 략>… 문장과 

알맞은 그림 찾기, 컴퓨터를 활용한 읽기 게임, 모둠 

력 활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놀이나 게임은 학습 참여를 높이고 흥미를 지속시키는 

정 인 효과가 있으므로 카드,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도록 한다. 

 

5-6

듣기

말하

기

읽기

쓰기

(1) 듣기

∙ 등학교 5∼6학년군의 듣기 역 성취기

은 두세 개의 연속된 지시나 설명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며, 일상생활 속의 친숙

한 주제에 한 말이나 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악하고, 쉽고 간단한 말이나 

화를 듣고 세부 정보, 심 내용  맥락

을 악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 

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다른 언어

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볼드체 부분은 5∼6학년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성취기  도입부로 동일하게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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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교 어과 1∼3학년에서는 성취기  자체에 직 인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드

러나 있지는 않다. 다만, 성취기  도입부에서 듣기와 읽기, 즉 ‘이해 기능(comprehension 

skills)’을 심으로 반 인 성취기 을 설명하면서 듣기와 읽기 역의 성취기 이 지식정보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 Ⅲ-8-4>에 제시한 특정한 일부 성취기  해설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개별 으로 언

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성취기 만 이와 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어의 4 역의 성취

기 , 특히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한 듣기와 읽기 역의 성취기 은 지식

정보처리 역량을 기르는 것과 련이 있고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와도 그 련성을 짚어 볼 

수 있다. 

<표 Ⅲ-8-4> 학교 어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간  연계 항목)

학년 역 성취기  도입부 성취기 (나) 성취기  해설

 

1-3

듣기

∙ 학교 1∼3학년군의 듣기 

역 성취기 은 … < 략> 

… 한 개인 생활, 일상생활, 

학교생활에서 하게 되는 

다양한 주제  상에 한 

말이나 화를 듣고 주제, 요

지, 세부 정보 등을 악하는 

활동을 통해 지식정보처리 

역량, 자기 리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9 01-02] 일상생활 

련 상이나 친숙한 일반

 주제에 한 말이나 

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악할 수 있다.

∙‘[9 01-02] 일상생활 련 상이나 친숙한 일반

 주제에 한 말이나 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악할 수 있다.’는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상이나 주제에 한 말이나 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개인 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한 일상 인 

말이나 화를 듣고 이에 한 세부 정보를 이해하

고 요약하는 활동을 통해 어 의사소통능력과 더

불어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말하

기

[9 02-10] 일상생활에 

한 일이나 사건의 원인

과 결과에 해 묻거나 답

할 수 있다. 

∙‘[9 02-10] 일상생활에 한 일이나 사건의 원인

과 결과에 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는 일상생활

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

에 하여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사 간에 

의미 교환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과정

을 통해 어 이해 능력과 표  능력은 물론 정보

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읽기

∙ 학교 1∼3학년군의 읽기 

역 성취기 은 … <

략>… 한 어 읽기 능력 

습득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

회에서 어로 표 된 정보

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지

식정보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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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어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직 인 학습 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

는 언어 입력 자료의 한 형태로 교수･학습에서 활용하면서 그 능력을 부차 으로 신장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표 Ⅲ-8-5>와 같이 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도 

나타난다. 

<표 Ⅲ-8-5> 등학교･ 학교 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 련 분석 

해당 내용 비고(선정의 이유 등)

(4) 의사소통 역량, 자기 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구 되도록 교수･학습 계
획을 수립한다.

지식정보철 
역량 련

(13) 창의 이고 융합 인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창의 인 활동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한다.

매체 련

(17)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정보 통신 기술 도구 등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극 화되도록 계획한다.

멀티미디어 련

(나) 평가 방향

2015 개정 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평가 방향’에는 앞서 ‘교수･학습의 방향’에서 제시하

던 것과는 달리 지식정보처리 역량 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는 간 으로 련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 ‘교

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유기 으로 연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 화해야 한다.’ 라고 기술하

고 있어 디지털 자료 활용을 강조하고 지식정보처리 역량 신장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가 유기 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어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이제까지 2015 개정 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살펴보았

다. 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강조하 고 이는 디지털 리터러

시 신장에 한 간 인 수용 의지로 볼 수 있다. 비록 등학교와 학교 어과 내용 체계 

 ‘성취기 ’ 상으로는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반 하지는 않지만 성취기 의 도입부 

설명, 성취기  해설,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등의 항목을 통해 어과에서는 디지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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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언어 입력 재료로 하는 교수･학습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간 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는 것과는 달리 평가의 방법이나 

유의사항에서는 련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유기 인 연계성을 강조한다고 할 때, 실제  측면에서 디지털 매체 활용은 어과의 

평가에서도 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1. 설문 조사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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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 조사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가. 설문 조사의 계획과 실행 

등학교와 학교의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을 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조사는 1차 설문과 2차 설문을 나 어 실시하 으며, 단계별 설문 조사를 통해 설문 

조사의 실행 목 을 구분하 다. 1차 설문은 국 등학교와 학교 ‘교사’를 상으로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교사들의 인식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의 

변화와 비도 검을 해 설문의 목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2차 설문 조사는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 탐색을 한 주요 요인들에 한 

탐색을 해 국 교사, 학생, 학부모를 상으로 실시하 다. 교사용 설문은 1차 설문 결과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황에 한 심층 분석을 해 설문 문항을 정교화하 으며, 각 학

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을 별도로 조사하여 일선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각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

1차 설문 조사의 목 : 교사 상

￭ 국 등학교  학교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검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변화와 교과별 시행 실태 검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사와 학생의 비도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교 여건  장애 요인 진단 

2차 설문 조사의 목  : 교사, 학생, 학부모 상

￭ 국 등학교  학교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의 심층 검

￭ 교사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실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지원 요구 사항 

￭ 국 등학교  학교 학생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황 검

￭ 국 등학생  학생 그리고 그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실태 검

￭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교 여건  개선방안 학생  학부모의 의견 

설문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설문 시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해 층화추출법을 활용하여 

설문 상을 표집하 다. 국 등학교와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최소 응답 인원을 고려하여 

국 학교의 10%를 표집하고, 표집 상별 응답 교사 수를 <표 Ⅳ-1-1>과 같이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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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설문 조사 표본 설계  상 선정 방법 

구분 세부 내용

조사 시기 2018년 5월 4일～2018년 5월 15일(1차 ) / 2018년 7월 10일～2018년 7월 20일(2차)

소재지 유형
∙ 각 시, 도, 읍면의 선정 비율을 고려하 으며, 한 지역에 집 되지 않도록 고루 선정 

∙ 도시, 소도시, 읍면도시로 구분하여 체 학교 수에 비례하여 선정

학교 수 

선정 기

∙ 우리나라 체 학교 수의 10%에 해당하는 학교 수를 층화추출법(크기비례법)에 의해 추출

- 설문 조사에 앞서 학교당 설문 응답 교사의 최소 숫자, 설문 조사의 응답률, 학년별  교과별 최소 

응답 상 수29)를 고려하여 국 학교 수의 10% 선정 

- 국 등학교 6294개교  10%(629개교), 국 학교 3267개교  10%(326개교)를 표집하고, 

시도별 구분, 설립유형별(국립, 공립, 사립) 구분, 지역별( 규모, 소도시, 읍지역, 면지역, 

도서지역)로 구분

학교별 

응답교사 수

∙ 총 표집 학교별로 응답교사 수를 임의 지정

  - 등학교는 학년별로 최소 2명씩 응답

  - 학교는 교과별로 최소 2명 이상 응답(일부 교과의 경우 가능한 수만큼 응답)  

분석 상 수

∙ 교사 : 등학교 2,631명, 학교 1,749명(1차) / 등학교 2,129명, 학교 1,947명(2차) 

∙ 학생 : 등학교 1,739명, 학교 1,505명

∙ 학부모 : 등학교 662명, 학교 638명

1차 설문의 문항 내용은 <표 Ⅳ-1-2>와 같이 설계하 다. 설문의 유목은 문헌 조사  문

가 의회를 통해 추출하 다. 유목별 설문 문항은 연구의 목 에 맞도록 연구진이 개발하여, 

문가 의회30)를 통해 확정하 다. 1차 설문은 설문 목 을 기 으로 응답자 특성 역을 

제외한 5개 역을 묻는 23문항31)을 온라인설문 형태로 개발하 으며 세부 내용별 문항 배치

는 <표 Ⅳ-1-2>와 같다. 

29)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에서 요한 정보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필수과목으로 신설된 교과이기 때문에 재 

일선 학교에서 교사 수가 다른 교과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고 상하 다. 

30) 문가 의회에서는 국어교육 문가 2인, 교육공학 문가 1인, 사회･도덕교육 문가 1인, 장 교사 8인[ 등 

2인, 국어 2인, 도덕 2인, 정보 2인]이 참여하여 ‘설문 조사 역  문항 내용’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 으며, 

서면으로 작성된 설문은 온라인 설문으로 환한 후 사용성 검토를 해 온라인 검토를 추가 으로 진행하 다. 

31) 본 설문의 5개 역(응답자 특성 제외) 설문 문항 수는 총 33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 별 설문의 내용에 

따라 세부 인 이유와 효과성 등을 묻는 추가 질문을 제외하면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역 세부 내용 문항 번호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력, 학교 소재지, 학교 , 담당 학년, 담당 교과 응답자 1∼7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학교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교과 수업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

인식 1∼7

<표 Ⅳ-1-2> 설문 문항별 세부 내용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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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은 설문 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설문 시행의 효율성 확보를 해 1차 설문 상에 

반복 실시하 다. 즉, 마찬가지로 국 등학교와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최소 응답 인원을 

고려하여 국 학교의 10%를 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2차 교사용 설문의 문항 내용은 <표 Ⅳ-1-3>과 같다. 설문의 유목은 문헌 조사  문가 

의회를 통해 추출하 다. 유목별 설문 문항은 연구의 목 에 맞도록 연구진이 개발하여, 문

가 의회32)를 통해 확정하 다. 2차 교사용 설문은 설문 목 을 기 으로 응답자 특성 역을 

제외한 5개 역을 묻는 23문항33)을 온라인설문 형태로 개발하 으며 세부 내용별 문항 배치

는 아래와 같다. 

32) 문가 의회에서는 국어교육 문가 2인, 교육공학 문가 1인, 사회･도덕교육 문가 1인, 장 교사 8인[ 등 

2인, 국어 2인, 도덕 2인, 정보 2인]이 참여하여 ‘설문 조사 역  문항 내용’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 으며, 

서면으로 작성된 설문은 온라인 설문으로 환한 후 사용성 검토를 해 온라인 검토를 추가 으로 진행하 다. 

33) 본 설문의 5개 역(응답자 특성 제외) 설문 문항 수는 총 33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 별 설문의 내용에 

따라 세부 인 이유와 효과성 등을 묻는 추가 질문을 제외하면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역 세부 내용 문항 번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변화

실과･정보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따른 향, 핵심역량 도입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정도,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성취기 에 
한 인식, 교과 교육과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연계, 교과 통합을 통한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의 빈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분야에 한 인식

교육 변화 1∼6
(응답별 하  
문항 포함)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목 에 따른 교과 역의 련성, 담당 교과 역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역의 요도,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시 상황, 
수업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의 목 ･시기･주체

실태 1∼11
(응답별 하  
문항 포함)

교사 문성  
학생의 비도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비도, 비 미흡의 이유,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 문성 확보의 방법  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생의 
비도, 비 미흡의 이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습득의 방법 

비도 1∼7
(응답별 하  
문항 포함)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여건과 개선 방안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요인과 이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여건 개선 1∼2

상 조사 역 세부 내용 문항 번호

교사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력, 학교 소재지, 학교 , 담당 학년, 담당 교과, 학교 이름 응답자 1∼7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학교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가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시기 인식 1∼2

교사･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실태

교과 교육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유형,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교사의 교육 신 수용 정도, 교실 
수업에서 실행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의 특징

활용 실태 
1∼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지원 

사항

지원 인력의 형태와 문성, 평균 학생 수, 컴퓨터실 보유 황, 모바일 기기 
보유 형황, 컴퓨터실  모바일 기기 약･사용의 원활함, 교육용 소 트웨어
의 보유 황, 학생 휴  기기의 활용 황

실태 1∼7

교사 문성 신장을 
한 지원 사항

디지털 리터러시 련 연수 참여 시수, 수강 연수의 효과, 연수의 다양성, 
연수 추가 개설에 한 요구 

문성 지원 
1∼4

<표 Ⅳ-1-3> 2차 설문 상  문항별 세부 내용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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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 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1차 설문 조사는 국 등학교 629개교  학교 326학교를 상34)으로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등학교 교사 응답자  2,631명과 학교 교사 응답자  1,749명35)을 설문 결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 조사는 6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는 역별로 

4∼6문항(6개 역 23문항)에 응답하면서 하  문항 10문항에 추가로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 

2차 설문 조사는 1차 설문 조사와 동일한 국 등학교 629개교  학교 326학교를 

상36)으로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등학교 교사 응답자  2,129명과 학교 교사 응답자 

 1,947명37)을 설문 결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2차 교사용 설문 조사는 5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는 역별로 2∼7문항(5개 역 24문항)에 응답하 다. 2차례 

설문에서 수집된 학교 별 응답자들의 배경 변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 1차 설문(교사용) 조사 상 등학교에는 학년별 최소 2명 이상이 응답하고, 학교는 교과별 교사를 최소 2명 

이상 응답하도록 요청하 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교과별로 2명의 교사가 응답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 

응답 수만큼만 응답하도록 안내하 다. 

35) 본 설문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한 경우에만 설문 응답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36) 2차 설문(교사용)은 1차 설문과 동일한 상에 하여 실시하 다. 조사 상 등학교에는 학년별 최소 2명 

이상이 응답하고, 학교는 교과별 교사를 최소 2명 이상 응답하도록 요청하 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교과별

로 2명의 교사가 응답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 응답 수만큼만 응답하도록 안내하 다. 

37) 본 설문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한 경우에만 설문 응답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상 조사 역 세부 내용 문항 번호

학생

응답자 특성 성별, 학년, 학교 소재지, 학교 이름 응답자 1∼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수 과 부족의 이유,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 방법, 디지털 리터
러시 활용의 가치,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수업의 시기

인식 1∼4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황

교과 교육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유형별 역량 수 , 학생의 
교육 신 수용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교과

활용 황 
1∼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여건과 개선 방안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교육의 해 요인,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 방안

여건 개선 
1∼2

학부모

응답자 특성 성별, 자녀의 학교 소재지, 자녀 학년, 학교 이름 응답자 1∼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수 과 부족의 이유,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 방법, 디지
털 리터러시 활용의 가치,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수업의 시기

인식 1∼4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황

학부모의 교육 신 수용 정도,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
활용 황 

1∼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여건과 개선 방안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교육의 해 요인,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 방안

여건 개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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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사 응답자 특성 

1차 설문은 국 등학교와 학교에 재직 인 교사들을 설문 상으로 실시하 다. <표 

Ⅳ-1-4>와 같이,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으로 설문 응답을 완료한 등학교 교사는 

2,631명, 학교 교사는 1,749명이었다. 등학교 교사의 경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4%에서 

18%의 고른 참여율을 보 으며, 학교의 경우 학교 1∼3학년 고루 32%∼34%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본 설문의 응답 학교의 표집 방식은 지역 크기에 비례한 표집 방식(층화표집)을 활용하 다. 

따라서 지역의 크기와 총 학교 수에 따라 지역별 응답 교사 수가 차이가 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15%에서 17%로 응답 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과 제주( 학교)를 제외

한 부분의 지역 교사들이 고르게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1차 설문의 교사 응답자 특성 요약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교

별 

응답자

수

등학교 390(13.8%) 402(14.2%) 508(17.9%) 517(18.2%) 526(18.6%) 492(17.4%) 2835(100.0%)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교 979(34.4%) 929(32.7%) 935(32.9%) 2843(100.0%)　

구분 서울 부산 인천 주 구 울산 경기 강원

지역별 

응답자

수

등학교 396(15.1%) 165(6.3%) 77(2.9%) 164(6.2%) 66(2.5%) 184(7.0%) 54(2.1%) 470(17.9%) 101(3.8%)

학교 281(16.1%) 113(6.5%) 48(2.7%) 148(8.5%) 45(2.6%) 117(6.7%) 49(2.8%) 307(17.6%) 29(1.7%)

구분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북 남 제주 합계

등학교 2(0.1%) 111(4.2%) 135(5.1%) 145(5.5%) 244(9.3%) 119(4.5%) 135(5.1%) 63(2.4%) 2631

학교 14(0.8%) 111(6.3%) 92(5.3%) 163(9.3%) 119(6.8%) 32(1.8%) 80(4.6%) 1(0.1%) 1749

교과별 

응답자

수

교과 국어 도덕 사회(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학교 244(14.0%) 73(4.2%) 194(11.1%) 221(12.6%) 179(10.2%) 159(9.1%) 30(1.7%)

교과 체육 음악 미술 어 기타 　합계

학교 125(7.1%) 93(5.3%) 87(5.0%) 203(11.6%) 141(8.1%) 1,749(100.0%)

구분 　20 30 　 40 　 50 　 60 　 체

연령별 

응답자 

황

등
학교

남 93(13.4%) 374(53.8%) 197(28.3%) 28(4.0%) 3(0.4%) 695(100.0%)

여 301(15.5%) 532(27.5%) 746(38.5%) 345(17.8%) 12(0.6%) 1,936(100.0%)

체 394(15.0%) 906(34.4%) 943(35.8%) 373(14.2%) 15(0.6%) 2,631(100.0%)

학
교

남 32(6.5%) 156(31.8%) 121(24.6%) 161(32.8%) 21(4.3%) 4,91(100.0%)

여 130(10.3%) 361(28.7%) 388(30.8%) 367(29.2%) 12(1.0%) 1,258(100.0%)

체 162(9.3%) 517(29.6%) 509(29.1%) 528(30.2%) 33(1.9%) 1,749(100.0%)

총합계　 556(12.7%) 1,423(32.5%) 1,452(33.2%) 901(20.6%) 48(1.1%) 4,380(100.0%)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152

학교의 경우 교과별 응답 교사의 수를 분석해보면, 11개 교과 역이 비교  고르게 분포

하 다. 국어, 도덕, 사회(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어 교과의 경우 최소 

4% 이상(사례 수 73)의 교사들이 참여하 다. 다만, 정보과의 경우 30명이 설문에 참여하 는

데, 정보과의 경우 추후에 진행될 설문 결과를 활용한 추리 통계 분석에 한 주의를 요하는 

수 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의 경우 등학교와 학교 모두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많은 수가 응답

하 으며, 연령별로 등학교 남교사의 경우 30 ∼40  교사가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 고, 등학교 여교사의 경우 30 ∼50 가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 다. 

학교 남교사의 경우 30 와 50  각각 30% 이상이 응답하 고, 학교 여교사의 경우 30 ∼

50  연령의 응답자가 설문에 고르게 응답하 다. 등학교 응답자의 경력 구간별 분석 결과에

서는 등학교 남교사가 ‘5년 미만’이 26%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등 여교사의 

경우 ‘15년 이상 20년 미만’ 교사가 23% 이상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 으며,  구간에서 고른 

분포를 보 다. 학교 응답자의 경력 구간별 분석 결과에서는 ‘5년 미만’ 응답자와 ‘25년 이상’ 

응답자가 22% 이상으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을 한 2차 설문은 국 등학교와 학교에 재직 인 

교사들을 설문 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Ⅳ-1-5>와 같이,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으

로 설문 응답을 완료한 등학교 교사는 2129명, 학교 교사는 1947명이었다. 등학교 교사의 

경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4%에서 18%, 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2%∼34%로 

고른 참여율을 나타냈고, 이는 1차 설문과 비슷한 분포를 보 다. 

2차 교사용 설문에서는 1차 교사용 설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 크기에 비례한 표집 방식

(층화표집)을 활용하 다. 따라서 지역의 크기와 총 학교 수에 따라 지역별 응답 교사 수가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총합계

경력별 

응답자 

황

등
학교

남 184(26.5%) 172(24.7%) 148(21.3%) 114(16.4%) 47(6.8%) 30(4.3%) 695(100.0%)

여 301(15.5%) 279(14.4%) 355(18.3%) 455(23.5%) 225(11.6%) 321(16.6%) 1,936(100.0%)

체 485(18.4%) 451(17.1%) 503(19.1%) 569(21.6%) 272(10.3%) 351(13.3%) 2,631(100.0%)

학
교

남 112(22.8%) 79(16.1%) 51(10.4%) 61(12.4%) 47(9.6%) 141(28.7%) 491(100.0%)

여 290(23.1%) 172(13.7%) 181(14.4%) 177(14.1%) 118(9.4%) 320(25.4%) 1,258(100.0%)

체 402(23.0%) 251(14.4%) 232(13.3%) 238(13.6%) 165(9.4%) 461(26.4%) 1,749(100.0%)

총합계　 887(20.3%) 702(16.0%) 735(16.8%) 807(18.4%) 437(10.0%) 812(18.5%) 4,3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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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16%에서 19%로 응답 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 등학교, 학교), 제주( 학교)를 제외한 지역에서 2%∼10%의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Ⅳ-1-5> 2차 설문의 교사 응답자 특성 요약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교

별 

응답

자수

등학교 314(14.7%) 314(14.7%) 353(16.6%) 376(17.7%) 389(18.3%) 383(18.0%) 2129(100.0%)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교 642(33.0%) 654(33.6%) 651%(33.4%) 1947(100.0%)

구분 서울 부산 인천 주 구 울산 경기 강원

지역

별 

응답

자수

등학교 333(16.9%) 135(6.9%) 48(2.4%) 25(1.3%) 94(4.8%) 138(7.0%) 45(2.3%) 381(19.3%) 34(1.7%)

학교 204(16.6%) 91(7.4%) 35(2.9%) 16(1.3%) 42(3.4%) 113(9.2%) 56(4.6%) 239(19.5%) 16(1.3%)

구분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북 남 제주 합계

등학교 0(0.0%) 94(4.8%) 111(5.6%) 124(6.3%) 200(10.2%) 72(3.7%) 91(4.6%) 45(2.3%) 1970(100.0%)

학교 1(0.1%) 45(3.7%) 54(4.4%) 104(8.5%) 95(7.7%) 30(2.4%) 74(6.0%) 11(0.9%) 1226(100.0%)

교과

별 

응답

자수

교과 국어 도덕 사회(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학교 148(12.2%) 54(4.4%) 129(10.6%) 162(13.3%) 155(12.7%) 98(8.0%) 22(1.8%)

교과 체육 음악 미술 어 기타 　합계

학교 90(7.4%) 81(6.7%) 54(4.4%) 130(10.7%) 95(7.8%) 1,218(100.0%)

구분 　20 30 　 40 　 50 　 60 　 체

연령

별 

응답

자 

황

등
학교

남 83(16.0%) 280(53.9%) 130(25.0%) 23(4.4%) 3(0.6%) 519(100.0%)

여 243(16.7%) 427(29.4%) 547(37.7%) 224(15.4%) 10(0.7%) 1,451(100.0%)

체 326(16.5%) 707(35.9%) 677(34.4%) 247(12.5%) 13(0.7%) 1,970(100.0%)

학
교

남 30(7.2%) 122(29.1%) 113(27.0%) 140(33.4%) 14(3.3%) 419(100.0%)

여 73(9.0%) 231(28.6%) 279(34.6%) 211(26.1%) 13(1.6%) 807(100.0%)

체 103(8.4%) 353(28.8%) 392(32.0%) 351(28.6%) 27(2.2%) 1,226(100.0%)

총합계　 429(13.4%) 1,060(33.2%) 1,069(33.4%) 598(18.7%) 40(1.3%) 3,196(100.0%)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년 이상 총합계

경력

별 

응답

자 

황

등
학교

남 130(25.0%) 147(28.3%) 109(21.0%) 71(13.7%) 35(6.7%) 27(5.2%) 519(100.0%)

여 219(15.1%) 252(17.4%) 276(19.0%) 291(20.1%) 181(12.5%) 232(16.0%) 1451(100.0%)

체 349(17.7%) 399(20.3%) 385(19.5%) 362(18.4%) 216(11.0%) 259(13.1%) 1970(100.0%)

학
교

남 92(22.0%) 54(12.9%) 62(14.8%) 47(11.2%) 32(7.6%) 132(31.5%) 419(100.0%)

여 152(18.8%) 130(16.1%) 116(14.4%) 130(16.1%) 65(8.1%) 214(26.5%) 807(100.0%)

체 244(19.9%) 184(15.0%) 178(14.5%) 177(14.4%) 97(7.9%) 346(28.2%) 1226(100.0%)

총합계　 593(18.6%) 583(18.2%) 563(17.6%) 539(16.9%) 313(9.8%) 605(18.9%) 31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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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 교과별 응답 교사의 수를 살펴보면, 11개 교과 역이 비교  고르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1차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어, 도덕, 사회(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

정, 체육, 음악, 미술, 어 교과의 경우 최소 4% 이상(사례 수 54)의 교사들이 참여하 다. 

다만, 정보과의 경우 이번 2차 설문에서도 22명이 설문에 참여하 는데, 이 한 추후에 진행될 

설문 결과를 활용한 추리 통계 분석에 한 주의를 요구하는 수 이라 할 수 있다.

설문 응답자 성별의 경우 등학교와 학교 모두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더 많은 수가 

응답하 으며, 연령별로 등학교 남교사의 경우 30 ∼40  교사가 설문 응답자의 약 80%을 

차지하 고, 등학교 여교사의 경우 20 ∼40 가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 다. 

학교의 경우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 30 ∼50 가 설문 응답자의 약 90%로 나타났다. 등학

교 응답자의 경력별 분석 결과에서는 등학교 남교사가 10년 미만 경력이 약 53%, 등학교 

여교사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교사가 20.1%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 으며,  구간에서 고른 

분포를 보 다. 학교 응답자의 경력 구간별 분석 결과에서는 ‘5년 미만’ 응답자와 ‘25년 이상’ 

응답자가 22% 이상으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학교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해 ‘학교 교육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 재 수업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의 

정도’를 묻고, 이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해 질의하 다. 본 설문에 실시한 

문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상황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다른 용어

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설문 응답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

<표 Ⅳ-1-6>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실행 정도 (교사)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학교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 66(2.5%) 146(5.5%) 636(24.2%) 1,237(47.0%) 546(20.8%) 2,631(100.0%)

학 22(1.3%) 85(4.9%) 449(25.7%) 835(47.7%) 358(20.5%) 1,749(100.0%)

체 88(2.0%) 231(5.3%) 1,085(24.8%) 2,072(47.3%) 904(20.6%) 4,380(100.0%)

교과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 100(3.5%) 242(9.2%) 763(29.0%) 1,159(44.1%) 367(13.9%) 2,631(100.0%)

학 39(2.2%) 138(7.9%) 514(29.4%) 7,4(44.3%) 284(16.2%) 1,749(100.0%)

체 139(3.2%) 380(8.7%) 1,277(29.2%) 1,933(44.1%) 651(14.9%) 4,380(100.0%)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 
정도 

등 177(6.7%) 946(36.0%) 1,121(42.6%) 328(12.5%) 59(2.2%) 2,631(100.0%)

학 135(7.7%) 597(34.1%) 758(43.3%) 224(12.8%) 35(2.0%) 1,749(100.0%)

체 312(7.1%) 1,543(35.2%) 1,879(42.9%) 552(12.6%) 94(2.1%) 4,3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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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등학교와 학교 교사

들은 모두 ‘그 다’와 ‘매우 그 다’는 응답을 67% 이상으로 높게 응답하 다(<표 Ⅳ-1-6> 

참조). 한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등학교 교사

들은 57%, 학교 교사들은 60%로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 이 두 문항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등학교와 학교 교사들은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비해 학교 체 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  수업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행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6> 참조). 

‘ 재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등학교 교사들의 42% 이상이 ‘그 지 않다’ 는 ‘  그 지 않다’라는 부정 인 응답

을 하 으며, 학교 교사들의 역시 41% 이상이 부정 인 응답을 하 다. 

<표 Ⅳ-1-7>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그 이유 (교사)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 

등 138(5.2%) 609(23.1%) 1,616(61.4%) 268(10.2%) 2,631(100.0%)

학 58(3.3%) 371(21.2) 1,101(63.0%) 219(12.5%) 1,749(100.0%)

체 196(4.5%) 980(22.4%) 2,717(62.0%) 487(11.1%) 4,380(100.0%)

구분　
사회  

시  요구

교육부  

교육청의 

정책

교사 개인  

심이나 

단

교과의 

고유특성

학생들의 

요구
기타 합계38)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이유

등 1697(90.1%) 72(3.8%) 154(8.2%) 248(13.2%) 319(16.9%) 16(0.8%) 1,884

학 1082(82.0%) 44(3.3%) 161(12.2%) 346(26.2%) 253(19.2%) 10(0.8%) 1,320

체 2779(86.7%) 116(3.6%) 315(9.8%) 594(18.5%) 572(17.9%) 26(0.8%) 3,20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필요한가에 한 질문에서는 등학교는 71%, 학교는 75%

의 응답자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7> 참조).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이유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사회 ･

시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선 학교의 교사

들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되어야 한다는 시  요구를 으로 인식

38)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정  응답자에 한하여 복응답을 허용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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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도 교과의 고유 특성이나 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13%∼26%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개인  

심이나 필요에 의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비교  높게 나타났

다. 이에 비해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에 따른 요청은 3%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교육부나 교육청이 뚜렷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Ⅳ-1-8>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교육 개선 기회 제공 (교사)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이 교육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등학교와 학교 교사 모두 9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 다(<표 Ⅳ

-1-8> 참조).

<표 Ⅳ-1-9>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활용의 한 시기 (교사)

구분 1- 2 3- 4 5- 6 1 2 3
고등학교 

이상
기타 체

등 122(6.2%) 671(33.9%) 862(43.6%) 234(11.8%) 25(1.3%) 15(0.8%) 40(2.0%) 8(0.4%) 1977
(100.0%)

학 91(7.5%) 191(15.7%) 478(39.2%) 254(20.8%) 65(5.3%) 39(3.2%) 95(7.8%) 6(0.5%) 1219
(100.0%)

체 213(6.7%) 862(27.0%) 1340(41.9%) 488(15.3%) 90(2.8%) 54(1.7%) 135(4.2%) 14(0.4%) 3196
(100.0%)

한편,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용의 한 시기를 알아보는 문항에서 

등학교 교사 43.6%가 등학교 5학년-6학년이 가장 하며, 등학교 3학년-4학년이 

33.9%로 두 번째로 한 시기로 응답하 다. 학교 교사의 경우 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등학교 5학년-6학년이 39.2%로 가장 한 시기로 응답하 으며, 학교 1학년이 20.8%로 

다음으로 한 시기라고 답하 다.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등 49(2.5%) 127(6.4%) 486(24.6%) 939(47.5%) 376(19.0%) 1977(100.0%)

학 24(2.0%) 58(4.8%) 339(27.8%) 610(50.0%) 188(15.4%) 1219(100.0%)

체 73(2.3%) 185(5.8%) 825(25.8%) 1549(48.5%) 564(17.6%) 31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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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변화 인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먼 , 실과(기

술･가정)와 정보과 등을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이 필수화 된 것이 상 교과 

수업에 향을  수 있는가’에 한 질문을 하 는데, 등학교 교사의 경우 66% 이상이, 학

교의 경우 54% 이상이 정 인 응답을 하 다(<표 Ⅳ-1-10> 참조). 

<표 Ⅳ-1-1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변화 (교사)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필수화에 따른 
수업의 향

등 59(2.2%) 172(6.5%) 630(23.9%) 1,435(54.5%) 335(12.7%) 2,631(100.0%)

학 42(2.4%) 187(10.7%) 553(31.6%) 776(44.4%) 191(10.9%) 1,749(100.0%)

체 101(2.3%) 359(8.2%) 1,183(27.0%) 2,211(50.5%) 526(12.0%) 4,380(100.0%)

핵심역량 
도입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여부

등 106(4.0%) 390(14.8%) 1,061(40.3%) 956(36.3%) 118(4.5%) 2,631(100.0%)

학 50(2.9%) 260(14.9%) 854(48.8%) 531(30.4%) 54(3.1%) 1,749(100.0%)

체 156(3.6%) 650(14.5%) 1,915(43.7%) 1,487(33.9%) 172(3.9%) 4,380(100.0%)

교육과정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성취기  악 

여부

등 116(4.4%) 438(16.6%) 756(28.7%) 1,045(39.7%) 276(10.5%) 2,631(100.0%)

학 142(8.1%) 457(26.1%) 547(31.3%) 481(27.5%) 122(7.0%) 1,749(100.0%)

체 258(5.9%) 895(20.4%) 1,303(29.7%) 1,526(34.8%) 398(9.1%) 4,380(100.0%)

교과 
교육과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연계 
여부

등 81(3.1%) 450(17.1%) 1,163(44.2%) 787(29.9%) 150(5.7%) 2,631(100.0%)

학 96(5.5%) 387(22.1%) 814(46.5%) 385(22.0%) 67(3.8%) 1,749(100.0%)

체 177(4.0%) 837(19.1%) 1,977(45.1%) 1,172(26.8%) 217(5.0%) 4,380(100.0%)

구분 실시한  없다 한두 번 실시 가끔 실시 자주 실시 체

교과 통합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시 여부

등 504(19.2%) 987(37.5%) 1,003(38.1%) 137(5.2%) 2,631(100.0%)

학 801(45.8%) 528(30.2%) 366(20.9%) 54(3.1%) 1,749(100.0%)

체 1,305(29.8%) 1,515(34.6%) 1,369(31.3%) 191(4.4%) 4,380(100.0%)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도입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질문에 해서는 등학교 교사는 40% 이상, 학교 교사는 33% 이상이 

‘그 다’ 는 ‘매우 그 다’의 정 인 응답을 하 다. 다만, 이번 질문에서는 등학교 교사 

40.3%와 학교 교사 48.8%가 ‘보통이다’라는 립  반응을 보 는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실제  용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을 감안할 때 교사들이 아직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 변화에 해 유보 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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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문 응답자의 교과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기 )에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성취기 에 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표 Ⅳ-1-10> 참조), 등학교 교사의 

49%, 학교 교사의 34%가 련 성취기 에 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교과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극 으로 연계하고 있는가’에 한 질문에 해서, 등학

교 교사의 34%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로 정 으로 응답한 반면 20%의 교사가 부정

인 응답을 하여 조를 보 다. 같은 질문에 학교 교사의 경우 25%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로 정 인 응답을 보인 반면 27%의 응답자가 부정 인 응답을 하고 있어서 일선 학교

의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연계 여부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과 통합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등학교 교사의 50% 이상, 학교 교사의 75% 이상의 응답자가 교과 통합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두 번 실시해봤거나  실시한 이 없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도입이나 련 성취기 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에 한 이해는 비교  높게 나타난 반면,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연계 

활동과 교과 간 통합을 통한 수업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1>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새로운 교육 흐름에 따른 련 교육 분야 (교사)

구분 　

① 

소 트웨어 

교육

② 디지털 

시민성 

교육

③ 메이커 

교육

④ 

정보소양 

교육

⑤ 

정보윤리 

교육

⑥ 

지식재산권 

교육

⑦ 비  

미디어 

이해 교육

⑧ 미디어 

활용 

의사소통 

교육

최근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분야

등 1,764(67.0%) 602(22.9%) 210(8.0%) 584(22.2%) 1,222(46.4%) 578(22.0%) 655(24.9%) 833(31.7%)

학 875(50.0%) 411(23.5%) 160(9.1%) 356(20.4%) 695(39.7%) 281(16.1%) 424(24.2%) 618(35.3%)

체 2,639(60.3%) 1,013(23.1%) 370(8.4%) 940(21.5%) 1,917(43.8%) 859(19.6%) 1,079(24.6%) 1,451(33.1%)

구분　

⑨ 비  

시각 문화 

교육

⑩ 

증강 실과 

가상 실 

활용

⑪ 모바일 

기기 활용 

학습

⑫ 디지털 

교과서 

활용

⑬ 온라인 

공개강좌

(MOOC) 

활용

⑭ 

시뮬 이션 

기반 학습

⑮ 교육용 

로  활용

체

( 복응답)

최근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 이슈

등 382(14.5%) 550(20.9%) 765(29.1%) 549(20.9%) 96(3.6%) 161(6.1%) 283(10.8%) 2,631

학 324(18.5%) 404(23.1%) 575(32.9%) 473(27.0%) 133(7.6%) 196(11.1%) 116(6.6%) 1,749

체 706(16.1%) 954(21.8%) 1,340(30.6%) 1,022(23.3%) 229(5.2%) 357(8.2%) 399(9.1%) 4,380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 흐름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분야에 한 질문에서는(<표 Ⅳ-1-11> 참조), 소 트웨어 교육 60%( 등학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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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윤리 교육 43%( 등학교 46%, 학교 39%), 미디어 

활용 의사소통 교육 33%( 등학교 31%, 학교 35%), 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 등학교 29%, 

학교 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디지털 시민성 교육, 비  미디어 이해 교육, 

정보소양 교육, 증강 실,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과 같은 교육 분야가 체 응답의 20%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났다.

④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황 인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에 따른 교과별 련성을 묻는 질문에 등학교 교사들은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실과, 통합교과 등이 비교  련성이 높은 교과라고 응답하 다. <표 Ⅳ

-1-12>와 같이 이들 교과의 련성을 교과별로 살펴보면, 국어과, 사회과, 실과의 경우 공통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네 가지 목 이 고루 련되어 있다고 응답하 다. 특히 국어과의 

경우 ②, ③, ④ 역이 30% 이상으로, 사회과와 실과과의 경우 ①, ②, ③, ④의  역에서 

고르게 30% 이상이 교과별 련성이 높다고 응답하 다. 과학과의 경우에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①, ④ 역에 하여 37% 이상의 응답자가 련성이 있다고 응답하 다. 그 외에도 

미술과의 경우 ④ 역이 련성이 높다고 23%가 응답 다.

<표 Ⅳ-1-12> 등학교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목  련성 (교사)

구분

( 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어 

통합

교과39)

체

( 복

응답)40)

①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612 
(23.3%)

796 
(30.3%)

1,009 
(38.4%)

165 
(6.3%)

986 
(37.5%)

1,849 
(70.3%)

29 
(1.1%)

171 
(6.5%)

196 
(7.4%)

204 
(7.8%)

424 
(16.1%)

2,631 
(100.0%)

②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836 
(31.8%)

273 
(10.4%)

1,759 
(66.9%)

226 
(8.6%)

388 
(14.7%)

1,457 
(55.4%)

94 
(3.6%)

317 
(12.0%)

436 
(16.6%)

313 
(11.9%)

420 
(16.0%)

2,631 
(100.0%)

③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

용물의 비  분석 
 평가

1,371 
(52.1%)

824 
(31.3%)

1,626 
(61.8%)

152 
(5.8%)

748 
(28.4%)

849 
(32.3%)

50 
(1.9%)

118 
(4.5%)

170 
(6.5%)

122 
(4.6%)

267 
(10.1%)

2,631 
(100.0%)

④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1,135 
(43.1%)

403 
(15.3%)

1,464 
(55.6%)

216 
(8.2%)

1,009 
(38.4%)

1,296 
(49.3%)

104 
(4.0%)

462 
(17.6%)

626 
(23.8%)

251 
(9.5%)

381 
(14.5%)

2,631 
(100.0%)

39) 통합교과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포함되어 있다. 

40) 본 설문 문항은 등학교 교사  설문 응답자 체에게 복응답을 허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각 셀의 %는 

체 등교사 응답자에 한 비율로 계산하 다.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160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을 통합 으로 고려해 볼 때 학교 교사들은 학교의 체 

교과들 에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어 등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목 과 련

성이 높은 교과들이라고 응답하 다. <표 Ⅳ-1-13>와 같이 이들 교과의 련성을 교과별로 

살펴보면, 사회과의 경우 ②, ③ 역에서 30% 이상의 응답자가 교과별 련성이 있다고 응답

하 으며, 미술과의 경우 ②, ④ 역에서 30% 이상의 응답자가 교과별 련이 있다고 응답하

다. 학교 교사들의 경우 부분의 교과에서 특정한 역과 교과와의 련성이 높다고 응답

하 다. 특히, ② 역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역의 

경우 국어과, 도덕과, 정보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련성이 높다고 응답하 다. 한, 국어

과, 도덕과, 사회과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응답자가 ③ 역인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와 련성이 높다고 응답하 다.

<표 Ⅳ-1-13> 학교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목  련성 (교사)

구분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어 기타

체
(복수
응답)

①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
른 이해  사용

53
(11.7%)

34
(28.8%)

41)

36
(12.0%)

38
(13.8%)

38
(14.7%)

75
(26.3%)

17
(26.2%)

21
(13.7%)

24
(17.9%)

18
(13.4%)

38
(12.5%)

36
(17.9%)

428

②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
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126
(27.8%)

23
(19.5%)

101
(33.6%)

114
(41.3%)

130
(50.2%)

108
(37.9%)

16
(24.6%)

63
(41.2%)

58
(43.3%)

43
(32.1%)

124
(40.9%)

83
(41.3%) 989

③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
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153
(33.8%)

40
(33.9%)

112
(37.2%)

64
(23.2%)

45
(17.4%)

42
(14.7%)

12
(18.5%)

25
(16.3%)

18
(13.4%)

26
(19.4%)

43
(14.2%)

30
(14.9%)

610

④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
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119
(26.3%)

20
(16.9%)

49
(16.3%)

37
(13.4%)

44
(17.0%)

57
(20.0%)

20
(30.8%)

26
(17.0%)

32
(23.9%)

43
(32.1%)

90
(29.7%)

41
(20.4%)

578

⑤교과 특성상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과 계가 없음

2
(0.4%)

1
(0.8%)

3
(1.0%)

23
(8.3%)

2
(0.8%)

3
(1.1%)

0
(0.0%)

18
(11.8%)

2
(1.5%)

4
(3.0%)

8
(2.6%)

11
(5.5%) 77

체
453

(100.0%)
118

(100.0%)
301

(100.0%)
276

(100.0%)
259

(100.0%)
285

(100.0%)
65

(100.0%)
153

(100.0%)
134

(100.0%)
134

(100.0%)
303

(100.0%)
201

(100.0%)
2682

이러한 교과별 련성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별로 구분해 본다면, 학교 교사들은 

도덕, 기술･가정, 정보과가 ①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에 련성이 높다고 

응답하 으며, 사회(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어 등이 ②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에, 국어, 도덕, 사회(역사)가 ③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에, 정보, 미술과가 ④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에 련성이 높다고 평가하 다. 

4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①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항목  “올바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일부 교과(도덕, 윤리 등)에서는 윤리 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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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4> ･ 학교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서는(<표 Ⅳ-1-14> 참

조), 등학교 교사의 경우 53.9%의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고 응답하 으며, 성취기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31.7%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들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23%가 성취기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응답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언제인지에 한 교과별 분석 결과를 보면(<표 

Ⅳ-1-15> 참조), 먼서 모든 교과에서 수업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디지

털 리터러시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기 에 련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에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의견도 다양한 교과에서 나타났는데, 과학, 미술, 어와 같이 

성취기 에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직 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는 교과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 교과의 특성상 가  모든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정보과의 응답이 26% 이상 있었으며, 반 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과는 수학, 체육, 음악인데, 이 게 응답한 교사들이 

체의 11%에서 26% 이상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Ⅳ-1-15> 학교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

구분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어 기타 체

①성취기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04
(42.6%)

24
(32.9%)

48
(24.7%)

35
(15.8%)

34
(19.0%)

49
(30.8%)

8
(26.7%)

20
(16.0%)

9
(9.7%)

18
(20.7%)

35
(17.2%)

18
(12.8%)

402
(23.0%)

②교수･학습 방법 측면
에서 필요한 경우

107
(43.9%)

34
(46.6%)

104
(53.6%)

111
(50.2%)

105
(58.7%)

80
(50.3%)

9
(30.0%)

58
(46.4%)

58
(62.4%)

38
(43.7%)

127
(62.6%)

82
(58.2%)

913
(52.2%)

③평가의 측면에서 필요
한 경우

15
(6.1%)

6
(8.2%)

8
(4.1%)

17
(7.7%)

11
(6.1%)

11
(6.9%)

2
(6.7%)

11
(8.8%)

9
(9.7%)

12
(13.8%)

12
(5.9%)

5
(3.5%)

119
(6.8%)

④가  모든 수업에서 
실시

9
(3.7%)

4
(5.5%)

7
(3.6%)

8
(3.6%)

5
(2.8%)

10
(6.3%)

11
(36.7%)

3
(2.4%)

5
(5.4%)

7
(8.0%)

4
(2.0%)

12
(8.5%)

85
(4.9%)

⑤실시하지 않음
8

(3.3%)
5

(6.8%)
27

(13.9%)
50

(22.6%)
23

(12.8%)
9

(5.7%) (0.0%)
33

(26.4%)
11

(11.8%)
11

(12.6%)
25

(12.3%)
21

(14.9%)
223

(12.8%)

⑥기타 1
(0.4%) (0.0%)

(0.0%) (0.0%) 1
(0.6%)

(0.0%) (0.0%) (0.0%) 1
(1.1%)

1
(1.1%)

(0.0%) 3
(2.1%)

7
(0.4%)

체
244

(100.0%)
73

(100.0%)
194

(100.0%)
221

(100.0%)
179

(100.0%)
159

(100.0%)
30

(100.0%)
125

(100.0%)
93

(100.0%)
87

(100.0%)
203

(100.0%)
141

(100.0%)
1749

(100.0%)

구분 

① 성취기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③ 평가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④ 가  

모든 수업에서 

실시

⑤ 실시하지 

않음
⑥ 기타 체

등 833(31.7%) 1,417(53.9%) 96(3.6%) 73(2.8%) 205(7.8%) 7(0.3%) 2,631(100.0%)

학 402(23.0%) 913(52.2%) 119(6.8%) 85(4.9%) 223(12.8%) 7(0.4%) 1,749(100.0%)

체 1,235(28.2%) 2,330(53.2%) 2,15(4.9%) 158(3.6%) 428(9.8%) 14(0.3%) 4,3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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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과 수업에서 가르치거나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능  기술 유형을 묻는 문항

에서는(<표 Ⅳ-1-16> 참조), 등학교 교사는 컴퓨터 활용 기 능력(16.5%), 인터넷 활용과 

온라인 의사소통(14.6%), 키보드 타이핑(13.9%),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12.4%), 멀티미디

어 활용(12.1%) 순으로 응답하 으며, 나머지 문항에 해서는 10% 이하의 응답률을 보 다. 

학교 교사는 등학교 교사와 달리 멀티미디어 활용(23.8%), 인터넷 활용과 온라인 의사소통

(16.3%),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16.3%) 순으로 응답률을 보 으며, 나머지 문항은 10% 

이하의 응답률을 보 다.

<표 Ⅳ-1-16> 교과 수업에서 가르치거나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능･기술 유형 (교사)

구분 

 

① 

컴퓨터 

활용 

기

능력

② 

키보드 

타이핑

③ 

워드

로세싱 

④ 
인터넷 
활용과 
온라인 
의사
소통

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

⑥ 

사이버 

안 과 

디지털 

시민성

⑦ 

멀티미

디어 

활용

⑧ 

시각  

매핑

(Visual 

Mapping)

⑨ 

스

드시트

(엑셀)

⑩ 코딩 

기술

⑪ 

컴퓨  

사고력

체

( 복

응답)

등
1174

(16.5%)
992

(13.9%)
610

(8.6%)
1039

(14.6%)
883

(12.4%)
687

(9.6%)
860

(12.1%)
136

(1.9%)
104

(1.5%)
329

(4.6%)
313

(4.4%)
7127

(100.0%)

학
278

(9.2%)
143

(4.7%)
213

(7.0%)
494

(16.3%)
493

(16.3%)
206

(6.8%)
721

(23.8%)
171

(5.7%)
123

(4.1%)
92

(3.0%)
92

(3.0%)
3026

(100.0%)

체
1452
14.3%)

1135
(11.2%)

823
(8.1%)

1533
(15.1%)

1376
(13.6%)

893
(8.8%)

1581
(15.6%)

307
(3.0%)

227
(2.2%)

421
(4.1%)

405
(4.0%)

10153
(100.0%)

구체 으로 학교 교과별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을 통해 운 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나 수업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표 Ⅳ-1-17> 참조), 모든 교과에서 인터

넷을 활용한 의사소통이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학생이나 교사들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수업에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과별로 20%에서 30%에 해당

하는 교사가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활동이라고 응답하 다. 

이와는 별도로 정보과와 체육과에서는 컴퓨터 활용 기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으로 응답

하고 있어서, 교과에서 사용하는 소 트웨어나 디지털 기기에 한 활용 기술 기 를 교육시키

기 해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코딩 기술과 컴퓨  

사고력은 정보과와 기술･가정과 일부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 트웨어 

교육이 정보과 이외의 교과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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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7> 학교 교과 수업에서 교과별 가르치거나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능･기술 유형 (교사)

구분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어 기타 체

컴퓨터 활용 
기 능력

41
(9.4%)

5
(4.0%)

26
(8.9%)

31
(8.5%)

31
(8.0%)

28
(9.7%)

13
(12.4%)

21
(12.3%)

16
(8.8%)

11
(9.9%)

29
(8.6%)

30
(12.5%)

282
(9.3%)

키보드 타이핑 25
(5.7%)

4
(3.2%)

13
(4.4%)

8
(2.2%)

17
(4.4%)

9
(3.1%)

5
(4.8%)

6
(3.5%)

8
(4.4%)

3
(2.7%)

23
(6.8%)

24
(10.0%)

145
(4.8%)

워드 로세싱 34
(7.8%)

10
(8.0%)

20
(6.8%)

17
(4.6%)

38
(9.8%)

22
(7.6%)

4
(3.8%)

10
(5.8%)

9
(4.9%)

6
(5.4%)

27
(8.0%)

16
(6.7%)

213
(7.0%)

인터넷 활용과 
온라인 의사소통

87
(20.0%)

27
(21.6%)

46
(15.7%)

52
(14.2%)

52
(13.4%)

39
(13.5%)

11
(10.5%)

29
(17.0%)

24
(13.2%)

17
(15.3%)

67
(19.9%)

45
(18.8%)

496
(16.3%)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

84
(19.3%)

20
(16.0%)

49
(16.7%)

51
(13.9%)

82
(21.1%)

44
(15.3%)

8
(7.6%)

16
(9.4%)

32
(17.6%)

20
(18.0%)

56
(16.6%)

34
(14.2%)

496
(16.3%)

사이버 안 과 
디지털 시민성

31
(7.1%)

17
(13.6%)

28
(9.6%)

16
(4.4%)

16
(4.1%)

26
(9.0%)

12
(11.4%)

11
(6.4%)

11
(6.0%)

8
(7.2%)

18
(5.3%)

13
(5.4%)

207
(6.8%)

멀티미디어 활용 86
(19.8%)

31
(24.8%)

82
(28.0%)

91
(24.9%)

93
(24.0%)

62
(21.5%)

8
(7.6%)

48
(28.1%)

58
(31.9%)

33
(29.7%)

80
(23.7%)

48
(20.0%)

720
(23.7%)

시각  매핑 24
(5.5%)

6
(4.8%)

13
(4.4%)

21
(5.7%)

22
(5.7%)

13
(4.5%)

1
(1.0%)

18
(10.5%)

9
(4.9%)

9
(8.1%)

23
(6.8%)

13
(5.4%)

172
(5.7%)

스 드시트
(엑셀)

9
(2.1%)

4
(3.2%)

10
(3.4%)

42
(11.5%)

20
(5.2%)

10
(3.5%)

3
(2.9%)

5
(2.9%)

5
(2.7%)

(0.0%) 9
(2.7%)

6
(2.5%)

123
(4.0%)

코딩 기술 8
(1.8%)

1
(0.8%)

2
(0.7%)

14
(3.8%)

11
(2.8%)

14
(4.9%)

20
(19.0%)

4
(2.3%)

7
(3.8%)

3
(2.7%)

3
(0.9%)

5
(2.1%)

92
(3.0%)

컴퓨  사고력 6
(1.4%)

(0.0%) 4
(1.4%)

23
(6.3%)

6
(1.5%)

21
(7.3%)

20
(19.0%)

3
(1.8%)

3
(1.6%)

1
(0.9%)

2
(0.6%)

6
(2.5%)

95
(3.1%)

체
435

(100.0%)
125

(100.0%)
293

(100.0%)
366

(100.0%)
388

(100.0%)
288

(100.0%)
105

(100.0%)
171

(100.0%)
182

(100.0%)
111

(100.0%)
337

(100.0%)
240

(100.0%)
3041

(100.0%)

교과 수업에서 실행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의 양상을 포착하기 해, 디지털 

기술 학생 참여 정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학생 상호간 력 정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내용 

선정 정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자료의 실제성 정도로 구분하여 질문하 다(<표 Ⅳ-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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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8> 교과 수업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 양상 (교사) 

구분 

① 교사는 

디지털 기술로 

내용을 

달하고, 

학생은 이를 

시청하면서 

학습 

②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반 

체 학생들이 

함께 디지털 

기술을 정해진 

방식 로 사용 

③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 개별로 

디지털 기술을 

정해진 

방식 로 사용 

④ 교사가 맥락을 

주면 학생 개별이 

디지털 기술을 

자기 주도 으로 

사용

⑤ 학생 개별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다방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

체

디지털 기술 
참여 정도

등 629(31.8%) 430(21.8%) 611(30.9%) 276(14.0%) 31(1.6%) 1977(100.0%)

학 497(40.8%) 165(13.5%) 251(20.6%) 259(21.2%) 47(3.9%) 1219(100.0%)

체 1126(35.2%) 595(18.6%) 862(27.0%) 535(16.7%) 78(2.4%) 3196(100.0%)

구분 

① 교사가 

정해  과제에 

따라 학생이 

개별 으로 

디지털 기술 

사용 

② 교사가 

안내한 

과제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력하여 사용

③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 

디지털 기술을 

력하여 사용

④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해 디지털 

기술을 주도 으로 

선택하여 

력 으로 자주 

사용

⑤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 이면서 

동 인 문제 

해결 학습을 실행

체

디지털 
기술을 통한

력 정도

등 689(34.9%) 915(46.3%) 251(12.7%) 91(4.6%) 31(1.6%) 1977(100.0%)

학 364(29.9%) 486(39.9%) 223(18.3%) 108(8.9%) 38(3.1%) 1219(100.0%)

체 1053(32.9%) 1401(43.8%) 474(14.8%) 199(6.2%) 69(2.2%) 3196(100.0%)

구분 

① 교사가 

디지털 기술로 

교과의 정해진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은 이를 

학습

②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반 

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로 

교과 내용의 

지식을 습득 

③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 개별이 

디지털 기술로 

교과 내용의 

지식을 습득 

④ 교사가 맥락을 

주면 학생 개별이 

디지털 기술로 학습 

내용을 주도 으로 

선택하여 자주 학습 

⑤ 학생 개별이 

주도 으로 학습 

내용을 디지털 

기술로 선정하고 

지속 으로 확장

체

디지털 
기술을 통한 
내용 선정 

정도 

등 775(39.2%) 442(22.4%) 526(26.6%) 200(10.1%) 34(1.7%) 1977(100.0%)

학 479(39.3%) 217(17.8%) 279(22.9%) 195(16.0%) 49(4.0%) 1219(100.0%)

체 1254(39.2%) 659(20.6%) 805(25.2%) 395(12.4%) 83(2.6%) 3196(100.0%)

구분 

① 교사가 

디지털 기술로 

교과의 정해진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은 이를 

학습 

② 교사의 

안내에 따라 반 

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로 

교실 밖 자료에 

근 

③ 학생 개별이 

교과 내용에 

따라 디지털 

기술로 

학생들의 삶과 

계된 자료에 

근 

④ 학생 개별이 

교과 내용에 따라 

디지털 기술로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자주 

학습 

⑤ 학생 개별이 

디지털 기술로 

학생들의 삶을 

지역사회와 

국제 인 맥락으로 

확장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지속 으로 학습

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자료의 
실제성 정도 

등 869(44.0%) 585(29.6%) 370(18.7%) 128(6.5%) 25(1.3%) 1977(100.0%)

학 544(44.6%) 267(21.9%) 244(20.0%) 120(9.8%) 44(3.6%) 1219(100.0%)

체 1413(44.2%) 852(26.7%) 614(19.2%) 248(7.8%) 69(2.2%) 31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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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학생 참여 정도에서 등학교의 경우 31.8%의 교사가 교사는 디지털 기술로 

내용을 달하고, 학생은 이를 시청하면서 학습한다고 응답하 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의 안내

에 따라 학생 개별로 디지털 기술을 정해진 방식 로 사용(30.9%)한다고 응답하 다. 한편, 

학교 교사의 경우 40.8%의 교사가 교사는 디지털 기술로 내용을 달하고, 학생은 이를 시청

하면서 학습한다고 응답하 으며, 교사가 맥락을 주면 학생 개별이 디지털 기술을 자기 주도

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1.2%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학생 상호간 력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등학교와 학교 모두 기술

을 력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제에 따라 학생이 개별 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다고 응답하 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내용 선정 정도에서 등학교와 학교 교사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두 학교  모두 교사가 디지털 기술로 교과의 정해진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은 이를 학습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보 으며,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 개별이 디지털 기술로 교과 내용의 지식

을 습득한다는 응답을 두 번째로 많이 보 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자료의 실제성 정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등학교 학교에서 

교사가 디지털 기술로 교과의 정해진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은 이를 학습한다는 것을 가장 높게 

응답하 고, 교사의 안내에 따라 반 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로 교실 밖 자료에 근한다는 

문항이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Ⅳ-1-19> 등학교･ 학교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교사)

교과 수업에서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묻는 질문에서(<표 Ⅳ

-1-19> 참조), 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동기 유발 단계를 50%로 가장 높다고 응답하 으며, 

자료 수집과 활동의 시범  조언(38.7%), 수업시간  실습(36.4%)이 뒤를 이었다. 학교 

교사들이 응답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학생의 동기 유발이 63.5%로 

구분 

① 

학생의 

동기 

유발 

② 학습 

자료 

설명 

③ 

수업시

간  

실습 

④ 

수업시

간  

연습문

제 

풀이 

⑤ 자료 

수집과 

활동의 

시범  

조언 

⑥ 자료 

종합  

공유의 

시범  

조언 

⑦ 학생 
과제물 
작성에 

한 
피드백 
 의견 
교환 

⑧ 

결과물 

작성 

안내 

⑨ 내용 

정리 

자료 

제공

⑩ 

심화보

충 자료 

제공 

⑪ 
온라인 
평가 
도구를 
통한 
결과물 
평가 

체

( 복응답)

등
1,316
(50.0%)

771
(29.3%)

957
(36.4%)

1,15
(4.4%)

1,017
(38.7%)

504
(19.2%)

391
(14.9%)

327
(12.4%)

344
(13.1%)

267
(10.1%)

116
(4.4%)

2,631
(100.0%)

학
1,110
(63.5%)

725
(41.5%)

404
(23.1%)

1,14
(6.5%)

479
(27.4%)

228
(13.0%)

212
(12.1%)

121
(6.9%)

278
(15.9%)

217
(12.4%)

69
(3.9%)

1,749
(100.0%)

체
2,426
(55.4%)

1,496
(34.2%)

1361
(31.1%)

229
(5.2%)

1,496
(34.2%)

732
(16.7%)

603
(13.8%)

448
(10.2%)

622
(14.2%)

484
(11.1%)

185
(4.2%)

4,3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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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료 설명(41.5%), 자료 수집과 공유의 시범 

 조언(27.4%)로 나타났다.

<표 Ⅳ-1-20> 학교 교과 수업에서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교사)

구체 으로 학교 교과별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분석한 결

과(<표 Ⅳ-1-20> 참조),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은 학생의 동기 유발과 교수･학

습 자료의 설명을 한 활동이나 그러한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

을 한 교사는 정보과가 최소 31% 이상이었으며, 사회(역사)과는 51% 이상의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학생 동기 유발과 학습 자료 설명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리고 실습이나 연습이 강조되고 있는 기술･가정, 정보, 음악 등의 수업 실습을 한 단계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실습을 강조하는 교과 이외의 교과들, 국어, 

도덕, 사회(역사),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어 등의 교과에서는 자료 수집과 교사의 시범  

조언 등의 단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어 기타 체

학생 동기 
유발 

172
(28.6%)

46
(29.3%)

114
(26.9%)

131
(33.2%)

100
(24.1%)

91
(24.7%)

19
(19.8%)

84
(33.6%)

57
(26.3%)

60
(29.6%)

143
(27.3%)

93
(30.3%)

1110
(28.1%)

학습 자료 
설명 

99
(16.4%)

24
(15.3%)

106
(25.0%)

69
(17.5%)

73
(17.6%)

70
(19.0%)

11
(11.5%)

50
(20.0%)

37
(17.1%)

36
(17.7%)

93
(17.8%)

57
(18.6%)

725
(18.3%)

수업 시간 
실습 

52
(8.6%)

9
(5.7%)

15
(3.5%)

29
(7.4%)

51
(12.3%)

64
(17.3%)

24
(25.0%)

25
(10.0%)

36
(16.6%)

22
(10.8%)

42
(8.0%)

35
(11.4%)

404
(10.2%)

수업
시간 연습
문제 풀이 

16
(2.7%)

6
(3.8%)

6
(1.4%)

22
(5.6%)

8
(1.9%)

4
(1.1%)

4
(4.2%)

5
(2.0%)

3
(1.4%)

3
(1.5%)

30
(5.7%)

7
(2.3%)

114
(2.9%)

자료 수집, 
활동 

시범  
조언 

74
(12.3%)

20
(12.7%)

54
(12.7%)

48
(12.2%)

66
(15.9%)

41
(11.1%)

9
(9.4%)

30
(12.0%)

25
(11.5%)

26
(12.8%)

54
(10.3%)

32
(10.4%)

479
(12.1%)

자료 종합, 
공유 시범 

 조언 

36
(6.0%)

11
(7.0%)

23
(5.4%)

22
(5.6%)

20
(4.8%)

23
(6.2%)

7
(7.3%)

17
(6.8%)

12
(5.5%)

13
(6.4%)

28
(5.4%)

16
(5.2%)

228
(5.8%)

학생 과제
작성 피드백 

 의견 
교환 

30
(5.0%)

14
(8.9%)

23
(5.4%)

11
(2.8%)

26
(6.3%)

21
(5.7%)

6
(6.3%)

11
(4.4%)

13
(6.0%)

15
(7.4%)

31
(5.9%)

11
(3.6%)

212
(5.4%)

결과물 작성 
안내 

22
(3.7%)

5
(3.2%)

12
(2.8%)

9
(2.3%)

11
(2.7%)

18
(4.9%)

4
(4.2%)

6
(2.4%)

7
(3.2%)

5
(2.5%)

15
(2.9%)

7
(2.3%)

121
(3.1%)

내용 정리 
자료 제공

55
(9.1%)

13
(8.3%)

35
(8.3%)

20
(5.1%)

27
(6.5%)

18
(4.9%)

6
(6.3%)

9
(3.6%)

11
(5.1%)

13
(6.4%)

41
(7.8%)

30
(9.8%)

278
(7.0%)

심화보충 
자료 제공 

38
(6.3%)

6
(3.8%)

34
(8.0%)

23
(5.8%)

26
(6.3%)

13
(3.5%)

4
(4.2%)

7
(2.8%)

8
(3.7%)

7
(3.4%)

35
(6.7%)

16
(5.2%)

217
(5.5%)

온라인 평가 
도구를 통한 
결과물 평가 

8
(1.3%)

3
(1.9%)

2
(0.5%)

10
(2.5%)

7
(1.7%)

6
(1.6%)

2
(2.1%)

6
(2.4%)

8
(3.7%)

3
(1.5%)

11
(2.1%)

3
(1.0%)

69
(1.7%)

체
602

(100.0%)
157

(100.0%)
424

(100.0%)
394

(100.0%)
415

(100.0%)
369

(100.0%)
96

(100.0%)
250

(100.0%)
217

(100.0%)
203

(100.0%)
523

(100.0%)
307

(100.0%)
39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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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상을 묻는 질문에서는(<표 Ⅳ-1-21> 참조), 등학

교와 학교 교사 각각 49%와 46%로 모두 교사와 학생 공동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진행한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응답은 등학교와 학교 모두 15%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Ⅳ-1-21> 등학교･ 학교 교과 수업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주체 (교사)

구체 으로 학교 교과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의 주체에 한 교과별 분석에 

따르면(<표 Ⅳ-1-22 참조> 참조), 수학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교사와 학생이 디지털 리터

러시 활동의 주체라고 응답하 다. 다만, 수학을 포함해 부분의 교과에서 23%에서 많게는 

47% 이상까지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의 주체로 교사라는 응답을 하고 있어서 여 히 교사에 

의한 시연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내용의 달과 같은 교수 방법이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의 주된 활용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 Ⅳ-1-22> 학교 교과 수업의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주체 (교사)

구분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어 기타 체

교사
87

(35.7%)
17

(23.3%)
79

(40.7%)
104

(47.1%)
67

(37.4%)
53

(33.3%)
7

(23.3%)
44

(35.2%)
36

(38.7%)
28

(32.2%)
84

(41.4%)
61

(43.3%)
667

(38.1%)

학생 37
(15.2%)

14
(19.2%)

27
(13.9%)

34
(15.4%)

30
(16.8%)

20
(12.6%)

5
(16.7%)

20
(16.0%)

9
(9.7%)

18
(20.7%)

32
(15.8%)

10
(7.1%)

256
(14.6%)

교사학생
공동

119
(48.8%)

40
(54.8%)

87
(44.8%)

82
(37.1%)

82
(45.8%)

86
(54.1%)

18
(60.0%)

61
(48.8%)

48
(51.6%)

41
(47.1%)

87
(42.9%)

69
(48.9%)

820
(46.9%)

기타
1

(0.4%)
2

(2.7%)
1

(0.5%)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6

(0.3%)

체
244

(100.0%)
73

(100.0%)
194

(100.0%)
221

(100.0%)
179

(100.0%)
159

(100.0%)
30

(100.0%)
125

(100.0%)
93

(100.0%)
87

(100.0%)
203

(100.0%)
141

(100.0%)
1749

(100.0%)

⑤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비

교사의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기 한 비도를 묻는 질문에서 (<표 Ⅳ

-1-23> 참조), 45% 이상의 등학교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비되어 있다는 정 인 응답

을 하 고, 학교 교사의 경우 39% 이상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비된 상태라고 응답하 다. 

구분 교사 학생 교사와 학생 공동 기타 체

등 919(34.9%) 418(15.9%) 1,288(49.0%) 6(0.2%) 2,631(100.0%)

학 667(38.1%) 256(14.6%) 820(46.9%) 6(0.3%) 1,749(100.0%)

체 1,586(36.2%) 674(15.4%) 2,108(48.1%) 12(0.3%) 4,380(100.0%)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168

<표 Ⅳ-1-23>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비도 (교사)

구체 을 학교 교과 수업에서 교사 본인에 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비도를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표 Ⅳ-1-24> 참조), 정보과의 교사들을 제외한 부분의 교과에서 반 이상의 교사

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비가 되어있지 못하다고 응답하 다. 반면 정보과 교사들은 

86% 이상의 교사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해 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정보과 교사들

이 일선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역량이 그래도 갖추어져 있으며, 향후 학교 내에

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선도 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표 Ⅳ-1-24> 학교 교과 수업에서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비도 (교사)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어 기타 체

 
비되어 

있지 못하다

10
(4.1%)

2
(2.7%)

13
(6.7%)

33
(14.9%)

24
(13.4%)

10
(6.3%)

0
(0.0%)

16
(12.8%)

7
(7.5%)

7
(8.0%)

16
(7.9%)

9
(6.4%)

147
(8.4%)

비되어 
있지 못하다

125
(51.2%)

30
(41.1%)

106
(54.6%)

124
(56.1%)

101
(56.4%)

74
(46.5%)

4
(13.3%)

66
(52.8%)

44
(47.3%)

42
(48.3%)

106
(52.2%)

77
(54.6%)

899
(51.4%)

비되어 
있다

106
(43.4%)

39
(53.4%)

72
(37.1%)

59
(26.7%)

51
(28.5%)

72
(45.3%)

18
(60.0%)

41
(32.8%)

41
(44.1%)

35
(40.2%)

72
(35.5%)

53
(37.6%)

659
(37.7%)

충분히 
비되어 
있다

3
(1.2%)

2
(2.7%)

3
(1.5%)

5
(2.3%)

3
(1.7%)

3
(1.9%)

8
(26.7%)

2
(1.6%)

1
(1.1%)

3
(3.4%)

9
(4.4%)

2
(1.4%)

44
(2.5%)

체
244

(100.0%)
73

(100.0%)
194

(100.0%)
221

(100.0%)
179

(100.0%)
159

(100.0%)
30

(100.0%)
125

(100.0%)
93

(100.0%)
87

(100.0%)
203

(100.0%)
141

(100.0%)
1749

(100.0%)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비도와 련하여,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를 상으로 주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표 Ⅳ-1-25 

참조>, 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디지털 시설과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게 응답하 다. 다음으로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교사

는 33.9%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의 경우, 45% 이상의 교사가 학교의 디지털 시설과 환경의 

부족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비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39% 이상의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비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 다.

구분 
 비되어 있지 

못하다
비되어 있지 못하다 비되어 있다 충분히 비되어 있다 체

등 167(6.3%) 1241(47.2%) 1097(41.7%) 126(4.8%) 2,631(100.0%)

학 147(8.4%) 899(51.4%) 659(37.7%) 44(2.5%) 1,749(100.0%)

체 314(7.2%) 2,140(48.9%) 1,756(40.1%) 170(3.9%) 4,3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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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5>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비되지 않은 이유 (교사)

구분 

① 교육부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②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없어서

③ 교사의 

개인  심 

부족으로 

④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을 

요청하지 

않아서

⑤ 학생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해서

⑥ 교과 

특성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이 

낮은 

수 이거나 

지엽 이어서 

⑦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 이지 

않아서 

⑧ 

학부모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부정 인 

인식 때문에 

⑨ 학교의 

디지털 시설과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⑩ 기타
체

( 복응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비 

미흡의 
이유

등 320
(22.7%)

477
(33.9%) 325(23.1%) 41

(2.9%)
257

(18.3%)
263

(18.7%)
333

(23.7%)
29

(2.1%)
713

(50.6%)
26

(1.8%)
1,408

(100.0%)

학 222
(21.2%)

413
(39.5%)

228
(21.8%)

49
(4.7%)

119
(11.4%)

193
(18.5%)

222
(21.2%)

25
(2.4%)

471
(45.0%)

18
(1.7%)

1,046
(100.0%)

체 542
(22.1%)

890
(36.3%)

553
(22.5%)

90
(3.7%)

376
(15.3%)

456
(18.6%)

555
(22.6%)

54
(2.2%)

1,184
(48.2%)

44
(1.8%)

2,454
(100.0%)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를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성 확보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표 Ⅳ-1-26> 참조), 등학교 교사의 44.2%, 학

교 교사의 49.4%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문성 확보를 해 온라인 강좌나 동 상 학습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등학교 교사는 41.4%, 학교 교사는 35.4%가 시･도교

육청  련 기 에서 제공하는 교사 연수를 문성 확보를 한 방법으로 선택하 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문성은 온라인 강좌나 동 상 학습과 같이 개인 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26>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성 확보 방법 (교사)

구분 

① 

시･도교육청 

 련 

기 에서 

제공하는 교사 

연수

② 디지털 

기술  

미디어 련 

기 에서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 참여

③ 교내 

교사들 간의 

자율  

교수･학습공

동체 참여

④ 교외 

수업연구회 

참여  

⑤ 온라인 

강좌나 동 상 

학습

⑥ 학  

학원 강의 

수강

⑦ 연구수업 

 교내 수업 

연구 활동을 

통한 학습 

⑧ 기타
체

( 복응답)

등 506(41.4%) 343(28.0%) 360(29.4%) 77(6.3%) 541(44.2%) 104(8.5%) 185(15.1%) 33(2.7%) 1,223(100.0%)

학 249(35.4%) 177(25.2%) 163(23.2%) 72(10.2%) 347(49.4%) 56(8.0%) 132(18.8%) 22(3.1%) 703(100.0%)

체 755(39.2%) 520(27.0%) 523(27.2%) 149(7.7%) 888(46.1%) 160(8.3%) 317(16.5%) 55(2.9%) 1,926(100.0%)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시를 한 비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표 

Ⅳ-1-27>과 같이 40.1%의 등학교 교사  46.2%의 학교 교사가 ‘ 비되어 있다’ 는 ‘충

분히 비되어 있다’로 응답하 다. 반면, 등학교와 학교 모두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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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에 ‘ 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등학교 52.5%, 학교 

47.8%). 이러한 교사 결과는 체 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수 이 다양하거나 

지역, 학년 등에 따라 격차가 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Ⅳ-1-27>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비에 한 교사들의 인식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를 상으로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이 비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표 Ⅳ-1-28> 참조), 등학교  학교 교사 

각각 40% 이상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을 한 기술 활용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 등 교육과는 상 없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시설이나 여건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기에 부 하기 때문에’를 이유로 선택하 다.

<표 Ⅳ-1-28>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미비에 한 교사들의 인식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비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를 상으로 학생의 기술과 경험 습득 

방법을 묻는 질문에(<표 Ⅳ-1-29> 참조), 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사에 의한 교육을 

통해(49.8%), 방과후 강사에 의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40.7%)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 다고 응

답하 으며, 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온라인 강좌나 동 상을 통해(52.6%), 교사에 의한 교과 

교육을 통해(47.4%) 련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 다고 응답하 다. 

구분 
 비되어 있지 

못하다

비되어 있지 

못하다
비되어 있다

충분히 비되어 

있다
체

등 195(7.4%) 1,380(52.5%) 955(36.3%) 101(3.8%) 2,631(100.0%)

학 105(6.0%) 836(47.8%) 749(42.8%) 59(3.4%) 1,749(100.0%)

체 300(6.8%) 2,216(50.6%) 1,704(38.9%) 160(3.7%) 4,380(100.0%)

구분 

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을 한 기술 

활용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②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 등 

교육과는 

상 없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③ 학교의 

시설이나 여건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기에 

부 하기 때문에 

④ 학부모가 

디지털 기술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싫어하기 

때문에

⑤ 기타 체( 복응답)

등 863(54.8%) 683(43.4%) 788(50.0%) 60(3.8%) 35(2.2%) 1,575(100.0%)

학 468(49.7%) 417(44.3%) 468(49.7%) 27(2.9%) 6(0.6%) 941(100.0%)

체 1,331(52.9%) 1,100(43.7%) 1,256(49.9%) 87(3.5%) 41(1.6%) 2,5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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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9>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 방법에 한 교사들의 인식 (교사)

구분 

① 교사에 

의한 교과 

교육을 통해

② 방과후 

강사에 의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 

③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을 

통해 

④ 사교육을 

통해

⑤ 온라인 

강좌나 

동 상 

강좌를 통해

⑥ 기타
체

( 복응답)

등 526(49.8%) 430(40.7%) 266(25.2%) 239(22.6%) 312(29.5%) 78(7.4%) 1,056(100.0%)

학 383(47.4%) 119(14.7%) 106(13.1%) 150(18.6%) 425(52.6%) 58(7.2%) 808(100.0%)

체 909(48.8%) 549(29.5%) 372(20.0%) 389(20.9%) 737(39.5%) 136(7.3%) 1,864(100.0%)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지원 사항을 악하기 한 학교 내 컴퓨터실의 보유 황을 

묻는 질문에서는(<표 Ⅳ-1-30> 참조), 등학교의 경우 52.7%가 1실, 44.8%가 2실이라고 응답

한 반면 90.7%의 학교 교사가 1개의 컴퓨터실이 존재한다고 응답하 다.

<표 Ⅳ-1-30> 학교 내 컴퓨터실의 보유 황 (교사)

학생용 노트북과 모바일 기기 보유 황을 묻는 질문에서는(<표 Ⅳ-1-31> 참조), 등학교, 

학교 교사 모두 약 90%가 1 ∼50 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표 Ⅳ-1-31> 학생용 노트북과 모바일 기기(태블릿 PC 포함) 보유 황 (교사)

학교 컴퓨터실  모바일 기기의 약과 사용의 용이성과 련된 문항에서는(<표 Ⅳ-1-32> 

참조), 두 학교  교사 각각 약 80%가 보통 이상의 용이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분 1실 2실 3실 4실 이상 없음 체

등 1042(52.7%) 886(44.8%) 18(0.9%) 19(1.0%) 12(0.6%) 1977(100.0%)

학 1106(90.7%) 77(6.3%) 7(0.6%) 12(1.0%) 17(1.4%) 1219(100.0%)

체 2148(67.2%) 963(30.1%) 25(0.8%) 31(1.0%) 29(0.9%) 3196(100.0%)

구분 1 ～50 51 ～100 101  이상 체

등 1750(88.8%) 181(9.2%) 39(2.0%) 1970(100.0%)

학 1093(89.2%) 104(8.5%) 29(2.4%) 1226(100.0%)

체 2843(89.0%) 285(8.9%) 68(2.1%) 31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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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2> 학교 컴퓨터실  모바일 기기의 약과 사용 (교사)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등 97(4.9%) 181(9.2%) 555(28.1%) 741(37.5%) 403(20.4%) 1977(100.0%)

학 107(8.8%) 158(13.0%) 478(39.2%) 319(26.2%) 157(12.9%) 1219(100.0%)

체 204(6.4%) 339(10.6%) 1033(32.3%) 1060(33.2%) 560(17.5%) 3196(100.0%)

컴퓨터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기 한 로그램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항

에서는(<표 Ⅳ-1-33 참조) 마찬가지로 등학교, 학교 교사 모두 약 80% 정도가 보통 이상

이라고 응답하 다.

<표 Ⅳ-1-33>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한 로그램 구비 정도 (교사)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등 109(5.5%) 237(12.0%) 687(34.7%) 697(35.3%) 247(12.5%) 1977(100.0%)

학 117(9.6%) 219(18.0%) 549(45.0%) 250(20.5%) 84(6.9%) 1219(100.0%)

체 226(7.1%) 456(14.3%) 1236(38.7%) 947(29.6%) 331(10.4%) 3196(100.0%)

본인의 교과 수업을 해 학생 개인의 휴 폰 는 모바일 기기 사용 경험을 물은 결과(<표 

Ⅳ-1-34> 참조), 등학교의  사용하지 않았다와 가끔 사용하 다가 28.4%로 동일한 비율

을 보 으며 한두 번 사용한 교사가 뒤를 이었다(25.4%). 학교 교사의 경우 가끔 사용하 다

가 29.7%, 한두 번 사용하 다가 29.0%,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4.4% 다.

<표 Ⅳ-1-34> 등학교･ 학교 교과 수업의 학생 개인 휴 폰  모바일 기기 사용 (교사)

구분 
 사용하지 

않았다

한두 번 

사용하 다

가끔 

사용하 다

종종 

사용하 다

매번 

사용하 다
체

등 562(28.4%) 502(25.4%) 561(28.4%) 320(16.2%) 32(1.6%) 1977(100.0%)

학 298(24.4%) 353(29.0%) 362(29.7%) 180(14.8%) 26(2.1%) 1219(100.0%)

체 860(26.9%) 855(26.8%) 923(28.9%) 500(15.6%) 58(1.8%) 3196(100.0%)

구체 으로 학교 교과 수업에서 학생의 개인 휴 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것은  교과에서 빈번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35> 참조). 교과별로 

보면,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서 30% 이상의 교사들이 수업에서 모바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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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끔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어, 사회(역사), 과학, 어 등의 교과에서 30% 이상이 

모바일 기기를 한두 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들은 사회(역사), 수학, 정보, 음악 

교과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이하게도 정보과

는 모바일 기기 사용을 게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보다는 컴퓨터실 

등에 설치된 컴퓨터나 시설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Ⅳ-1-35> 학교 교과 수업의 교과별 학생 개인 휴 폰  모바일 기기 사용 (교사)

교사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연수를 수강하는 경우에 필요한 연수 주제들에 

하여 물었다. 이 설문 문항에 해 교사들은 크게 교수･학습 방법  활용 사례에 한 요구

가 50% 이상이었는데, 연주 주제들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수･학습 방법, 코딩교육  

소 트웨어 교육 내용, 디지털 정보 활용 교수･학습 사례에 한 연수 주제를 제시하 다. 한 

교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련 로그램에 한 활용법이나 련 콘텐츠의 개발에 심을 

보 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활용할 로그램의 조작 방법, 소 트웨어 활용 방안, 수업

에 활용할 콘텐츠와 매체 자료와 같은 기본 지식에 한 습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교사들은 정보통신 교육에 한 요구와 함께 디지털 정보 활용을 한 환경 조성 방안에 주제를 

연수로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어 기타 체

 
사용하지 
않음

29
(19.6%)

8
(14.8%)

37
(28.5%)

57
(35.2%)

31
(20.0%)

19
(19.4%)

8
(36.4%)

22
(23.9%)

25
(30.9%)

7
(13.0%)

35
(26.5%)

23
(23.5%)

301
(24.6%)

한두 번 
사용

48
(32.4%)

16
(29.6%)

37
(28.5%)

49
(30.2%)

50
(32.3%)

29
(29.6%)

6
(27.3%)

17
(18.5%)

18
(22.2%)

10
(18.5%)

41
(31.1%)

35
(35.7%)

356
(29.0%)

가끔 
사용

42
(28.4%)

19
(35.2%)

35
(26.9%)

38
(23.5%)

49
(31.6%)

30
(30.6%)

3
(13.6%)

37
(40.2%)

25
(30.9%)

26
(48.1%)

30
(22.7%)

30
(30.6%)

364
(29.7%)

종종 
사용

26
(17.6%)

11
(20.4%)

20
(15.4%)

16
(9.9%)

20
(12.9%)

15
(15.3%)

4
(18.2%)

13
(14.1%)

12
(14.8%)

10
(18.5%)

23
(17.4%)

9
(9.2%)

179
(14.6%)

매번 
사용

3
(2.0%)

0
(0.0%)

1
(0.8%)

2
(1.2%)

5
(3.2%)

5
(5.1%)

1
(4.5%)

3
(3.3%)

1
(1.2%)

1
(1.9%)

3
(2.3%)

1
(1.0%)

26
(2.1%)

체 148
(100.0%)

54
(100.0%)

130
(100.0%)

162
(100.0%)

155
(100.0%)

98
(100.0%)

22
(100.0%)

92
(100.0%)

81
(100.0%)

54
(100.0%)

132
(100.0%)

98
(100.0%)

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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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6>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지원을 연수 요청 (교사)

⑥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여건과 개선 방안 인식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기 한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해 개방

형 질문을 하 고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37>과 <표 Ⅳ-1-38>과 같

다. 

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에 한 1,464개의 답변은 크게 5가지 범주로 구분되

었으며, 5개의 범주에는 3∼5개의 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표 Ⅳ-1-37> 참조). 일선 학교

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으로 물리  환경에 한 투자 부족이 체 응답의 

52.5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물리  환경에 해서는 컴퓨터실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시설 부족(502),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과 련 장비 부족(240)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하 다. 교과교육 련 범주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한 학습 시수가 부족

하다는 응답(62)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콘텐

츠가 부족(54)이 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 되었다. 

한, 교사 역량과 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사의 지도 역량 부족(69)이 

주요 장애 요인  하나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에 한 교사의 심 부족(108) 

역시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 개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부족

(72)과 디지털 기기 활용  생기는 부작용(58)이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범주 연수 주제 빈도 퍼센트(%)

교수･학습 방법  활용 
사례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수･학습 방법 련 111 17.93

코딩교육  소 트웨어 교육 내용
(컴퓨  사고력 포함)

224 36.19 

디지털 정보 활용 교수･학습 활용 사례 41 6.62 

정보 윤리 정보통신 윤리 11 1.78 

디지털 리터러시 로그램 
활용법  콘텐츠

디지털 리터러시 련 로그램 조작 방법 114 18.42

소 트웨어 활용 방안 76 12.28 

수업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안내 27 4.36 

교수･학습 매체 개발 방법 13 2.10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환경 
조성  기타

디지털 정보 활용 환경 조성 35 5.65 

기타 67 10.82 

　합계 61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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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7>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 (교사)

다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해서도 분석을 실시하 다(<표 Ⅳ-1-38> 참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한 1,402개의 답변은 크게 6가지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19개의 장애 요인과 련 활성화 방안으

주요 범주 세부 요인  활성화 방안 사례 수 퍼센트 소계 퍼센트

물리  환경과 투자 
부족

시설 부족 502 65.28%

장비(기기 부족) 240 31.21%

산 27 3.51%

소계 769 100.00% 52.53%

교과교육 지원 미비

학습시간 부족(시수 부족) 62 31.96%

과다한 교과내용 45 23.20%

교육과정 연계 19 9.79%

학생수 과 14 7.22%

콘텐츠 부족 54 27.84%

소계 194 100.00% 13.25%

교사 역량 부족

과다한 업무 29 20.71%

교사의 지도 역량 69 49.29%

교사의 기기 활용 능력 
부족 12 8.57%

교사의 지식 부족 30 21.43%

소계 140 100.00% 9.56%

디지털 리터러시 련 
인식 부족

교육의 필요성 인식 부족 38 20.65%

교사의 심 부족 108 58.70%

학생의 인식 부족 38 20.65%

소계 184 100.00% 12.57%

학생 역량 부족

학생발달단계 30 16.95%

학생 개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부족

72 40.68%

디지털 기기 사용 부작용 58 32.77%

학부모 이해와 심 부족 13 7.34%

열악한 개인 디지털 환경 4 2.26%

소계 177 100.00% 12.09%

　 합계 146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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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으로 가장 요하게 언 된 요인은 시설 

확충(265건), 장비 지원(293), 교육자료 지원(118) 등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요인과 련하여 

장비와 산 지원에 한 요청 의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사 연수 확 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기  교육에 한 필요성도 언 되었다. 

<표 Ⅳ-1-38>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방안 (교사)

주요 범주 세부 요인  활성화 방안　 사례 수　 　퍼센트 소계 퍼센트　

물리  환경

시설 확충 265 41.0%

장비 지원 293 45.3%

산 지원 51 7.9%

문가  련 인력 지원 38 5.9%

소계 647 100.0% 46.1%

교과 교육 지원

교육자료 지원 118 18.2%

교육시수 확보 33 13.9%

교육과정 연계 54 22.8%

교과내용 축소 21 8.9%

학습 학생 수 조 11 4.6%

소계 237 100.0% 16.9%

교사 연수

교사 연수 257 83.7%

자율  교육과정 운 25 8.1%

교사 간 정보 공유 25 8.1%

소계 307 100.0% 21.9%

정책  제안

정책의 진  도입 30 56.6%

련 정책 홍보 14 26.4%

정책의 행 유지 9 17.0%

소계 53 100.0% 3.8%

학생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기  교육 70 100.0%

소계 70 100.0% 5.0%

인식 개선

교사 인식 개선 61 75.3%

학생 인식 개선 16 19.8%

학부모 조 11 13.6%

소계 81 100.0% 5.8%

합계 1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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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 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학생 설문 조사는 국 등학교 629개교  학교 326학교를 상42)으로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등학생 1,739명과 학생 1,505명43)을 설문 결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설

문 조사는 4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는 역별로 2∼4문항(4개 역 13문항)

에 응답하면서, 조건에 따라 일부 하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 먼  학교 별 응답자들

의 배경 변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 응답자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을 한 2차 설문은 설문 표집 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Ⅳ-1-39>와 같이,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으로 설문 응답을 완료한 

등학생은 1,739명, 학생은 1,505명이었다. 등학생의 경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14%에서 

32%, 학교의 경우 학교 1∼3학년 고른 32%∼34%의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본 설문의 응답 학교의 표집 방식은 지역 크기에 비례한 표집 방식(층화표집)에 기반하여 

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시하 다. 따라서 지역의 크기와 총 

학교 수에 따라 지역별 응답 학생 수가 차이가 난다. 등학생의 경우 충북(28.9%), 경기

(20.7%), 서울(11.7%)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 으며, 학생의 경우 경기(30.0%), 서울(22.4%), 

충남(21.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다. 

<표 Ⅳ-1-39> 2차 설문의 학생 응답자 특성 요약

구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교

별 

응답

자수

등
학교 253(14.5%) 562(32.3%) 501(28.8%) 423(24.3%) 1739(100.0%)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교 506(33.6%) 485(32.2%) 514(34.2%) 1505(100.0%)

구분 서울 부산 인천 주 구 울산 경기 강원

지역

별 

응답

자수

등
학교

204(11.7%) 0(0.0%) 66(3.8%) 20(1.2%) 0(0.0%) 135(7.8%) 74(4.3%) 360(20.7%) 1(0.1%)

학교 337(22.4%) 0(0.0%) 2(0.1%) 0(0.0%) 0(0.0%) 1(0.1%) 0(0.0%) 451(30.0%) 28(1.9%)

구분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북 남 제주 합계

등
학교 49(2.8%) 502(28.9%) 1(0.1%) 17(1.0%) 49(2.8%) 33(1.9%) 204(11.7%) 24(1.4%) 1739(100.0%)

학교 57(3.8%) 79(5.2%) 319(21.2%) 73(4.9%) 47(3.1%) 0(0.0%) 110(7.3%) 1(0.1%) 1505(100.0%)

42) 설문 조사 상 등학교  학교는 학년별 최소 2개 반 이상의 학생들이 응답하도록 요청하 다. 일부 소규모 

학교의 경우 1개 반만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 다.

43) 본 설문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한 경우에만 설문 응답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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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44)에 한 인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에 하여 알아보기 하여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는(<표 Ⅳ-1-40> 참조), 등학생은 88%의 응답자

가 그 다 는 매우 그 다고 응답하 으며, 학생의 경우 86%의 학생이 그 다 는 매우 

그 다고 응답하 다. 

<표 Ⅳ-1-40>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학생)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서(<표 Ⅳ-1-41> 참조), 등

학생은 수업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서(22.5%), 수업 내용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서(21.1%), 미래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17.1%)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으며, 학

생의 경우 수업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서(24.1%), 수업 내용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어서(19.2%), 다양한 디지털 자료(동 상, 젠테이션 등)를 만들 수 있어서(17.2%)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41>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 (학생)

구분 

① 미래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② 향후 

진로나 직업 

선택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③ 수업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서 

④ 수업 

내용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서 

⑤ 윤리 이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배울 

수 있어서 

⑥ 다양한 

디지털 

자료(동 상, 

젠테이션 

등)를 만들 수 

있어서

체

( 복응답)

등 575(17.1%) 274(8.1%) 759(22.5%) 710(21.1%) 508(15.1%) 541(16.1%) 3367(100.0%)

학 548(15.7%) 438(12.6%) 838(24.1%) 669(19.2%) 390(11.2%) 597(17.2%) 3480(100.0%)

체 1123(16.4%) 712(10.4%) 1597(23.3%) 1379(20.1%) 898(13.1%) 1138(16.6%) 6847(100.0%)

44) 학생 설문에서 이해 편의를 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컴퓨터･인터넷･모바일 활용 교육’이라는 용어로 체하여 

설문하 는데 보고서 진술 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통일하여 진술하기로 한다.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등 57(3.3%) 152(8.7%) 1012(58.2%) 518(29.8%) 1739(100.0%)

학 62(4.1%) 147(9.8%) 799(53.1%) 497(33.0%) 1505(100.0%)

체 119(3.7%) 299(9.2%) 1811(55.8%) 1015(31.3%) 32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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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표 Ⅳ-1-42> 참조), 

등학생의 경우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순으로 교과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에(38.6%), 과제나 

수업시간에 해야 할 일이 늘어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22.5%), 내 컴퓨터･인터넷･모바일 활용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14.4%)로 나타났으며, 학생은 과제나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늘

어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24.8%), 교과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에(24.1%), 내 컴퓨터･인터넷･모

바일 활용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1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42>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찾기, 한  워드를 활용한 숙제, 워포인트

를 활용한 발표 등)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표 Ⅳ-1-43> 참조), 

약 76%∼약 82%의 등학교, 학교 학생이 그 다 이상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표 Ⅳ-1-43> 학생 자신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수행도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잘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표 Ⅳ-1-44> 참조), 등학생의 경우 

배운 이 있지만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해서(31.4%), 배운 이 없어서(27.3%), 친구들과 력

하여 컴퓨터･인터넷･모바일로 과제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19.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은 배운 이 없어서(30.4%), 배운 이 있지만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해서(23.5%), 친구

들과 력하여 컴퓨터･인터넷･모바일로 과제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16.5%)로 나타났다.

구분 

① 교과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② 과제나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늘어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③ 내 

컴퓨터･인터

넷･모바일 

활용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④ 학교의 

컴퓨터･인터

넷･모바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⑤ 학교의 

로그램이 

시 에 맞지 

않아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⑥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컴퓨터･인터넷

･모바일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체

( 복응답)

등 91(38.6%) 53(22.5%) 34(14.4%) 9(3.8%) 19(8.1%) 30(12.7%) 236(100.0%)

학 74(24.1%) 76(24.8%) 52(16.9%) 41(13.4%) 27(8.8%) 37(12.1%) 307(100.0%)

체 165(30.4%) 129(23.8%) 86(15.8%) 50(9.2%) 46(8.5%) 67(12.3%) 543(100.0%)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등 73(4.2%) 335(19.3%) 977(56.2%) 354(20.4%) 1739(100.0%)

학 58(3.9%) 204(13.6%) 811(53.9%) 432(28.7%) 1505(100.0%)

체 131(4.0%) 539(16.6%) 1788(55.1%) 786(24.2%) 32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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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4>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잘 해내지 못하는 이유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잘해내고 있다면 그러한 능력을 습득한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표 

Ⅳ-1-45> 참조), 등학생은 선생님의 수업과 과제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통

해(33.9%), 방과후 강사에 의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23.0%), 스스로 온라인강좌(유튜  등)나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익힘(19.7%) 순으로 응답을 하 으며, 학생은 선생님의 

수업과 과제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통해(30.5%), 스스로 온라인강좌(유튜  

등)나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익힘(29.6%), 방과후 강사에 의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

(17.6%)로 나타났다.

<표 Ⅳ-1-45>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수행 능력 습득 방법 (학생)

구분 

① 선생님의 

수업과 과제에서 

실시하는 

컴퓨터･인터넷･모

바일 활용 활동을 

통해 

② 방과후 

강사에 의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 

③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을 

통해 

④ 사교육

(학원, 사설교육 

기  등)을 통해 

⑤ 스스로 온라인 

강좌(유튜  등)나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익힘 

체

( 복응답)

등 661(33.9%) 449(23.0%) 339(17.4%) 115(5.9%) 384(19.7%) 1948(100.0%)

학 575(30.5%) 332(17.6%) 244(12.9%) 177(9.4%) 559(29.6%) 1887(100.0%)

체 1236(32.2%) 781(20.4%) 583(15.2%) 292(7.6%) 943(24.6%) 3835(100.0%)

학교 교육에서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기술 활용의 단 이나 험성보

다는 교육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표 Ⅳ-1-46> 참

조), 등학생과 학생 모두 약 92% 이상이 정 인 응답을 하 다.

구분 
① 배운 이 

없어서 

② 배운 이 

있지만,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③ 집에서 

컴퓨터･인터

넷･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④ 내가 

컴퓨터･인터

넷･모바일 

활용 수업에 

심이 없어서 

⑤ 친구들과 

력하여 

컴퓨터･인터넷･

모바일로 과제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⑥ 학교의 

시설이나 

로그램이 

오래되어 

흥미도가 

떨어져서

체

( 복응답)

등 148(27.3%) 170(31.4%) 30(5.5%) 63(11.6%) 108(19.9%) 23(4.2%) 542(100.0%)

학 118(30.4%) 91(23.5%) 25(6.4%) 58(14.9%) 64(16.5%) 32(8.2%) 388(100.0%)

체 266(28.6%) 261(28.1%) 55(5.9%) 121(13.0%) 172(18.5%) 55(5.9%) 9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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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6>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개선 가능성 (학생)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을 가르치고 활용하는 교육의 한 시작 시기는(<표 

Ⅳ-1-47> 참조), 등학생의 경우 등학교 3-4학년(51.8%), 등학교 5-6학년(30.2%)이 부

분을 차지하 고, 학생은 등학교 5-6학년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1학년이 26.4%, 등학교 3-4학년이 17.7%라고 응답하 다.

 

<표 Ⅳ-1-47>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작 시기 (학생)

구분 
① 등학교 

1-2학년

② 등학교 

3-4학년

③ 등학교 

5-6학년

④ 학교 

1학년

⑤ 학교 

2학년

⑥ 학교 

3학년

⑦ 고등학교 

이상
체

등 176(10.1%) 901(51.8%) 526(30.2%) 89(5.1%) 21(1.2%) 9(0.5%) 17(1.0%) 1739(100.0%)

학 132(8.8%) 266(17.7%) 459(30.5%) 398(26.4%) 120(8.0%) 70(4.7%) 60(4.0%) 1505(100.0%)

체 308(9.5%) 1167(36.0%) 985(30.4%) 487(15.0%) 141(4.3%) 792.4%) 77(2.4%) 3244(100.0%)

③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황 인식

학생의 학교 수업이나 과제  컴퓨터･모바일･인터넷 활용 능력에 해 묻는 문항에서는

(<표 Ⅳ-1-48> 참조), 등학교, 학교 학생들은 조사 역 체에서 부분 70∼80%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의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문서 작성, 스 드시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 도표로 생각 표 하기, 코딩 기술, 컴퓨 사고력 같이 디지털 도구

를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고차원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서는 본인의 역

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0∼30%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등 56(3.2%) 73(4.2%) 890(51.2%) 461(26.5%) 259(14.9%) 1739(100.0%)

학 57(3.8%) 65(4.3%) 614(40.8%) 472(31.4%) 297(19.7%) 1505(100.0%)

체 113(3.5%) 138(4.3%) 1504(46.4%) 933(28.8%) 556(17.1%) 32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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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8> 학생의 컴퓨터･모바일･인터넷 활용 능력 (학생)

구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보통이다 할 수 있다
매우 잘 할 수 

있다
체

컴퓨터 활용 
기 능력

등 82(4.7%) 190(10.9%) 687(39.5%) 453(26.0%) 327(18.8%) 1739(100.0%)

학 46(3.1%) 85(5.6%) 453(30.1%) 441(29.3%) 480(31.9%) 1505(100.0%)

체 128(3.9%) 275(8.5%) 1140(35.1%) 894(27.6%) 807(24.9%) 3244(100.0%)

키보드 쓰기 
(타이핑)

등 60(3.5%) 252(14.5%) 681(39.2%) 449(25.8%) 297(17.1%) 1739(100.0%)

학 34(2.3%) 114(7.6%) 469(31.2%) 392(26.0%) 496(33.0%) 1505(100.0%)

체 94(2.9%) 366(11.3%) 1150(35.5%) 841(25.9%) 793(24.4%) 3244(100.0%)

문서 작성 
(한 ,MS워드)

등 145(8.3%) 335(19.3%) 688(39.6%) 342(19.7%) 229(13.2%) 1739(100.0%)

학 60(4.0%) 139(9.2%) 527(35.0%) 383(25.4%) 396(26.3%) 1505(100.0%)

체 205(6.3%) 474(14.6%) 1215(37.5%) 725(22.3%) 625(19.3%) 3244(100.0%)

스 드시트 
(엑셀,한셀)

등 221(12.7%) 445(25.6%) 634(36.5%) 254(14.6%) 185(10.6%) 1739(100.0%)

학 124(8.2%) 252(16.7%) 574(38.1%) 306(20.3%) 249(16.5%) 1505(100.0%)

체 345(10.6%) 697(21.5%) 1208(37.2%) 560(17.3%) 434(13.4%) 3244(100.0%)

인터넷 활용과 
온라인 의사소통

등 66(3.8%) 183(10.5%) 635(36.5%) 486(27.9%) 369(21.2%) 1739(100.0%)

학 21(1.4%) 46(3.1%) 393(26.1%) 436(29.0%) 609(40.5%) 1505(100.0%)

체 87(2.7%) 229(7.1%) 1028(31.7%) 922(28.4%) 978(30.1%) 3244(100.0%)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

등 130(7.5%) 250(14.4%) 579(33.3%) 440(25.3%) 340(19.6%) 1739(100.0%)

학 40(2.7%) 84(5.6%) 432(28.7%) 462(30.7%) 487(32.4%) 1505(100.0%)

체 170(5.2%) 334(10.3%) 1011(31.2%) 902(27.8%) 827(25.5%) 3244(100.0%)

사이버 안 과 
디지털 시민성

등 92(5.3%) 180(10.4%) 631(36.3%) 444(25.5%) 392(22.5%) 1739(100.0%)

학 31(2.1%) 64(4.3%) 506(33.6%) 468(31.1%) 436(29.0%) 1505(100.0%)

체 123(3.8%) 244(7.5%) 1137(35.0%) 912(28.1%) 828(25.5%) 3244(100.0%)

멀티미디어 활용

등 193(11.1%) 344(19.8%) 550(31.6%) 343(19.7%) 309(17.8%) 1739(100.0%)

학 50(3.3%) 165(11.0%) 518(34.4%) 374(24.9%) 398(26.4%) 1505(100.0%)

체 243(7.5%) 509(15.7%) 1068(32.9%) 717(22.1%) 707(21.8%) 3244(100.0%)

도표로 생각 
표 하기

등 155(8.9%) 387(22.3%) 701(40.3%) 295(17.0%) 201(11.6%) 1739(100.0%)

학 65(4.3%) 239(15.9%) 592(39.3%) 317(21.1%) 292(19.4%) 1505(100.0%)

체 220(6.8%) 626(19.3%) 1293(39.9%) 612(18.9%) 493(15.2%) 3244(100.0%)

코딩 기술

등 163(9.4%) 412(23.7%) 616(35.4%) 324(18.6%) 224(12.9%) 1739(100.0%)

학 150(10.0%) 294(19.5%) 535(35.5%) 288(19.1%) 238(15.8%) 1505(100.0%)

체 313(9.6%) 706(21.8%) 1151(35.5%) 612(18.9%) 462(14.2%) 3244(100.0%)

컴퓨 사고력

등 154(8.9%) 324(18.6%) 737(42.4%) 322(18.5%) 202(11.6%) 1739(100.0%)

학 92(6.1%) 204(13.6%) 608(40.4%) 323(21.5%) 278(18.5%) 1505(100.0%)

체 246(7.6%) 528(16.3%) 1345(41.5%) 645(19.9%) 480(14.8%) 32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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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에 해 배우고 이를 활용하는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과

는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는(<표 Ⅳ-1-49> 참조), 등학생은 사회(15.8%), 국어(12.8%), 과

학(10.7%) 순으로 활발하며 다음 수학, 어, 실과,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미술, 음악, 체육, 도덕이 뒤를 이었다. 학생의 경우 과학(15.0%), 사회(12.1%), 국어

(11.9%) 순으로 활발하여 실과, 어, 도덕,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수학, 음악, 미술, 체육 순으로 응답하 다.

 

<표 Ⅳ-1-49>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활동이 활발한 교과 (학생)

④ 학생의 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여건과 개선 방안 인식

학생들의 수업에서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질문을 한 결과(<표 Ⅳ-1-50> 참조), 학생들의 역량 차이로 인한 수업 운  

문제, 기기 사용에 한 부작용, 환경 리  지원 부족 문제가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 되었다. 무엇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

로는 기기 결함이나 바이러스를 통해 컴퓨터가 느려지는 것(16.51%)을 수업 참여의 장애 요인으

로 지 하 으며, 게임과 인터넷의 무분별한 사용(26.80%)으로 인해 생기는 집 력 하와 학업 

몰입 방해(13.40%)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 되었다. 

구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어

통합
교과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체

( 복

응답)

등
589

(12.8%)
248
(5.4%)

726
(15.8%)

435
(9.5%)

489
(10.7%)

381
(8.3%)

307
(6.7%)

302
(6.6%)

334
(7.3%)

411
(9.0%)

368
(8.0%)

4590
(100.0%)

학
449

(11.9%)
313
(8.3%)

458
(12.1%)

275
(7.3%)

567
(15.0%)

412
(10.9%)

138
(3.6%)

256
(6.8%)

236
(6.2%)

400
(10.6%)

284
(7.5%)

3788
(100.0%)

체
1038
(12.4%)

561
(6.7%)

1184
(14.1%)

710
(8.5%)

1056
(12.6%)

793
(9.5%)

445
(5.3%)

558
(6.7%)

570
(6.8%)

811
(9.7%)

652
(7.8%)

83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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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0>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수업의 장애 요인 (학생)

학생들이 생각하는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는(<표 Ⅳ

-1-51> 참조), 크게 수업 방법  컴퓨터･모바일･인터넷 활동 개발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주요 의견으로는 다양한 컴퓨터･모바일･인터넷 활동을 개발(16.97%)하고 이를 통해 

쉽고 흥미로운 수업(9.85%)을 고안하도록 제안하 다. 한, 컴퓨터･모바일･인터넷 기기와 활용 

환경을 개선(16.06%)하고, 컴퓨터･모바일･인터넷 기기를 자주 활용 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증가(21.17%)시켜 컴퓨터･모바일･인터넷 기기 활용의 기회를 증가시켜주기를 기 하 다. 

<표 Ⅳ-1-51>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의 활성화 방안 (학생)

범주 세부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디지털 역량 차이로 인한 
수업 운  문제 발생 학생들의 컴퓨터-인터넷-모바일 활용 수  차이 56 7.58 

기기 사용에 한 부작용

신체  문제 68 9.20 

학업에 방해(집 력 하 등) 99 13.40 

기기 사용  인터넷 독 36 4.87 

목  이외의 무분별한 사용 103 13.94 

게임 과몰입 95 12.86 

다른 학생의 학습이나 수업 방해(시끄러움 등) 65 8.80 

환경 리  지원 부족

기기 결함, 바이러스, 122 16.51 

인터넷연결 52 7.04 

기기 부족 21 2.84 

문 인력 부족 5 0.68 

기타 기타( 고, 상호작용 하) 17 2.30 

합계 739 100.00 

범주 주요 의견 빈도 퍼센트(%)

수업 방법  
컴퓨터･인터넷･모바일 

활용 방법 개발

쉽고 흥미로운 수업 54 9.85 

다양한 컴퓨터-인터넷-모바일 활동 93 16.97 

한 교육내용에 용 92 16.79 

행정  지원

기기 지원  환경 마련 88 16.06 

기기 활용 기회 증가, 수업 시수 증가 116 21.17 

문 교원 지원 13 2.37 

기타 기타(규칙 설정, 인식 개선 등) 92 16.79 

합계 54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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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부모 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학부모 설문 조사는 국 등학교 629개교  학교 326학교의 재학생들의 학부모를 

상45)으로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등학생 학부모 662명과 학생 학부모 638명46)을 설문 

결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 조사는 4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는 

역별로 2∼4문항(4개 역 13문항)에 응답하면서, 조건에 따라 일부 하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 먼  학교 별 응답자들의 배경 변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 응답자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을 한 학부모 설문은 표집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의 

학부모를 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Ⅳ-1-52>와 같이,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으로 

설문 응답을 완료한 등학생 학부모는 662명, 학생 학부모는 638명이었다. 등학생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학부모는 0.6%과 0.9%의 응답률을 보 으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2.7%에서 

27.3%, 학교의 경우 학교 1∼3학년까지 25.5%∼39.8%의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본 설문의 응답 학교의 표집 방식은 지역 크기에 비례한 표집 방식(층화표집)을 활용하 다. 

따라서 지역의 크기와 총 학교 수에 따라 지역별 응답 학생 수가 차이가 난다. 등학생 학부모

의 경우 서울(20.2%), 충북(17.2%), 경기(15%), (10.1%)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 으며, 

학생 학부모의 경우 경기(31.0%), 충남(21.5%), 서울(17.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다. 

<표 Ⅳ-1-52> 2차 설문의 학부모 응답자 특성 요약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교
별 

응답
자수

등학교 4(0.6%) 6(0.9%) 153(23.1%) 181(27.3%) 150(22.7%) 168(25.4%) 662(100.0%)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교 254(39.8%) 221(34.6%) 163(25.5%) 638(100.0%)

구분 서울 부산 인천 주 구 울산 경기 강원

지역

별 

응답

자수

등학교 134(20.2%) 0(0.0%) 67(10.1%) 18(2.7%) 0(0.0%) 41(6.2%) 68(10.0%) 100(15.0%) 0(0.0%)

학교 112(17.6%) 0(0.0%) 0(0.0%) 0(0.0%) 0(0.0%) 2(0.3%) 0(0.0%) 196(31.0%) 0(0.0%)

구분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북 남 제주 합계

등학교 21(3.2%) 114(17.2%) 0(0.0%) 5(0.8%) 14(2.1%) 32(4.8%) 46(6.9%) 2(0.3%) 662(100.0%)

학교 2(0.3%) 24(3.8%) 137(21.5%) 63(9.9%) 28(4.4%) 0(0.0%) 74(12.0%) 0(0.0%) 638(100.0%)

45) 학부모 설문의 경우, 설문 조사 상 등학교  학교는 학년별 최소 2개 반 이상(소규모 학교의 경우 1개 

반만 참여)의 학생들의 응답하고,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본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 다. 설문의 참여 안내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달하 다. 

46) 본 설문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한 경우에만 설문 응답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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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47)에 한 인식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서(<표 Ⅳ-1-53> 참조), 

등학교와 학교 학부모 각각 약 92%, 약 85%의 응답자가 그 다 이상의 응답을 하 다. 

<표 Ⅳ-1-53>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학부모)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표 Ⅳ-1-54> 

참조), 등학생 학부모는 수업 내용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서(28.0%) 다양한 

디지털 자료(동 상, 젠테이션 등)를 만들 수 있어서(19.2%) 미래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16.3%)의 순으로 응답하 으며, 학생 학부모의 경우 수업 내용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

아볼 수 있어서(23.4%) 다양한 디지털 자료(동 상, 젠테이션 등)를 만들 수 있어서

(19.0%), 수업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서(16.3%) 순으로 응답하 다.

<표 Ⅳ-1-54>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 (학부모)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표 Ⅳ-1-55> 참조), 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 

등 교육과는 상 없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49.3%) 이미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는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20.9%) 과제나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늘어나서 부담

47) 학부모 설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컴퓨터･인터넷･모바일 활용 교육이라는 용어로 체하여 설문하 다. 

설문 결과를 논의하는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진술하 다.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등 10(1.5%) 42(6.3%) 406(61.3%) 204(30.8%) 662(100.0%)

학 27(4.2%) 63(9.9%) 370(58.0%) 178(27.9%) 638(100.0%)

체 37(2.8%) 105(8.1%) 776(59.7%) 382(29.4%) 1300(100.0%)

구분 

① 미래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② 향후 

진로나 직업 

선택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③ 수업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서 

④ 수업 

내용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서 

⑤ 윤리 이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배울 

수 있어서 

⑥ 다양한 

디지털 

자료(동 상, 

젠테이션 

등)를 만들 수 

있어서

체

( 복응답)

등 239(16.3%) 122(8.3%) 219(14.9%) 411(28.0%) 195(13.3%) 281(19.2%) 1467(100.0%)

학 202(15.9%) 151(11.9%) 208(16.3%) 298(23.4%) 173(13.6%) 242(19.0%) 1274(100.0%)

체 441(16.1%) 273(10.0%) 427(15.6%) 709(25.9%) 368(13.4%) 523(19.1%) 27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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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기 때문에(17.9%) 순으로 응답하 으며, 학생 학부모의 경우는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 

등 교육과는 상 없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33.3%) 이미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는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32.5%), 교과 진도를 나가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1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55> 학교나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학부모)

구분 

① 교과 진도를 

나가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② 과제나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늘어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③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 등 

교육과는 

상 없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④ 자녀가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술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⑤ 이미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는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

( 복응답)

등 5(7.5%) 12(17.9%) 33(49.3%) 3(4.5%) 14(20.9%) 67(100.0%)

학 22(18.8%) 11(9.4%) 39(33.3%) 7(6.0%) 38(32.5%) 117(100.0%)

체 27(14.7%) 23(12.5%) 72(39.1%) 10(5.4%) 52(28.3%) 184(100.0%)

자신의 자녀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찾기, 한  워드를 활용한 

숙제, 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 등)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등

학생 학부모 약 65%가 그 다 이상의 응답을 하 고, 학생 학부모의 약 85%가 그 다 이상

의 응답을 하 다.

<표 Ⅳ-1-56>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수행도 (학부모)

자신의 자녀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찾기, 한  워드를 활용한 

숙제, 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 등)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에 해 

물었을 때(<표 Ⅳ-1-56> 참조), 등학생 학부모는 기  기술을 배운 이 없어서(60.2%), 

기  기술을 알고는 있지만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29.0%), 기  기술과 활용 능력은 

있지만 친구들과의 력을 통한 과제 해결에 익숙하지 않아서(7.7%), 학교의 시설이나 로그

램이 오래되어 흥미도가 떨어져서(3.1%) 순으로 응답하 으며, 학생 학부모는 기  기술을 

알고는 있지만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44.9%), 기  기술을 배운 이 없어서(33.6%),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등 35(5.3%) 195(29.5%) 360(54.4%) 72(10.9%) 662(100.0%)

학 11(1.7%) 80(12.5%) 397(62.2%) 150(23.5%) 638(100.0%)

체 46(3.5%) 275(21.2%) 757(58.2%) 222(17.1%) 13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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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술과 활용 능력은 있지만 친구들과의 력을 통한 과제 해결에 익숙하지 않아서

(14.0%), 학교의 시설이나 로그램이 오래되어 흥미도가 떨어져서(7.5%) 순으로 응답하 다.

<표 Ⅳ-1-57> 자녀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잘 해내지 못하는 이유 (학부모)

구분 
① 기  기술을 배운 

이 없어서

② 기  기술을 알고는 

있지만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③ 기 기술과 

활용능력은 있지만 

친구들과의 력을 

통한 과제 해결에 

익숙하지 않아서

④ 학교의 시설이나 

로그램이 오래되어 

흥미도가 떨어져서

체

( 복응답)

등 156(60.2%) 75(29.0%) 20(7.7%) 8(3.1%) 259(100.0%)

학 36(33.6%) 48(44.9%) 15(14.0%) 8(7.5%) 107(100.0%)

체 192(52.5%) 123(33.6%) 35(9.6%) 16(4.4%) 366(100.0%)

자신의 자녀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수행 능력을 습득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표 Ⅳ

-1-58> 참조), 등학생 학부모는 방과후 강사에 의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31.9%), 자녀 스스

로 온라인 강좌(유튜  등)나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를 통해(26.0%), 학교 선생님의 수업과 

과제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활용 활동을 통해(23.6%)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학부모의 경우 자녀 스스로 온라인 강좌(유튜  등)나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를 통해(33.2%), 학교 선생님의 수업과 과제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활용 

활동을 통해(25.3%), 방과후 강사에 의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22.5%)라고 응답하 다.

<표 Ⅳ-1-58>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수행 능력 습득 방법 (학부모)

구분 

① 학교 선생님의 

수업과 과제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활용 활동을 통해

② 방과후 강사에 

의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 

③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을 통해 

④ 사교육((학원, 

사설교육 기  

등)을 통해 

⑤ 자녀 스스로 

온라인 

강좌(유튜  등)나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를 통해 

체

( 복응답)

등 156(23.6%) 211(31.9%) 97(14.7%) 25(3.8%) 172(26.0%) 661(100.0%)

학 210(25.3%) 187(22.5%) 96(11.6%) 62(7.5%) 276(33.2%) 831(100.0%)

체 366(24.5%) 398(26.7%) 193(12.9%) 87(5.8%) 448(30.0%) 1492(100.0%)

학교 교육에서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기술 활용의 단 이나 험성보

다는 교육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표 Ⅳ-1-59> 참조), 약 

95%의 등학생 학부모가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을 하 고, 약 91%의 학생 학부모 한 보통

이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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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9>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개선 가능성 (학부모)

교과 수업에서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술 활용 교육을 시작하는 한 시기를 묻는 질문

에서는(<표 Ⅳ-1-60> 참조), 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등학교 3-4학년(45.3%), 등학교 5-6

학년(34.6%), 등학교 1-2학년(12.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학부모는 등학교 5-6학년

(39.7%), 등학교 3-4학년(24.3%), 학교 1학년(1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60>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작 시기 (학부모)

구분 
① 등학교 

1-2학년

② 등학교 

3-4학년

③ 등학교 

5-6학년

④ 학교 

1학년

⑤ 학교 

2학년

⑥ 학교 

3학년

⑦ 고등학교 

이상
체

등 85(12.8%) 300(45.3%) 229(34.6%) 34(5.1%) 5(0.8%) 2(0.3%) 7(1.1%) 662(100.0%)

학 41(6.4%) 155(24.3%) 253(39.7%) 110(17.2%) 23(3.6%) 14(2.2%) 42(6.6%) 638(100.0%)

체 126(9.7%) 455(35.0%) 482(37.1%) 144(11.1%) 28(2.2%) 16(1.2%) 49(3.8%) 1300(100.0%)

③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여건과 개선 방안 인식

학부모들이 수업에서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

인이 무엇인지에 한 질문을 한 결과(<표 Ⅳ-1-61> 참조), 행정  환경  지원 부족, 교수･학

습 지원의 부족, 학생 역량의 부족, 어른들의 인식 부족, 기기 활용에 따른 부작용과 같은 문제가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 하 다. 이러한 요인 들 

 컴퓨터  디지털 기기 활용 환경 구축 미흡(19.26%)이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인터넷･모

바일 기기 활용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질(11.08%)에서 편차가 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 하 으며, 수업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기기 독이나 유해 사이트 속  

집 력 하의 문제(4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체

등 7(1.1%) 22(3.3%) 170(25.7%) 386(58.3%) 77(11.6%) 662(100.0%)

학 18(2.8%) 35(5.5%) 198(31.0%) 292(45.8%) 95(14.9%) 638(100.0%)

체 25(1.9%) 57(4.4%) 368(28.3%) 678(52.2%) 172(13.2%) 13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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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1>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수업의 장애 요인 (학부모)

범주 주요 장애 요인 빈도 퍼센트(%)

행정  환경  지원 
부족

컴퓨터 구비 환경 구축 미흡( 산 확보, 기기 지원, 가정환경) 73 19.26

인터넷 속 유무 2 0.53

교수･학습 지원의 부족

교사의 수업 방식과 인력 부족 29 7.65

교육의 질(교육 내용, 교육 기회, 수  차이 등) 42 11.08

면 면 환경 부족 7 1.85

학생의 역량 부족 학생의 컴퓨터 조작 능력 부족 22 5.80

학부모  교육 
계자의 인식 부족

인식 부족(학부모, 학습자, 교육자) 13 3.43

기기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

무분별한 사용(과도한 사용, 게임, 독, 는 교육내용 이외 사용) 128 33.77

유해 사이트 속 32 8.44

학습에 방해(집 력 하) 24 6.33

건강 문제 유발 7 1.85

합계 379 100.00

수업에서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표 Ⅳ-1-62> 참조), 행정  지원, 교수･학습 지원, 교내 규정 제정  교육과 같은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학부모들의 의견 에는 컴퓨터 기기를 지원(10.61%)하고 교육과정에 련 활동

을 포함하고 수업시수를 배정(11.90%)하여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수업을 활성화해

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수업이 수 과 연령

에 따른 단계  교육(17.68%)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활동의 다양성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이 개발(15.43%)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

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10.61%)되어야 한다고 하 다. 

<표 Ⅳ-1-62> 컴퓨터･인터넷･모바일 기기 활용 수업의 활성화 방안 (학부모)

범주 주요 의견 빈도 퍼센트(%)

행정  지원

컴퓨터 기기 지원( 산 포함) 33 10.61 

교육과정 포함  수업 시수 배정 37 11.90 

연령에 맞는 한 사용 환경 18 5.79 

교수･학습 
지원

단계  교육(수 /연령) 55 17.68 

다양한 활동과 흥미로운 수업 48 15.43 

윤리교육(부작용 포함) 19 6.11 

디지털 기기 활용 기회 제공 33 10.61 

교사교육/교사의 문성 21 6.75 

교내 규정 
제정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 제정 21 6.75 

올바른 사용법 교육 18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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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문 결과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설문 결과 분석에 포함된 교사 응답자 수는 등학교의 경우 최  2,631명, 학교는 최

1,947명48)이었으며, 응답 교사들은 학년과 교과  지역 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등학생은 총 1,739명, 학생은 1,505명이었으며, 등학생 학부모는 662명, 

학생 학부모는 638명이 응답하 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년과 지역에 따라 고르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에서 교사･학생･학부모 설문의 종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학교 교육이나 교과 수업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특히 교사들은 교과 수업보다는 학교 교육 차원에서 실시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상 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는 보다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들이 수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선 

등학교와 학교 교육 장에서 일반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에 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이유로는 시 , 

사회  필요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수업에 

한 흥미와 수업 자료 검색, 다양한 디지털 자료 생산 등과 같은 실제  필요에 의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교과별 핵심역량의 

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

히 상당수의 교사들은 교과 특성 등의 이유를 들어 교과별 수업 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계 활동을 극 으로 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 통합과 같은 다차원 인 교육

과정 운 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

다. 넷째, 교사들은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상 으로 자신의 

48) 교사 설문은 총 2회 실시하 다. 1차 설문에서 등학교 교사는 2,631명이, 학교 교사는 1,749명이 설문에 응답

하 다. 2차 설문에서 등학교 교사는 2129명, 학교 교사는 1,947명이 응답하 다. 여기서는 2회의 설문 응답자 

 최  숫자만을 진술하 다. 

범주 주요 의견 빈도 퍼센트(%)

기타  행 
유지

부모 교육 1 0.32 

건강(시력보호) 1 0.32 

행 유지 6 1.93 

　　합계 31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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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수 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황’을 종합하면,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과 교과 간의 련

성에 있어서 등학교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실과 등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과 

가장 련성이 높은 교과들로 조사되었으며, 학교에서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하  역별 목 과 련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은 거의 부분의 교과에서 높은 령성이 있다고 조사

되었으며, 그 외의 역에서는 2∼3개의 주요 교과들이 상 으로 높은 련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담당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로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가 모든 교과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성취기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능과 유형에 있어서는 등에서는 컴퓨터 활용 기 능력, 키보드 타이핑

과 같은 기  리터러시를 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반면, 등학교와 학교 모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의사소통,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 멀티미디어 활용과 같은 생산  디지털 

리터러시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교과 수업에서 실행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 활동들은 체로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내용을 달하고 학생이 시청하는 활동이

나 교사의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개별 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해진 방식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은 교과 수업에서 학생의 동기 유발이나 

자료 설명, 자료 수집, 시범과 조언, 수업시간 실습 활동으로 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학교 여건과 지원에 한 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첫째, 상당수

의 교사들은 본인의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하 으며, 그 이유로는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고,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설과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설과 환경의 부족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으로 지

한 문제 이기도 하 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장애 요인으로 학교 환경  지원

의 부족, 시수 부족과 실  교실 문제, 교사 역량 부족과 교사 연수 부족, 디지털 기기 활용으

로 인한 목  이외의 무분별한 기기 사용, 게임 과몰입과 같은 부작용과 같은 문제 들이 다양

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장애 요인에 한 견해는 교사의 경우 학교 시설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을 한 교과 교육 지원 미비와 같은 행정  제도  지원의 문제 을 지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경우 기기 결함이나 인터넷 연결 문제,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 한 학교 간 형평성 등과 같은 문제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이라고 지 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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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가. 교과 수업 사례 분석의 계획  실행

본 에서는 교과별 수업 사례의 수집과 분석, 그에 따른 평정 방안 마련  실행과 련하여 

어떠한 단계  논의를 거쳐 진행되었는지를 먼  안내하고자 한다. 단계는 크게 두 가지 수 , 

즉 수업 공개 교사와 련된 부분과 해당 수업을 평정하는 심사자와 련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의 경우 자료 수집 기  마련  실제 장에서의 수집(1단계, 3단계)으로, 후자의 

경우 분석 기  수립  이에 근거한 평정 실행(2단계, 4단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 

 논의를 다시 진행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그림 Ⅳ-2-1]과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교사

교과별 수업 사례 

수집 기  마련

심사자

교과별 수업 

분석 기  수립

교사

교과별 수업 사례 수집 

 교사 면담

심사자

교과별 수업 

평정  분석

[그림 Ⅳ-2-1] 교과 수업 사례 수집  분석 차

(1) 교과별 수업 사례 수집 기  마련

가장 먼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교과별로 수업 사례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 다. 

본 연구의 이 등학교와 학교라는 학교 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학교 

에 해당하는 모든 교과  교사들을 상으로 수업 사례를 수집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취지를 반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련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에서의 실제 인 실행 양상 검을 주요 목 으로 두고, <표 Ⅳ-2-1>과 

같이 수업 사례 수집 계획을 마련하며 세부 기  설정을 수립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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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련 의 내용

상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실과(기술･

가정), 정보

∙교과별 1개 학교  선정 

∙수업 사례 수집 계획안 검토 1차(18.6.29.)

- 원내 연구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천 교사 3인 의

- 수업 사례 수집 계획안 안 검토

∙수업 사례 수집 계획안 안 수정(18.7.10.)

- 원내 연구진 의

- 수업 사례 수집 계획안 안 수정

∙수업 사례 수집 계획안 검토 2차(18.7.10.)

- 원내 연구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천 교사  소

트웨어 선도학교 교사 각 1인 의

- 수업 사례 수집 계획안 수정본 검토

∙수업 사례 학교   교과별 성취기  선정 검토(18.7.11.)

- 원내 연구진 의

- 수업 사례 수집 계획안 확정

∙교과별 수업 분석 사례 상 교사 섭외(18.7.11 이후)

- : 지리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교사 3인과의 사회과 

수업 분석 사례 상 교사 추천  섭외 의(18.8.10)

상 

성취기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 ’으로 

반 하고 있는 성취기

∙교과별 1개 성취기  선정

상 학교 

 교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용 인 학교 

혹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  용 수업이 가능한 학교

∙교과연구회 추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 우선

∙교과별 지역 안배 고려(동일한 지

역에서 동일 교과의 동일 성취기

 수업 사례 수집 지양)

∙1개 성취기 에 3개 학교 섭외

<표 Ⅳ-2-1> 수업 사례 수집을 한 기  설정  련 의

먼  연구진에서 수업 사례 수집 계획을 한 안을 작성하고 2차에 걸친 문가 의회와 

2차에 걸친 원내 연구진 의회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하 다. 수업 사례 수집 계획안을 마련하

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가 되었던 것은 상 교과 선정  분석 상 성취기 이

었다. 상 교과  상 성취기 의 경우 Ⅲ장에서 시행하 던 교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와 

그 맥을 함께 하여 연구 체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 Ⅲ장에서 교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문서 수 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를 확인하 다면, Ⅳ장에서는 실제 문서상에

서 제시된 내용이 교육 장에서 어떻게 개되는지를 질 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Ⅲ장에서 시행하 던 각 교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 내용으로 직  다루고 있는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실과(기술･가정), 정보 다. 

이에 연구진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이들 교과가 장에서 어떻게 구 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 다. 

교과 선정 후 어떠한 성취기 을 몇 개나 직  확인하는가에 한 문제가 있었다. 교과별로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1개의 성취기 을 선정하여 해당 성취기 에 따른 

수업이 가능한 3개 학교/교사를 섭외하기로 하 다. 동일 성취기 에 3개 학교/교사를 섭외하

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도 해당 성취기 에 따라 학교별 혹은 교사별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수업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한 성취기  선정 시 연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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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공개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2학기에 수업 정인 성취기 을 우선으로 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1학기 수업에 해당하는 성취기 을 선택하는 것으로 논의하 다. 

물론 수업 사례 분석 상이 되는 학교   성취기  선정 역시 연구진의 의뿐만 아니라,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친 문가 의회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 다. 

선정한 교과  성취기 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 수집 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용 

인 학교 혹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따른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구상하되,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하 다.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교과연구회의 추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를 우선으로 하 다. <표 Ⅳ-2-2>는 각 교과의 성취기 별로 선정

된 지역별 학교를 나타내고 있다. 즉, 6개 교과별로 등학교와 학교 학교 을 선택하고 표

인 하나의 성취기 에 해 각 3개 이상씩, 총 19개49) 수업 사례를 수집하 다.  

<표 Ⅳ-2-2> 상 교과에 따른 학교   성취기  선정 결과 

교과 학교 수업 련 성취기 수업 상 학교

국어 
[6국03-02]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을 쓴다.

 부산 A학교 / 부산 B학교

 강원 C학교 

 구 C학교

도덕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

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

 세종 A학교

 서울 B학교

 인천 C학교

사회

[9사(지리)01-03] 지리 정보가 공간  의사 결정

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서울 A학교

 세종 B학교

 경기 C학교

수학 

[9수05-03]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

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 A학교

 서울 B학교

 경남 C학교

실과

(기술･가정)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 

 서울 A학교

 경기 B학교 

 경남 C학교 

정보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

하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

한다.

 서울 A학교

 경기 B학교

 세종 C학교 

49) 국어의 경우 부산의 2학교가 섭외되어 총 4개 학교 수업 사례를 수집･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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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별 수업 분석 기  수립

수업 사례 분석에 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에 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이에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해당 교과의 해당 성취기 을 심으로 수업 사례를 수집

하되, 사례의 질은 직  수업 참   면담을 통하여 확보하고 련된 교수･학습과정안, 각종 

산출물(학생 소감문 포함)을 통해 추가 확보하기로 하 다. 다만 선정된 학교의 학사 일정  

연구 일정을 고려하여 직 인 수업 공개  참 이 어려울 경우, 수업 실행에 따른 주요 

활동 사진과 교수･학습과정안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산출물  별도의 면담을 통하여 사례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 다. 이에 수업 사례 분석을 한 기 을 설정하기 해 다음과 같이 계획을 

마련하고 세부 항목을 설정하 다. 

구분 내용 련 의 내용

분석 상

∙수업 자체(참   수업 사진)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련 자료(동 상 등 수업 활용 자료)

∙학생 활동지  산출물 

∙수업 후 학생 소감문

∙교사 면담 자료

∙수업 사례 분석 기  논의(18.7.16.)

-원내 연구진  타 교과 원내 연구진

-평정과 연계될 수 있는 수업 사례 분석 기  방향 

설정

∙수업 사례 분석 계획안 검토  교수･학습과정안 

틀 설정(18.7.17.)

-원내 연구진  교과 교사 4인 의

-수업 사례 분석 상  항목 검토, 교수･학습과정

안 틀 설정 방향 논의

∙교수･학습과정안 틀 검토(18.7.23.)

-원내 연구진  타 교과 연구진

-교수･학습과정안 틀 안 검토

∙수업 분석틀  교수･학습과정안 수정본 검토

(18.7.25.)

-원내 연구진  원외 공동연구원

-수업 분석틀 설정  교수･학습과정안 수정본 검

토  확정

∙수업 분석틀 수정본 검토(18.7.25.)

-원내 연구진  교과별 워킹그룹

-수업 분석틀 수정본 검토  분석 항목 확정

분석 항목

∙내용의 타당성

-목표, 내용, 평가

∙지원의 효율성

-기술, 여건

∙수 의 성

-학생의 참여 정도, 문제의 실행력, 문제의 

맥락성, 학생 상호 간 력 정도

분석 주체

(평정 그룹)

∙해당 교과 문가 3인(교사)

-교사 워킹그룹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경험 교사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2인

- 학  유  연구기  재직의 련 박사 

학  이상 문가

- 등 분야 1인, 등 분야 1인 

<표 Ⅳ-2-3> 수업 사례 분석을 한 항목 설정  련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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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수업 사례의 분석 상으로는 수업 공개에 따른 참  정보를 우선으로 하되, 련된 

교수･학습과정안과 자료,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산출된 학생 활동지 등을 포 으로 포함시키

는 방안을 합의하 다. 여기에 더하여 수업 후 학생의 소감문과 수업 공개 교사와의 심층 면담

을 통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해당 수업에 한 이해를 더욱 타당하게 도모하고자 

하 다. 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수업 공개가 어려울 경우, 해당 교사로 하여  참 을 

신하는 자세한 수업 활동 사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업 공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의 경우, 선정된 교과 성취기 에 해당하는 수업의 차시 

흐름을 모두 제시하게 하고 해당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국면이 잘 드러나는 1차시 분량을 

화하여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하 다. 참고로 재 성취기 과 수업 시수 계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총론 시안 개발 당시 3±2차시로 설정하 기 때문에, 교과에 따라 성취기

에 연결되는 수업 양이 교과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성취기 에 해당하는 모든 차시 수업을 참 할 경우에는 교과마다 분석 양에서 지 

않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 으로 반 한 

성취기 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성취기 에 따른 모든 차시 수업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으로 련되지는 않는다는 장 문가 의견을 반 하여 체 맥락을 고려하면서 해당 차시의 

수업을 집  분석하고자 하 다. 이외에도 수업을 공개하는 교사의 부담  해당 학교의 학사일정, 

그리고 연구진의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제한된 차시의 수업을 분석 상으로 설정하는 데 

최종 으로 합의하 다. 즉, 특정 성취기 에 해당하는 수업을 살펴보되, 디지털 리터러시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1차시로 분량으로 분석 상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 분석 항목을 설정하 다. 먼  수업 분석과 련하여 가장 일반 이면서

도 요한 항목인 내용의 타당성, 즉 해당 수업이 성취기   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하게 개되었는가를 설정하 다. 그 다음으로 지원의 효율성, 즉 교사가 

사용한 기기와 학교 여건이 본 차시 수업에 얼마나 효율 으로 작용하 는가를 설정하 고 

마지막으로 수 의 성, 즉 해당 수업이 성취기   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을 개함

에 있어서 얼마나 하게 개되었는가를 설정하 다. 여기서 분석 항목 설정의 경우 향후 

수업 사례 결과의 평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 다. 

이 세 가지를 수업 분석 항목으로 설정한 후, 문가 의회  연구진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 으로 하  항목을 설정하고 그 의미를 세분화하 다. 참고로 이와 같은 세부 항목과 

의미는 수업 공개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한 틀로도 활용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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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수업 분석 기 의 세부 항목  내용

항목 내용

1. 내용의 타당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학습 목표가 성취기 을 반 하여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가?

1-2. 수업 내용의 합성
수업에서 활용한 내용  련 자료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가?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평가 계획  활동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하는가?

2. 지원의 효율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수업에서 사용한 디지털 기술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효과 인가?

2-2. 학교 여건의 성 학교의 시설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가?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학생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가?

3-2. 문제 실행력 정도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하는가?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학생이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자료가 실제 인가?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학생 간 력 활동이 각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

시키는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검은 다른 일반 수업 분석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표 Ⅳ-2-4>에

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수   양상을 차별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항목인 

‘수 의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수 의 성’을 타당하게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  배경으로 

TIM(Technology Integration Matrix) 구성을 활용하 다. TIM은 교실 수업에서 기술 통합의 

정도를 단계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수업 문성 신장을 목표로 하는, Florida Center 

for Instructional Technology에서 개발한 도구이다. <표 Ⅳ-2-5>는 2015년에 업데이트한 버

으로,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기기(혹은 테크놀로지)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X축과 실제 교수･

학습 시 드러나는 환경의 유형을 나타내는 Y축으로 구성하여, X축과 Y축의 각 내용이 만나는 

지 마다 그 의미와 특성을 매트릭스화하여 표 한 것이다.50) 

50) Florida Center for Instructional Technology. https://fcit.usf.edu/matrix/matrix/ 참조 (2018. 6. 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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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교실 수업에서의 기술 통합 단계 (Florida Center for Instructional Technology)

구분

기술 통합 단계

도입

(Entry)

채택

(Adoption)

용

(Adaptation) 

병합

(Infusion)

변형

(Transformation)

학습

환경

의

특성

활동

(Active)
소극  정보 수용

습 , 

차 인 도구 

사용

습 이고 

독립 으로 도구 

사용. 일부 학생 

선택  탐색

도구 선택  

정기 , 자기 

주도  활용

범 하고 

비 습 으로 

도구 사용

력

(Collaborative)

개별 학생의 도구 

사용

력 , 습  

방식의 도구 사용

력 으로 도구 

사용

일부 학생 선택 

 탐색

도구 선택  

력을 한 

정기  사용

테크놀로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동료  외부 

자원과 력

구성

(Constructive)
달되는 정보

지식 구축을 해 

안내된, 

습 인 사용

지식 구축을 한 

독립 인 사용

일부 학생 선택 

 탐색

지식 구축을 한 

선택  정기  

사용

지식을 구축하기 

한 테크놀로지 

도구의 

범 하고 비 

습 인 사용

실제

(Authentic)

교실 밖 실제 

세계와 련 없는 

사용

의미 있는 

맥락(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한 

안내된 사용

학생들의 삶과 

계된 활동을 

한 독립 인 

사용

일부 학생 선택 

 탐색

의미 있는 활동을 

한 도구 선택 

 정기  사용

지역사회나 

국제 인 

맥락에서 

고차원 인 학습 

활동을 하기 한 

신  사용

목표 지향

(Goal-

Directed)

주어진 지시. 

단계별 작업 

모니터링

계획 수립이나 

모니터링을 한 

습 이고 

차 인 사용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한 

의도 인 사용. 

일부 학생 선택 

 탐색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한 

유연하고 원활한 

사용

계획 수립  

모니터링을 한 

범 하고 

고차원 인 사용 

(출처 : https://fcit.usf.edu/matrix/matrix/)

<표 Ⅳ-2-5>의 기술 통합 단계는 [그림 Ⅳ-2-2]와 같이 교사 심에서 학생 심으로, 차

 이해에서 개념  이해로, 습  기술 도구 사용에서 복합  기술 도구 사용으로, 도구 

지도에서 내용 지도로의 차  발달 단계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

하여 수업 평정  분석 기 을 수립할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련 수업의 단계  양상을 

악하는 데 유용하며 재의 치 확인을 통해 향후 발 인 지향 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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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Entry)

채택

(Adoption)

용

(Adaptation) 

병합

(Infusion)

변형

(Transformation)

∙교사 심 수업

∙ 차  이해

∙ 습  기술 도구 사용

∙도구에 한 지도 

∙학생 심 수업

∙개념  이해

∙복합  기술 도구 사용

∙내용에 한 지도 

[그림 Ⅳ-2-2] 기술 통합 단계를 통한 발달 

(출처: Harmes, Welsh & Winkelman, 2016, p. 143)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수 의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세부 항목은 TIM에서 설정하

는 디지털 기기와 교육과정과의 통합이 지향하는 바를 반 하되, 분석 항목의 명료화를 하여 

‘목표지향 (Goal-Directed)’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교수･학습 환경을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 다. ‘Goal-Directed’를 제외한 이유는, 이 항목이 의미하는 바가 ‘내용의 타당성’  

‘수업 내용의 합성’ 항목이 의미하는 바와 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 ‘ 력

(Collaborative)’ 항목을 의미하는 ‘ 력  실행 정도’ 역시 필수 항목이 아닌 일종의 선택 항목

으로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을 직 으로 드러내는 성취기 을 

분석한 결과, 해당 성취기 에 따를 때 력 학습이 반드시 요청되지 않는 것이 있었으며 이 

경우에도 성취기 이 의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유의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한 학교 환경  수업 맥락에 따라 학생 간 력 학습이 아닌 교사와 학생 일 일 교육 혹은 

학생 개별 학습이 보다 효과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경우 역시 엄존하

기 때문이었다. 이에 ‘ 력  실행 정도’는 수업의 성격에 따라 선택 인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

다. 그 외 항목은 우리의 교실 환경을 고려하여 용어나 표 을 수정하 다. 

마지막으로 수업 사례 분석의 주체를 논의하 다. 여기서는 분석 상 교과의 학교   

공과 일치하는 교사가 분석 주체로 설정되었는데, 부분 교육과정 분석 시행에 도움을 주었

던 교과 워킹그룹 교사들을 활용하 다. 다만 교과에 따라 워킹그룹 교사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를 들어 사회과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 분석 시에는 일반사회, 지리, 그리고 역사 

역 공의 교사를 고루 섭외하 지만, 수업 사례 분석 시에는 지리 역의 성취기 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일반사회나 역사 역 공 교사 신 지리 공 교사 2인이 추가로 필요하

다. 이와 같은 경우 워킹그룹 교사를 조정하 고,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기존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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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그 로 분석 주체(평정자)로 설정되었다. 교육과정 분석에 참여하 던 워킹그룹 교사를 

수업 사례 분석에도 참여시키고자 한 의도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내용의 

이해 정도를 시하기 때문이었다. 즉, 각 교과 워킹그룹 교사는 이미 교육과정 분석을 시행하

며 자신의 교과에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이 어느 정도 반 되어 있고 한 어느 수 에서 개되

고 있는지를 이미 확인하 기 때문에, 수업 분석 역시 타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 인 

믿음이 바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보다 높은 수 의 분석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를 

별도로 섭외하여 각 수업 사례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해당 분야를 공한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과 해당 분야 련 학 를 가지고 있는 

타 연구기 의 박사학  소지자로 구성하 다. 이에 공동연구원은 등 분야의 수업 사례를 

총 하기로 하 고, 타 연구기 의 박사학  소지자는 등 분야의 수업 사례를 총 하기로 

하 다. 이들은 역할은, 첫째 수업 분석 교사 그룹이 산출한 분석 결과를 메타 인 에서 

바라보며 그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둘째 담당한 각 교과 수업 사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하여 추출할 수 있는 혹은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교과 측면에서 정교화하는 

것이었다. 

(3) 교과별 수업 사례 수집  교사 면담

수업 사례에 한 분석 기 을 수립한 후, 교과별로 수업 사례 수집과 그에 따른 면담 일정을 

논의하 다. 여기서 요한 것은 일정 논의 자체보다 수집과 면담을 한 틀 개발이었는데, 

수업 사례 수집  면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에 한 타당성을 제고하기 하여 교수･학습

과정안 틀을 연구진에서 개발하고 장 문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 다. 교수･학습과정안의 

경우 수업 공개 교사로 하여  먼  해당 수업의 개요를 설명하게 하고 성취기 에 따른 체 

차시 흐름을 나타낸 다음 교사 활동과 학생 활동이 구분된 해당 차시의 세안을 본격 으로 

작성하게 하 다. 한 각 차시에서 설정한 평가 과제에 하여 상세한 계획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해당 차시 수업과 련하여 동원되거나 사용된 모든 자료  기기를 구체 으

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 다. 상기 차의 안내를 하여 수업 공개 교사들을 상으로 복수의 

의회를 하 으며, 그 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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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련 의 내용

수업 공개 교사 상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방법 

 참 /회의 일정 의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작성 안내  련 사항 1차 논의(18.8.16.)

  - 원내 연구진  수업 공개 교사/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3인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방법 안내

  - 수업 참   련 회의 일정 논의

  -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의 경우 별도로 평정 방안 논의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작성 안내  련 사항 2차 논의(18.8.21.)

  - 원내 연구진  수업 공개 교사 4인

  - 1차 의회 미참석자 상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방법 안내

  - 수업 참   련 회의 일정 논의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작성 안내  련 사항 3차 논의(18.8.23.)

- 원내 연구진  수업 공개 교사/평정 그룹(심사자) 일부 11인

- 1, 2차 의회 미참석자 상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방법 안내

- 수업 참   련 회의 일정 논의

- 심사자 그룹의 경우 별도로 평정 방안 논의 

<표 Ⅳ-2-6> 수업 공개 교사 상 의 내용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내 연구진과 수업 공개 교사들이 의회를 가지며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에 하여 그 방법을 숙지하 다. 한 수업 공개 교사들에게는 참  수업의 내용  교수･

학습과정안의 내용과 련하여 그 의도와 맥락 등 보다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을 심으로 

면담할 것임을 고하 다. [그림 Ⅳ-2-3]은 수업 공개를 하여 교사들이 작성하 던 사회과

(지리 역) 교수･학습과정안의 주요 항목을 로써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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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개요 차시 흐름도

본차시 교수･학습과정안 본차시 수행평가 과제

[그림 Ⅳ-2-3] 사회과(지리 역) 교수･학습과정안 주요 항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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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업 사례 수집을 하여 수업 공개 교사들과 의한 뒤 본격 으로 각 연구진이 

수업 참 을 하며 사례 수집을 시작하 다. 수업 공개 학교를 직  방문하여 참 을 한 경우 

당일에 면담을 진행하 으며, 그 지 않은 경우는 따로 면담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하 다. 그리

고 수집한 결과를 가지고 교과별 분석을 시작하기 한 비 작업을 가졌다. 분석 결과는 일차

으로 학교  교과 특성 악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각 분석 항목에 따른 척도를 설정하여 

평정 차를 구안하고 용하는 것으로 논의하 다. 곧 분석을 담당한 교사가 동시에 평정자가 

되어 워킹 그룹의 역할이 평정 그룹의 역할 역시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평정 방안을 

마련하고 평정 그룹의 심사자들을 상으로 이를 공유하는 차를 가지게 되었다.

(4) 교과별 수업 평정  분석

수업 분석에 한 기 인 항목  세부 항목을 설정한 다음 이를 척도화하여 평정 그룹이 

효율 으로 수업 결과 지표를 나타낼 수 있게 하 다. 평정안은 앞에서 제시한 분석 기 을 

따르되, 5  척도에 맞추어 각 분석 기 을 다시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련되었다. <표 

Ⅳ-2-7>은 교과별 수업 사례 평정 방안의 타당화를 하여 시행하 던 의회 일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구분 련 의 내용

평정 방안  기  설정

∙분석 항목에 따른 평정 방안 논의  수업 시안 분석(18.8.28.)

- 원내 연구진 의

- 분석 항목별 세부 평정 척도 설정 방안 논의

- 수업 시안에 한 평정 척도 시범 용

∙수업 분석 평정 방안 안 구상(18.8.29.)

- 원내 연구진 의

- 분석 항목별 세부 평정 척도 가능성  평정 거의 타당성 검토

- 평정 방안 안 확정

∙수업 분석 평정 기  논의(18.8.31.)

- 원내 연구진  장 문가 4인,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1인

- 평정 방안 안 검토  수정 방향 논의

- 평정 방안 수정본 확정

∙평정 방안 최종 검토  평정 그룹 안내 자료 제작(18.9.13.)

- 원내 연구진  외부 공동연구원

- 평정 방안 최종본 확정

- 평정 그룹(교과별 심사자 그룹)을 한 자료 제작

<표 Ⅳ-2-7> 평정 방안 타당화  평정 그룹 간 공유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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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척도를 구분할 때도 이론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으며 이에 TIM에서 제시한 매트

릭스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 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으

로 합의된 평정 척도는 <표 Ⅳ-2-8>～<표 Ⅳ-2-10>과 같다. 

먼  내용의 타당성과 련된 평정 내용  기 을 제시하면 <표 Ⅳ-2-8>과 같다. ‘내용의 

타당성’ 항목에서는 해당 수업의 학습 목표가 성취기 을 충실하게 반 하여 얼마나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지, 수업에서 활용한 내용이나 자료

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과 얼마나 타당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계획이나 

활동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얼마만큼 평가하고 있는지를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이에 5  척도를 구안하여 해당 수업의 치를 확인하고자 하 다. 

<표 Ⅳ-2-8> ‘내용의 타당성’ 항목에 따른 세부 평정 기

 항목 내용
척도

1 2 3 4 5

1. 

내용의 

타당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학습 목표가 성

취기 을 반

하여 학생의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

여하는가?

학습 목표가 

성취기 에

서 드러난 디

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반 하고 

있지 않다. 

학습 목표가 

성취기 에

서 드러난 디

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다

소 반 하고 

있다. 

학습 목표가 

성취기 에

서 드러난 디

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그

로 반 하

고 있다. 

학습 목표가 

성취기 에

서 드러난 디

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극 으로 반

하고 있다.

학습 목표가 

성취기 에서 

드러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을 확장하여 

발 으로 

반 하고 있다. 

1-2. 

수업 

내용의 

합성

수업에서 활용한 

내용  련 자

료가 학생의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

여하는가?

내용과 자료

가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

과  련

이 없다. 

내용과 자료

가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

과 다소 련

이 있다. 

내용과 자료

가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

과 일부 련

이 있다. 

내용과 자료

가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

과 상당부분 

련이 있다. 

내용과 자료

가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

과 매우 련

이 높다.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평가 계획  활

동이 학생의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하

는가?

평가 계획  

활동이 학습 

목표에서 제

시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과  

련이 없다.

평가 계획  

활동이 학습 

목표에서 제

시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과 다소 

련이 있다.

평가 계획  

활동이 학습 

목표에서 제

시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과 일부 

련이 있다.

평가 계획  

활동이 학습 

목표에서 제시

된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과 

상당 부분 

련이 있다.

평가 계획  

활동이 학습 

목표에서 제

시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과 매우 

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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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원의 효율성과 련된 평정 내용  기 을 제시하면 <표 Ⅳ-2-9>와 같다. ‘지원

의 효율성’ 항목에서는 수업에서 사용한 디지털 기술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얼마나 효과 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학교의 제반 시설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지 정도를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이 역시 5  척도로 구안하여 해당 교실 

상황  학교 상황의 치를 확인하고자 하 다. 

<표 Ⅳ-2-9> ‘지원의 효율성’ 항목에 따른 세부 평정 기

 항목 내용
척도

1 2 3 4 5

2. 

지원

의 

효율

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수업에서 

사용한 디

지털 기술

이 학생의 

디지털 리

터러시 역

량 함양에 

효과 인

가?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과 

련이 없고, 학

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계발을 한 학

습 활동을 지원

하지 못한다.

수업에서 활용

한 디지털 기술

이 디지털 리터

러시 수업의 내

용과 다소 련

이 있고, 학생

들의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 계

발을 한 학습 

활동을 다소 지

원한다. 

수업에서 활용

한 디지털 기술

이 디지털 리터

러시 수업의 내

용과 일부 련

이 있고, 학생

들의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 계

발을 한 학습 

활동을 일부 지

원한다.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과 

상당 부분 련

이 있고, 학생들

의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 계발

을 한 학습 활

동을 극 으

로 지원한다.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과 

매우 하게 

련되어 있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계발을 한 학

습 활동을 극

이고 발

으로 지원한다.

2-2. 

학교 

여건의 

성

학교의 시

설이 디지

털 리터러

시 수업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가?

디지털 리터러

시 수업을 한 

컴퓨터실 사용

이나 여용 컴

퓨터(태블릿PC 

등에 근하는 

것이 어려우며, 

디지털 기기가 

충분히 지원되

지 못하여 수업

에 차질이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한 컴

퓨터실 사용이나 

여용 컴퓨터

(태블릿PC 등에 

근하는 것이 

제한 이며, 디

지털 기기가 소

량 활용된다. 

디지털 리터러

시 수업을 한 

컴퓨터실 사용

이나 여용 컴

퓨터(태블릿PC 

등에 근하는 

것이 가능이며, 

디지털 기기가 

수업 활동에 

당히 활용된다. 

디지털 리터러

시 수업을 한 

컴퓨터실 사용

이나 여용 컴

퓨터(태블릿PC 

등에 근하는 

것이 쉽게 이루

어지며, 디지털 

기기가 수업 활

동에 충분히 

활용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한 컴퓨

터실 사용이나 

여용 컴퓨터(태

블릿PC 등에 

근하는 것이 매

우 쉽고 편리하

게 이루어지며, 

수업 활동에 다

양한 기기가 충

분히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수 의 성과 련된 평정 내용  기 을 제시하면 <표 Ⅳ-2-10>과 같다. 

‘수 의 성’ 항목에서는 TIM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용하며 이론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 

이는 사실상 ‘수 의 성’에 해당하는 평정 내용과 기 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수 과 직 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상세하게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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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0> ‘수 의 성’ 항목에 따른 세부 평정 기

 항목 내용
척도

1 2 3 4 5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학생이 주

도 으로 

디지털 기

술을 활용

하는가?

교사는 디지털 

기술로 내용을 

일방 으로 

달하고, 학생은 

이를 보면서 학

습한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반 체 

학생들이 함께 

디지털 기술을 

정해진 방식

로 사용하며 학

습한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 각자

가 디지털 기술

을 정해진 방식

로 사용하며 

학습한다. 

교사가 맥락을 

주면 학생 각자

가 디지털 기술

을 자기 주도

으로 사용하며 

학습한다. 

학생 각자가 주

도 으로 디지

털 기술을 다양

한 측면에서 새

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며 학습

한다. 

3-2. 

문제 

실행력 

정도

학생이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

고 확장하는

가?

교사가 디지털 

기술로 교과의 

정해진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

은 이를 학습한

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반 체 

학생들이 디지

털 기술로 문제

를 해결한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 각자

가 디지털 기술

로 문제를 해결

한다. 

교사가 맥락을 

주면 학생 각자

가 디지털 기술

로 여러 문제들

을 주도 으로 

해결한다. 

학생 각자가 주

도 으로 여러 

문제들을 디지

털 기술로 해결

하고 이를 지속

으로 확장

한다.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학생이 분석

하거나 활용

하는 자료가 

실제 인가?

교사가 디지털 

기술로 교과의 

정해진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

은 이를 학습

한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반 체 

학생들이 디지

털 기술로 교실 

밖 자료에 근

한다.

학생 각자가 교

과 내용에 따라 

디지털 기술로 

학생들의 삶과 

계된 교실 

밖 자료에 근

한다. 

학생 각자가 교

과 내용에 따라 

디지털 기술로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는 자

료를 선정하여 

자주 학습한다. 

학생 각자가 디

지털 기술로 학

생들의 삶에 의

미 있는 자료

를 지역사회와 

국제 인 맥락

으로 확장하여 

자료를 선정하

고, 이를 지속

으로 학습한다.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학생 간 력 

활동이 각 학

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을 함양

시키는가? 

교사가 정해  

과제에 따라 반

( ) 학생들  

한 학생이 디지

털 기술을 사용

한다. 

교사가 안내한 

과제에서 반

( ) 학생들  

일부 학생이 디

지털 기술을 사

용한다. 

반( ) 학생들

이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는 데 

여 숙련자를 

심으로 상호 

력하여 역할을 

수행하며 문제

를 해결한다. 

반( ) 학생들

이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는 데 

여 동 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며 문제

를 해결한다. 

반( ) 학생들

이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는 데 

여 신 이면

서도 동 으

로 각자 역할

을 수행하며 문

제를 해결한다. 

본 항목에서는 학생의 주도성, 문제 실행력, 실제  자료 선정, 그리고 력  실행 정도를 축으

로 삼아 각각의 수 을 다시 5  척도화하여 구분하 다. 즉, 학생이 얼마나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지, 학생이 어느 정도 수 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하

는지, 학생이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자료가 학생의 삶과 얼마만큼 련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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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활동이 각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과 얼마나 련이 있는지를 으로 확인하

고자 하 다. 물론 앞서 언 하 듯이, 마지막 내용인 ‘ 력  실행 정도’는 해당 수업이 력 학습

일 경우에만 평정 내용  기 을 용시키기로 하 다. 이러한 척도는 수를 부여하기 한 

것이 아니라 각 교과 수업의 치를 확인하여 기 을 갖고 분석을 하기 한 근거 정도로 기능한다. 

이러한 평정 척도를 가지고 각 교과별로 평정 그룹 의회를 개최하 다. 평정 그룹 의회

는 평정 참여자, 즉 심사자 간 균질 인 평정 방안  척도 이해에 주안 을 두었다. 한 교과

별 평정 그룹 의회를 개최할 때는 평정 방안에 한 공유  이해 과정이 끝난 후 수업 공개 

교사와의 심층 면담 시간을 함께 편성하여 수업 내용에 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다 타당한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게다가 교과별 평정 그룹 별로 2회 이상의 의회를 개최함

으로써 결과의 신뢰성 역시 제고하고자 하 다. 각 교과에 따른 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Ⅳ-2-11>과 같다. 

<표 Ⅳ-2-11> 교과별 평정 그룹 의 내용

교과 학교 수업 상 학교 평정 그룹 의 내용

국어 

부산 A학교 / 

부산 B학교

∙국어과 교수･학습과정안  평정 척도 확인(18.9.14.)
- 원내 연구진  외부 문가 2인
- 국어과 교수･학습과정안 결과에 따른 평정 척도 시범 용
- 국어과 평정 그룹을 한 안내 사항 제작

∙국어과 평정 그룹 의 1차(18.9.14.)
- 원내 연구진  국어과 평정 그룹, 수업 교사 6인
- 평정 그룹의 평정 방안 확인
- 평정 그룹  수업 교사 간 심층 면담 실시
- 평정 완료

∙국어과 평정 그룹 의 2차(18.9.21.)
- 원내 연구진  국어과 평정 그룹/수업 교사 7인,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1인
- 평정 결과의 타당성 검토
- 평정 그룹  수업 교사 간 추가 면담 실시
- 수학과 평정 자료 최종본 확인

강원 C학교 

구 C학교

도덕 

세종 A학교
∙도덕과 평정 그룹 의(18.9.20.)

- 원내 연구진  도덕과 평정 그룹, 수업 교사 6인
- 평정 그룹의 평정 방안 확인
- 평정 그룹  수업 교사 간 심층 면담 실시
- 평정 완료

∙도덕과  사회과 수업 사례 평정 결과의 타당성 검토(18.9.28.)
- 원내 연구진  도덕과/사회과 평정 그룹 3인,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1인

- 도덕과  사회과 수업 사례 평정 결과 공유  타당성 확인
- 도덕과  사회과 평정 자료 최종본 확인

서울 B학교

인천 C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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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학교 수업 상 학교 평정 그룹 의 내용

사회

서울 A학교
∙사회과 평정 그룹 의(18.9.13.)

- 원내 연구진  사회과 평정 그룹, 수업 교사 6인
- 평정 그룹의 평정 방안 확인
- 평정 그룹  수업 교사 간 심층 면담 실시
- 평정 완료

∙도덕과  사회과 수업 사례 평정 결과의 타당성 검토(18.9.28.)
- 원내 연구진  도덕과/사회과 평정 그룹 3인,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1인
- 도덕과  사회과 수업 사례 평정 결과 공유  타당성 확인
- 도덕과  사회과 평정 자료 최종본 확인

세종 B학교

경기 C학교

수학 

서울 A학교
∙수학과 평정 그룹 의 1차(18.9.13.)

- 원내 연구진  수학과 평정 그룹,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사 6인
- 평정 그룹의 평정 방안 확인
- 평정 그룹  수업 교사 간 심층 면담 실시
- 평정 완료

∙수학과 평정 그룹 의 2차(18.9.21.)
- 원내 연구진  수학과 평정 그룹, 수업 교사 6인
- 평정 결과의 타당성 검토
- 평정 그룹  수업 교사 간 추가 면담 실시
- 수학과 평정 자료 최종본 확인

서울 B학교

경남 C학교

실과 

서울 A학교
∙실과, 정보과 교수･학습과정에 따른 평정 검(18.9.7.)

- 원내 연구진  타 과제 원내 연구진, 원외 문가 1인
- 평정 척도 확인  검토
- 실과과 교수･학습과정안 확인  비 평정

∙실과과 평정 그룹 의(18.9.18.)
- 원내 연구진  실과과 평정 그룹, 수업 교사 6인
- 평정 그룹의 평정 방안 확인
- 평정 그룹  수업 교사 간 심층 면담 실시
- 평정 완료

경기 B학교 

경남 C학교 

정보 

서울 A학교
∙실과, 정보과 교수･학습과정에 따른 평정 검(18.9.7.)

- 원내 연구진  타 과제 원내 연구진, 원외 문가 1인
- 평정 척도 확인  검토
- 정보과 교수･학습과정안 확인  비 평정

∙정보과 평정 그룹 의(18.9.11.)
- 원내 연구진  정보과 평정 그룹, 수업 공개 교사 6인
- 평정 그룹의 평정 방안 확인
- 평정 그룹  수업 공개 교사 간 심층 면담 실시
- 평정 완료

경기 B학교

세종 C학교 

교과별 간 검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결과  평정 간 결과 공유
(18.9.20.)
- 원내 연구진  타 과제 연구진
- 교과별 교수･학습과정안 공유  교과별 특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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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교과 수업 사례 분석을 하여 어떠한 과정과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안내하 다. 

와 같은 차를 따라 각 교과별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국어과 수업 사례 분석 결과 

국어과의 경우 ‘[6국03-02]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을 쓴

다.’의 등학교 성취기 을 심으로 총 4개 학교의 수업 사례를 수집하고 이와 련하여 교사 

면담을 시행하 다. 이에 수업 사례 분석 기 에 따른 국어과 평정그룹의 학교별 평정 결과 

 그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2-12>와 같다. 지면 계상 A, B, C, D 네 학교  

D학교의 평정 자료를 일례로 제시한다. 

<표 Ⅳ-2-12> 국어과 수업에 따른 학교별 평정 자료-D학교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1. 

내용

의

 

타당

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① 2

3.0

토론 비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

고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 으나, 학습 목표에 매체 선정과 련된 측면을 

반 하지 못함.

② 4

성취기 은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을 

쓴다’로 본 수업에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토론의 근거로 

활용하기 해 정리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는 에서 련이 있음. 하지만 

클래스 을 활용하여 댓 로 토론을 한 것은 문자를 활용하여 ‘말을 한 

것’에 더 가까워 보임. 댓 을 쓰는 것은 해당 성취 기 에서 말하는 ‘ 을 

쓴다’와 다소 거리가 있는 쓰기로 보임.

(실제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토론을 하고 나서 토론에서 나온 이유, 근거 

등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 함)

③ 3

담당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근거한 수업을 하 음. 이 수업의 학습 목표가 설정된 성취기 에 하게 

연결되지 않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그 로 반 하는 수 에 그침.

1-2. 수업 

내용의 

합성

① 5

4.3

클라우드 기반 력 활동  클래스 을 활용한 공유, 담당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근거한 수업을 하

음. 이 수업의 학습 목표가 설정된 성취기 에 하게 연결되지 않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그 로 반 하는 수 에 그침.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탐색하여 선정한 자료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련이 높음.

② 4

본 수업의 토론 주제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로 디지털 활용과

는 련 없는 주제임. 하지만 이 주제로 토론을 하기 해 인터넷 검색과 

구  문서를 활용하여 토론을 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있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토론에 련된 자료를 모으고 함께 정리하기 해 디지털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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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③ 4

클래스 에서 나 었던 화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화 

에 해 생각해보도록 함. 학생 간 업을 진하기 해 구  문서와 

클래스 을 이용하도록 함. 언어 자료와 활용 도구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과 상당 부분 련이 있음.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① 5

4.7

평가 요소에 클라우드 업 방법  커뮤니티 앱(클래스 )을 이용한 상호작용, 

매체 특성의 이해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② 5

본 수업의 평가 요소 3개  2개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성취기

을 연결시켰음. 구  문서를 활용하여 토론 자료 구성하기와 클래스  이용

해 토론하기가 그것으로 학생들이 토론을 비하는 과정과 토론을 실제로 

하는 과정 모두를 평가의 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를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매체와 연결시켜 기술하 음.

③ 4
평가 활동이 학습 목표에 제시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상당 부분 련이 

있음.

2. 

지원

의

 

효율

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① 5

4.7

클라우드 기반의 업 활동은 토론 과정에서 자료의 비가 차지하는 비

이나 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효과 이고 요한 디지털 리터러시이며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댓 을 활용한 토론 경험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

를 극 으로 지원하는 활동임.

② 5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기술은 크게 2가지로 클라우드 문서 시스템(구  

문서)와 커뮤니티 앱(클래스 )임. 구  문서는 동시에 다인이 속하여 자

료를 구성함과 동시에 추가, 삭제 등의 수정이 가능함. 클래스 은 실시간으

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으로 2가지 모두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효과 임.

③ 4

수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과 상당 부분 련이 있음. 

학생들이 구  문서를 사용해본 이 없어 5-6차시(본 수업)에서 담당 교사

는 구  문서 사용법을 소개함.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법을 익힘. 구  설문으로 토론 정을 하고 수업에 한 평가를 수합하여 

간결하게 제시함. 학생들이 활동에 한 상 인지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2. 학교 

여건의 

성

① 3

3.0

컴퓨터실을 활용할 수 있으나 태블릿PC 등은 가용하지 않아서 개인 스마트

폰과 컴퓨터를 함께 사용하 음을 교사 면담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② 3
29학  규모의 학교에 컴퓨터실이 2개 있고, 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실

이 1개라는 에서 학교의 시설 지원이 미흡함.

③ 3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한 컴퓨터실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여용 컴퓨

터가 따로 없고 한정된 구역에서만 인터넷망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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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① 4

4.3

교사가 토론 상황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업과 댓  달기를 통해서 참여하

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과 주장, 의견에 따라 자기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

을 사용하며 학습함.

② 5

토론을 비하기 해 학생들이 작성한 구  문서를 보면 찬성과 반 의 

입장과 그에 따른 근거들을 체계 으로 정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토론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 

활발해 보인다는 에서 학생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고 보았음.

③ 4
교사가 맥락을 제시하고 학생 각자가 디지털 기술을 자기 주도 으로 사용

하며 학습함.

3-2. 문제 

실행력 

정도

① 4

4.3

력하여 토론 자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토론을 수행

하고,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직  평가하면서 토론 과제를 해결함.

② 5

본 수업에서 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토론 주제에 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이유와 해당 근거 찾기, 우리편 주장에 해 상 편 입장의 반박 지

을 상하고 그에 한 재반박 마련하기 등임. 학생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  문서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정리  공유하 음. 

③ 4
교사가 논제(‘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를 제시하 음. 학생들이 구  

문서로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공유하면서 토론을 진행함.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① 4

4.3

토론 주제와 련된 교실 밖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업을 

통해 선정, 정리하여 자신의 주장에 알맞은 자료로 제작함.

② 5

학생이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본인들이 검색한 자료임. 본인들이 

검색하여 공유하고 이 자료들을 이해 가능하며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

로 정리하 다는 에서 실제성을 가졌다고 보았음.

③ 4
인터넷에서의 화, 클라우드 문서를 통한 토론 근거 작성 등 디지털 기술로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는 자료가 선정됨.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① 4

4.3

토론 자료를 클라우드 문서를 통해 제작하고 토론 자체가 커뮤니티 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남. 

② 5

바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  정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두었다는 에서 본 수업에 큰 의미가 있음. 그리고 이 

과정은 구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각자 검색한 자료들을 

토론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과정도 공유하게 됨. 

③ 4
찬성 과 반  학생들이 구  문서를 통해 업 활동에 극 으로 참여

하도록 하는 활동이 제시됨. 

체 평균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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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수업

 반

 련

우수한 

①
인터넷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료의 탐색과 선정, 제작 등이 부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에서 기존 토론 수업에 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함. 
특히 토론의 정, 평가에 온라인 설문 등을 활용한 것은 인상 임.

②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토론 비를 체계 으로 하는 과정이 인상 깊음. 

③
이 수업은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구  문서 사용법 이해  사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논거 수집),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인터넷 토론) 역과 련이 있음.

아쉬운 

①
비선형 이고 다발 인 온라인 토론이 자칫 논의가 흐려지거나 산만해질 수 있는 문제에 
한 책이 없음. 

②
토론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아쉬움. 지도안을 보면 인터넷에서의 토론에 해 
느낀 을 공유하는 과정만 있음. 학생들이 한 토론 자체에 한 평가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를 교실 내에서 공유하 는지 지도안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음.

③

인터넷 토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쉽게 드러내기 해 교사와 학생들이 ‘찬성’과 
‘반 ’ 머릿 을 달기로 의하는 등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주도 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보임. 그러나 댓 이 이어지면서 일부 학생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기도 했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학생의 말을 반복하기도 하 음.
성취기   단원 목표(“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효과 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를 
고려할 때, 토론 활동을 하는 것이 한지 의문임. 한 교사가 제시한 논제가 학생들의 
삶과 련성이 있는지, 학생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수 인지도 의문임. 

수업 총평

①
기존의 면 면, 음성 언어 심의 토론 수업을 인터넷 기반의 력  과제 해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문서와 커뮤니티 앱을 활용한 수업으로, 새로운 토론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  수업.

②

다른 세 수업에 비해 평가 요소에 수업에 활용된 디지털 기술 련 부분이 목표와 연결지어 
제시된 것이 인상 깊음. 한 토론 비 과정은 과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수업은 
토론을 비하는 과정이 포함하 다는 , 그리고 이 비 과정에서 구  문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력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 다는 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함.

③

담당 교사는 수업 활동을 통해 구어로 말하기와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차이 을 학생
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 음.
학교 규모는 체 29학 이며, 컴퓨터실에 인터넷망이 있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음.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의견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을 쓴다.’가 성취기 인데, 쓰기보다
는 토론하기 수업이 심이 되어, 성취기 과 다소 동떨어진 이 아쉬움. 그러나 문제해결 
지향의 에서 토론을 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학생들이 주도 으로 찾고, 이를 토론의 근거
로 활용하기 해 정리하는 과정을 수업에서 요하게 다루고, 댓 을 활용한 토론이 이루어지
는 등 의미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이루어짐. 인터넷으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여 한 
자료를 선정해 토론하도록 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활동임. 클라우
드 장 공간을 활용한 업과 상호작용을 한 앱의 활용 등이 하게 이루어졌고, 업을 
한 구  문서 도구 활용이 하게 이루어진 수업임. 학교의 자원 여건과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교사가 한 기기, 기술,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 력  활동을 
하는 수  높은 수업을 이끌어냄. 학교의 기술  여건과 학생들 사이의 디지털 자료 탐색  
평가 역량이 부족한 을 고려하여, 교과 특성에 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이끌어내
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는 좋은 수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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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거 자료를 토 로 국어과 4개 학교의 수업 평정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2-13>

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과 수업의 치를 확인하여 기 을 갖고 항목별로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Ⅳ-2-13> 국어과 수업 체 평정 결과

 항목 학교
평정 결과

수 평균

1. 내용의 타당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A 2.7 

3.10 
B 2.7 

C 4.0 

D 3.0 

1-2. 수업 내용의 합성

A 3.7 

4.08 
B 4.0 

C 4.3 

D 4.3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A 3.3 

3.75 
B 3.0 

C 4.0 

D 4.7 

2. 지원의 효율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A 3.7 

4.43 
B 4.3 

C 5.0 

D 4.7 

2-2. 학교 여건의 성

A 3.0 

4.00 
B 5.0 

C 5.0 

D 3.0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A 3.7 

4.00 
B 3.7 

C 4.3 

D 4.3 

3-2. 문제 실행력 정도

A 3.7 

4.00 
B 3.7 

C 4.3 

D 4.3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A 4.0 

4.08 
B 4.0 

C 4.0 

D 4.3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A 3.7 

4.08 
B 4.3 

C 4.0 

D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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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학습 목표의 부합성 측면에서 A, B, C, D 네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2.7 , 2.7 , 

4 , 3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3.10이었다. 이는 보통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어과 [6국03-02] 성취기 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학습 목표로 정히 구 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세 학교의 학습 목표와 이에 한 각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A학교 교사: 본 로젝트의 학습 목표는 ‘매체를 활용하여 을 쓸 수 있다.’이다. 이 

학습 목표를 해 학생들의 직  여행 계획을 세우고 떠나는 과정을 함께하고, 그것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감상과 연결하여 을 쓰기 한 감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체 인 로젝트의 흐름이 학습 목표와 잘 어우러져 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 C학교 교사: 학습 목표에 부합하도록 쓰기 활동에 합한 매체를 선정하고, 그 매체

(Spark Page, Padlet)를 활용하여 을 쓰고 공유하고, 고쳐쓰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

쳤다. 

◦ D학교 교사: 성취기 이 가장 잘 반 되어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 으나, 기존 09개정 

교과서를 심으로 진행하다보니 성취기 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업이라고 하기는 어

렵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차시에서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학습한 상황에서 ‘토론’이라

는 구체 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온라인 게시 을 선택하는 데에 이견이나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성취기 을 달성한 수업이라 볼 수 있다.

심사자들은 세 학교 모두 학습 목표에 성취기 이 반 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목 이나 주제

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을 쓰는 것’과 련해서는 학교에 따라 다소 다른 

평가를 내렸다. C학교의 경우 다양한 매체 층 를 구별하고 그 랫폼을 다시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여 매체 선정과 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을 잘 구 하 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에 반해 B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목 이나 주제에 따라 매체와 내용

을 선정하여 을 쓰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 목표에 학생이 사용해야 하는 랫폼이 이미 제시되

어 있다는 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D학교의 경우 토론 비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게 하 으나 학습 

목표가 설정된 성취기 에 하게 연결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그 로 반

하는 수 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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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업 내용의 합성

수업 내용의 합성 측면에서는 A학교 3.7, B학교 4, C학교 4.3, D학교 4.3을 기록하 으며 

심사자 모두 4학교의 수업에서 활용한 내용  련 자료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정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A학교의 수업은 동 상 제작  캡처 활동

으로 생산한 텍스트를 쓰기에 활용하여 의미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생산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기여할 수 있게 구안되었다. 수업에 ‘작은 여행 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생들이 

정한 장소에 직  방문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는 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게 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역시 A학교 수업과 련하여, 해당 성취기 에 합한 목표에 따라 

한 학습 내용과 방법이 구성되고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 다. 한,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게 을 쓰도록 하는 목표에 동 상을 활용한 기록, 동 상에서 의미 있는 한 장면을 

선택하여 캡처하는 활동,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기행문을 복합양식 텍스트로 생산하는 활동

이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련 깊은 활동이라고 보았다. 

B학교의 수업은 KERIS에서 개발한 두랑이라는 랫폼을 통해 독서 감상문을 쓰고 공유

하는 것이었다. 이 수업은 총 2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은 후 기억에 

남는 내용을 정리하고, 독서 감상문 시를 보면서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의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한다. 이후 두랑에 독서 감상문을 쓰고 돌려 읽으며 

댓 을 주고받고, 이 활동에서 나온 피드백을 반 하여 독서 감상문을 수정한다. 본 수업과 

련한 두랑에서 학생-학생, 학생-교사 간 피드백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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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 B학교의 두랑 활용 수업 장면의 일부

본 수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 을 올리고 댓 을 쓰면서 학생들이 

필자와 독자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웹 랫폼에서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각자 자신의 을 개선하면서 의미 있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것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많은 련이 있다고 평가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B학교 수업에 해 두랑이 학생-학생,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과 학생 포트폴리오 지원에 합한 도구이지만 디지털 인 새로운 쓰기를 

지원하는 도구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성취기 에서 의도하는 디지털 기술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 선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 다.

C학교의 주요 수업 내용은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쓰기’ 다. 이를 해 학생

들은 먼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을 써 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겪은 

일이 드러나는 을 쓴다. 학생들이 서로 댓 을 달면서 문장 호응 계에 한 단을 하도록 

하 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 리 이션(Spark page, Padlet)을 활용하 다. 그리고 학생들

이 자신들이 선택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하고 을 혼합하여 결과물을 완성

하고 공유했다는 에서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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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학교의 수업은 매체 자료에 따른 의사소통의 특성을 알아보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화

할 때 지켜야 할 에 해 알아본 후 인터넷에서 토론을 진행하 다. 이 과정에서 토론을 

한 비 과정에서 구  문서 등 클라우드 기반 업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을 련 자료를 

모으고 함께 정리하기 해 디지털 기술을 극 활용하 다. 한, 클래스 이라는 사이버 공간

을 활용하여 토론을 진행하 다는 에서 언어 자료와 활용 도구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상당히 련이 있다고 평가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문제 해결 지향의 에서 토론을 해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주도 으로 찾고, 이를 토론의 근거로 활용하기 해 정리하는 과정을 수업에서 요하

게 다루었다는 , 댓 을 활용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등을 근거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의미 있게 다룬 수업이라고 보았다.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학생 평가의 타당성 측면을 살펴보면 A학교 3.3 , B학교 3 , C학교 4 , D학교 4.7 을 

기록하 고, 4학교의 평가 계획  활동에는 다소의 격차가 보 다. A학교의 경우 상 제작과 

캡처를 통한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매체 사용의 의도와 효과 등을 검하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기 과 평가에 따른 피드백이 학습 목표에 제시된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부 련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 한 구체 인 평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통 인 쓰기 평가에 치우쳐 있다

는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A학교의 평가에 해 통 인 쓰기 능력 평가

에 치 한 이 다소 아쉬우나 이것은 교사 개인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실행에 해 확장된 개념 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 환이 교사의 실행 

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에 해 언 하 다.

B학교의 경우 평가 계획의 일부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련이 있지만 평가 련 피드백

에서 매체 련 서술을 찾아볼 수 없어서 실제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 다.

C학교는 평가 과제가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소통의 과정을 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수업

의 평가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상당 부분 련이 있다고 보았다. 심사자들은 C학교의 평가 

요소 3개  ‘매체 활용의 성’과 ‘ 쓰기 태도’의 평가 내용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련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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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학교는 앞의 세 학교에 비해 평가 계획-평가 요소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더 구체 으

로 반 되어 있었다. D학교는 평가 요소에 구  문서를 활용한 클라우드 업 방법, 클래스 을 

활용하여 토론하기와 온라인 토론을 할 때의 태도 등 기존의 평가 요소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련지어 재진술하 고, 그에 따라 상, , 하 수 별 평가 거를 마련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14> D학교의 평가 계획의 일부

평가 요소 배 상 하

클라우드 문서(구  문

서)를 이용해 원들과 

동하여 토론 자료를 

구성할 수 있는가?

클라우드 문서의 사용법

을 잘 알고 있으며, 매체

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 

쓰기, 이미지첨부, 출

처 링크 첨부, 댓 달기

 두 가지 이상의 자료

를 첨부할 수 있고, 문서 

체를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을 수정해  

수 있다.

클라우드 문서의 사용법

이 다소 서투른 편이나 

매체의 특성에 맞게 온라

인 쓰기, 이미지첨부, 

출처 링크 첨부, 댓  달

기  어도 한 가지 이

상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클라우드 문서의 사용법

이 서투르며, 매체의 특성

을 악하여 온라인 쓰

기, 이미지 첨부, 출처 링

크 첨부, 댓  달기등의 

자료를 첨부하지 못했다.

커뮤니티 앱(클래스 )

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과 토론할 수 있는가?

매체의 특성을 정확히 이

해하여 댓  달기, 댓

의 댓  달기, 사진 댓

이나 출처 링크 댓  달

기, 빛내기로 피드백하기 

 세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다.

매체의 특성을 비교  잘 

이해하지만 토론 능력이 

다소 부족함. 댓  달기, 

댓 의 댓  달기, 사진 

댓 이나 출처 링크 댓  

달기, 빛내기로 피드백하

기  두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다.

매체의 특성을 잘 악하

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댓 에 토론 주제와 련 

없는 내용을 달거나 근거 

자료를 내세우며 토론하

는 능력이 부족하다.

토론 활동 태도

자신의 의견을 극 으

로 제시하며 상 방의 의

견에 해 개방 으로 

근하는 올바른 토론 능력

을 지녔으며, 의 온라

인 업과정을 조정하거

나 동료에게 조언해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극 으

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다

른 사람의 의견을 존 하

며 토론한다. 의 온라

인 업과정을 조정하지

는 못하지만 열심히 참여

한다.

활동에 소극 으로 참여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

을 비난하는 댓 을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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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4학교 수업에서 활용한 사용 기술의 효과성 측면을 비교해 보았다. A학교 3.7 , B학교 4.3 , 

C학교 5 , D학교 4.7 , 평균 4.43 을 기록하여 수업에서 사용한 디지털 기술이 수업 내용과 

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각 학교에서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과 

한 련이 있음과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한 학습 활동을 지원한

다는 것을 보여 다. 수업에서 사용한 디지털 기술에 해 각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 A학교 교사: 키네마스터 어 리 이션은 동 상편집 어 리 이션으로, 동 상 편집에 

효과 이고 직 성이 뛰어나 특별한 동 상 편집 기술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동 상을 편집할 수 있었다.

◦ B학교 교사: 스마트단말기(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학습용 SNS 서비스인 두랑에 직

 을 쓰는 과정에서  차시에 본인이 작성한 내용과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을 

참고할 수 있다. 한 댓 을 이용하여 학생들 사이의 피드백, 교사의 피드백을 공유하

으며 디지털의 특성상 을 처음부터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정 기능을 사용하여 퇴고 

작업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

◦ C학교 교사: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스 크페이지, 패들렛 매체를 활용하여 쓰기 활동

을 진행하 다. 매체 도구(아이패드)를 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매체를 통한 쓰기가 

학생들의 쓰기 역량을 한 층 높일 수 있었다고 단한다. 쉽게 을 수정하고 고칠 

수 있고, 자신의 을 공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쓰기의 장 으로 사용 

기술의 효과성이 높았다. 

◦ D학교 교사: 해당 수업에서는 온라인 구 문서와 클래스 을 사용하 는데, 토론이라는 

업의 과정을 구  문서를 통해 진행한 이 효과 이었다. 매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 수업한 은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토론 과정에 필요

한 매우 한 기술로 여겨진다.

A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견학의 기록 매체로 활용하 고, 이때의 기록을 편집 

 캡처하는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쓰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동기가 

되어 다른 텍스트 생산에 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발 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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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교의 수업은 개인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두랑을 통해 학  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 고 이를 통해 생산 으로 소통하는 경험을 하고,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으로 리할 수 있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C학교의 수업에 해서 심사자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고 활용하 다는 

과 Spark page, Padlet 등의 랫폼이 학생들의 복합양식 텍스트 생산  상호작용에 

하게 련되어 있다는 을 높게 평가하 다. 이러한 에서 이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이 수업의 내용과 하게 련되어 있으며 학생의 디지털 활동을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 보았다. 

D학교의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기술은 클라우드 문서 시스템(구  문서)과 커뮤니티 어

리 이션(클래스 )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업 활동은 토론 비에 효과 으로 활용되었으며 

커뮤니티 어 리 이션은 실시간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에서 효과 이었다. 

한 토론을 마무리하는 평가 단계에서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토론 과정  결과에 

해 즉각 인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Ⅳ-2-5] D학교의 온라인 설문도구(구  설문)를 활용한 토론 평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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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교 여건의 성

학교 여건의 성 측면에서 A학교와 D학교는 3 , B학교와 C학교는 5 을 기록하 고 

평균은 4 이었다. 학교 여건의 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그에 해 각 학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 A학교 교사: 이 로젝트가 진행된 학교는 일반 학교로 교실에 와이 이를 비롯한 태블

릿 PC 등의 스마트기기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ICT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

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 률이 70% 정도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BYOD가 가

능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 상 촬   편집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 B학교 교사: 학교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한 소규모학교로 스마트단말기가 

충분히 확보되어 1인 1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상시 가능하며, 모든 교실에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다. 한 학교 특색으로 정보소양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이 

꾸 히 해왔기 때문에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한 수업이 익숙한 편이다.

◦ C학교 교사: 학교에 컴퓨터실 1실이 운 되고 있으며 산 련 문가가 없다. 아이패

드 41 가 구비되어 있다. 학교 체 무선망(KT)이 설치되어 있고, 아이패드 30 가 

운용되기에 버퍼링이 생겼지만 수업에 큰 무리는 없었다. 

◦ D학교 교사: 학교는 약 30학 의 규모에 2실의 컴퓨터실이 구축되어 있으나 시설이 매우 

낙후된 편이다. 한 태블릿 등의 편리한 스마트 도구가 없어서 학생 개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하는 편이며, 일부 학생은 스마트폰이 없어(21명  2명) 교사 개인의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무선 인터넷 환경은 5개 교실에 구축되었으나 신호 

범 가 좁고,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인증 받아야 하는 등의 차가 복잡하여 실질 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B학교와 C학교는 학교에 태블릿 PC가 구비되어 있으며 교실에

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B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로 태블릿 PC 활용이 보다 수월했

으며 휴 용 충 기 등도 구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해당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C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에 비해서 태블릿 PC 수가 게 비되어 있었으나 

활용하는 교사가 어서 면담에 참여한 교사가 수업에 해당 기기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답하 다. 한 향후 30 의 아이패드를 추가 구입할 정이라고 하여 해당 

학교의 디지털 기기 환경은 다른 학교에 비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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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와 D학교는 학교 내 태블릿 PC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무선 인터넷 환경 역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해당 수업을 할 때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하거나 학생 개인의 기기를 활용해야 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B학교는 소 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학생 1인당 1기기 확보, 

무선 인터넷 가능, 학생들의 평균 이상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등을 해당 학교의 강 으로, 

D학교의 디지털 장비 부족을 개선해야 할 으로 보았으나 이는 교사 역량과는 무 한 정책  

제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 하 다. 

3-1. 활동  참여 정도

활동  참여 정도 측면에서 A학교는 3.7 , B학교는 3.7 , C학교는 4.3 , D학교는 4.3 을 기록

하 으며 평균은 4 이었다. 심사자들은 체로 4학교 모두 학생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하고 있다고 보았다. 학생의 활동  참여 정도에 해 네 학교의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 다.

◦ A학교 교사: 체 으로 학생들이 동 상 촬 에 해 즐겁고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참여 정도는 활동 으로 볼 수 있다. 한 학생들이 여행지를 함께 선정하고 계획

을 함께 수립한 것으로 볼 때 참여도는 로젝트 진행에 한 정도로 단된다. 

◦ B학교 교사: 실시간으로 교사의 피드백이 댓 로 남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사가 직  

활동을 돕거나 다른 학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 학습부진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 다. 

◦ C학교 교사: 학생 1명당 아이패드 1 를 제공하여, 매체를 활용한 쓰기를 표 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극 으로 참여하 습니다. 한, 패들렛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이들

과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활동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 D학교 교사: 학생들은 디지털 매체  인터넷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며 매체의 

활용 범 도 매우 좁은 편이다. 한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무조건 으

로 꺼리거나 보호  에서 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반 으로 수

업에 극 으로 참여하 으며 수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거의 부분이 해당 수업을 앞

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 다.

4학교  가장 수가 높았던 학교는 C학교와 D학교 다. C학교는 교사가 하나의 쓰기 주제

(겪은 일이 드러나게 쓰기)를 제시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생산할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할 어 리 이션을 선택한다. 이것은 교사가 제시한 맥락에 따라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자기주도 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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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학교 역시 토론이라는 수업 내용과 상황은 교사가 설정한 것이지만 그 맥락 안에서 학생들

이 구  문서를 활용한 업, 사이버 공간에서 댓  달기를 통해 이루어진 토론 상황 등에서는 

학생들이 극 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이 수업에 해 문제 

해결 지향의 에서 토론을 해 인터넷 자료를 찾고, 이를 토론의 근거로 활용하기 한 

정리 과정을 수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 댓 을 활용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을 언 하 다.

[그림 Ⅳ-2-6] D학교의 클래스 에서 댓  토론하기(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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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와 B학교의 수는 앞의 두 학교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 이유는 B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랫폼( 두랑)을 교사가 지정해주었고, 그와 련해서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 

역시 결정되어 있었다. 그 기 때문에 수업에서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다소 낮은 모습을 보 기 

때문에 자기주도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심사자들의 평이 있었다. 

A학교의 경우에는 3명의 평정자  1명의 평정자가 다소 낮은 수로 평가를 하 기 때문에 

평균 3.7 을 기록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이 수업에 해 기행문을 복합양식 텍스트

로 생산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련 있는 유의미한 미니 로젝트를 계획‧수행하

면서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인 이 돋보인다고 평가하 다.

3-2. 문제 실행력 정도

문제 실행력 정도를 살펴보면 A학교는 3.7 , B학교는 3.7 , C학교는 4.3 , D학교는 4.3 , 

평균 4 을 기록하 다. 비교  높은 수 의 수로 각 학교의 수업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

하여 학생의 문제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A학교의 경우 학생 각자가 동 상 제작 기술과 캡처 기술을 활용하

여 개별 으로 인상 깊은 장면을 선택하고 해당 장면을 바탕으로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는 을 

썼다. 이는 곧 자신이 해결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하 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학생들의 활동  참여 정도와 연결지어 해당 항목에 해 학생 간 력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과제를 수행하 고 수업 내용과 평가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수업이라고 언 하 다.

B학교의 수업에 해 심사자들은 교사가 목 , 내용, 주제, 소통 방식 등을 안내하고 그 안에

서 학생들이 소통하 다는 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매체와 내용을 쓰기 목 과 주제에 따라 

직  선정하게 하 다면 더 좋았겠다는 것을 아쉬운 으로 언 하 다.

C학교는 교사가 쓰기 주제를 제시하 지만 학생들이 매체를 스스로 결정하 다는 , 을 

생산할 때와 공유할 때 각각의 상황에 가장 하다고 단한 매체를 수업에 활용하 다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겪은 일이 드러나게 을 쓰기 하여 한 그림, 

사진 등을 검색한 후 선정하 고 과 그림/사진 등을 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쓰

기를 하 다. 그리고 이를 공유하여 학생 간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 피드백을 반 하여 수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에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 으로 참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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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C학교의 학생 결과물 : 겪은 일이 드러나게 쓰기(Spark page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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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들은 D학교의 수업이 토론  비 과정을 수업에서 의미 있고 주요한 활동으로 다루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클라우드 문서(구  문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각자가 

검색한 자료를 공유하고, 공유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 다는 이 유의미한 업 활동이었다고 

보았다. 한 인터넷 상에서 토론을 진행하 고, 토론 후 평가 과정까지를 포함하 다는  

등 토론의  과정을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문제 실행력 정도에서 높은 

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인터넷으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여 

한 자료를 선정해 토론하도록 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었다고 평가하 다.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실제  자료 선정 정도에서 A학교, B학교, C학교는 4 , D학교는 4.3 을 기록하 고 평균은 

4.08 이었다. 실제  자료 선정 정도와 련하여 각 학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 다.

◦ A학교 교사: 학생들이 스스로 여행지를 선정하고 난 뒤 사 답사를 통해 여행지 약속 

확인  필요한 내용을 직  선정했다. 

◦ B학교 교사: 학생들이 평소에 충분히 읽은 문학 작품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도록 하 다. 

한 평소 학생들이 스마트단말기를 자주 사용해왔고, 학  SNS인 클래스 , 학습용 SNS인 

두랑을 비롯하여 e-학습터, 칸아카데미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학습 활동에 익숙하다. 

수업에 투입된 모든 자료가 체로 학생들에게 친숙하며 하다고 볼 수 있다.

◦ C학교 교사: 자신의 경험을 토 로 쓰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쓰기 감을 찾아내고, 쓰기를 진행하 다. 

◦ D학교 교사: 해당 수업은 이  단원에서 배운 토론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수업으로써, 

교사의 자료 선정과 제시보다는 학생들의 자료 수집과 조사 활동이 심이 된다. 학생들

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자료를 직  찾아보고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 자료가 수집되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명언, 통계 자료, 사진 등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찾아내었으며 자료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 다.

A학교의 교사는 본 수업을 하기 에 이와 같은 목표의 수업(견문과 감상이 드러나는 기행문

이나 견학 기록문 쓰기)이 재미없고 성공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학생들이 느끼기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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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지 않은 여행’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학생들에게 기행문과 견학 기록문 작성과 련하여 

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을 쓸 수 있게 하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록의 도구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고 단순 기록뿐만 아니라 기록한 상

을 하게 편집하는 과정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매체가 학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여행 는 견학의 장소가 실제 학생 삶과 연 된다는 에서 실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림 Ⅳ-2-8] A학교의 학생 결과물  : 견문과 감상이 드러나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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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교 수업의 실제  자료 선정 정도는 평정자 간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기 해 읽은 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는데 두 평정자는 동화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로 표 하 다는 과 학생 각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제재에 근

하 다는 에서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동화가 교과서 내에 이미 정해진 

문학 작품이며 이 작품만 교수･학습 활동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에서 실제성이 다소 떨어

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작성한 답변이나 독서감상문 등을 보면 

수업 과정에서 찾아낸 주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반응한다는 에서 제재 자체가 학생의 

실제 삶과 연 되거나 제재 선택에 학생의 결정권이 반 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학교 수업은 쓰기의 주제가 ‘겪은 일이 드러나는 쓰기’라는 에서 학생의 삶과 한 

련을 가지고 시작하 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과 그림, 사진 등을 결합하여 표 하 고 

이 때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선정하여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 다는 에서 

높은 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이 직  거나, 자신이 힌 사진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쓸 내용에 한 사진을 검색하여 사용하 다는 은 학생들이 직  장소를 

선정하여 상과 사진을 고 이것으로 기행문 는 견학 기록문을 작성한 A학교의 수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D학교는 토론 주제와 련된 교실 밖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업을 통해 

선정, 정리하고 각자의 주장에 한 자료로 정리하 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에 의미 있는 자료를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선정하 고 이것이 곧 수업의 요한 

자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에서 실제  자료 선정 정도가 높았다고 단하 다. 디지털 리터

러시 문가는 이 수업이 인터넷으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여 한 자료를 선정해 토론하

도록 하 는데,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평가

하 다.

3-4. 력  실행 정도

마지막으로 력  실행 정도에서 A학교 3.7 , B학교 4.3 , C학교 4 , D학교 4.3 을 기록

하 고 평균은 4.08 이었다. 상을 촬 ‧편집하는 수업은 자칫 잘못하면 동 상 제작과 편집 

과정이 숙련된 일부 학생의 몫이 될 수 있는데 A학교의 수업은 본차시 학습 활동이 동 상 

제작이 아니라는 과 상 촬 이 여행/견학의 기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그리고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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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계획  수행, 기록이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지나 결정  장면을 선정하여 을 쓰는 활동

은 개별 활동이라는  등을 통해서 여러 명의 업이 이루어지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학생 스스로 

의미 있는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력 활동을 하게 하 다는 을 언 하 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국어과 내용  방법과 히 결합한 활동이라고 평가하 다.

B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하면서 독서 감상문을 공유하고 서로의 을 

수정, 보완한다. B학교 교사는 해당 학 의 수업의 력  실행 정도에 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 다.

◦ B학교 교사: 체 학생들에 한 교사의 1:1 피드백을 해서는 댓 을 활용하 으나, 

학생들끼리의 피드백은 스마트단말기를 직  바꿔서 살펴보고 구두로 피드백을 주고받

도록 하 다. 한 정보소양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주변 학생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이미 일상화된 학 이다.

학생들이 독서 감상문을 공유하는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력을 해야 조  

더 좋은 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학생이 개인 기기로 두랑에 속하

고 그 안에서 댓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면에서 학생 간 력 활동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이 연  있어 보인다.

C학교는 학  학생들이 자신들이 선정한 매체로 을 쓰고 공유하는 과정, 공유하는 과정

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 하여 자신의 을 수정하는 과정, 활동 마무리 소감을 공유하는 과정 

등 활동 반에 걸쳐서 력 으로 활동하 다. 학생들이 동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 으며 새로운 공유 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 간 의사소통이 자유

로웠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신 인 수 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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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 C학교의 학생의 동료 평가 장면

D학교는 토론 자료를 클라우드 문서를 통해 정리하 고, 이 과정에서 각  내의 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토론이 커뮤니티 어 리 이션(클래스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난 수업이었다. D학교 수업의 력  실행 정도에 해 해당 교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 다.

◦ D학교 교사: 수업 자체가 온라인 업도구인 구  문서를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학생들

이 자연스럽게 력할 수 있었다. 한 교사가 직  구  문서에 ‘댓 ’을 달거나 하는 

모습을 시범보임으로써, 학생들의 업과정에서 온라인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수업 평가에 있어 학생들은 체 으로 자신의 토론 이 토론에 잘 참여하 다고 응답

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D학교의 수업이 학교의 자원 여건과 학생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교사가 한 기기, 기술, 내용, 방법을 선정하여 학생 간 력  활동을 이끌어

낸 우수한 수업이라고 평가하 고, 실제 학교 장 여건(학교의 기술  여건과 학생들 사이의 

역량 차이)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교과 특성에 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에 시사하

는 이 많은 수업이라고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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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0] D학교 수업  구  문서로 반  토론 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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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1] D학교의 온라인 설문도구(구  설문)를 활용한 토론 평가의 일부

이상 국어과의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국어과는 쓰기 역의 성취기 인 ‘[6국

03-02]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을 쓴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강원, 구 각 1개, 부산 2개씩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평정  분석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국어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분석 결과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과는 등 성취기 인 ‘[6국03-02]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

여 을 쓴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강원, 구 각 1개, 부산 2개씩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평정  분석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국어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 두랑, Spark page, Padlet, 

클래스 ) 등을 사용하 고, 체로 성취기 을 달성하기에 한 수 의 것을 교사가 제시하

거나 학생이 선정할 수 있었다. 둘째,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하고 있는 편이었고, 디지털 기술로 단순 기록뿐만 아니라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실제 학생 삶과 연 지어 자료를 확보하는 실제성을 터득하고 있었다. 셋째, 국어과 특성상 

디지털 기술을 통해 력  실행을 진행하고 있었다. 즉, 을 쓰고 공유하는 과정, 공유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 하여 을 수정하는 과정, 활동 마무리 소감을 공유하는 과정 

등 활동 반에 걸쳐서 력 으로 활동하 다. 넷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격차

가 있었으며 이는 학교의 기술  자원과 환경  조건에 많은 향을 받았다. 넷째, 평가에 있어

서 평가 요소나 내용에 한 진술이 통 인 국어과 평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 도덕과 수업 사례 분석 결과

도덕과의 경우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의 등학교 성취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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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총 3개 학교의 수업 사례를 수집하고 이와 련하여 교사 면담을 시행하 다. 이에 

수업 사례 분석 기 에 따른 도덕과 평정그룹의 학교별 평정 결과  그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

하면 <표 Ⅳ-2-15>와 같다. 지면 계상 A, B, C 세 학교  C학교의 평정 자료를 일례로 

제시한다.

<표 Ⅳ-2-15> 도덕과 수업에 따른 학교별 평정 자료-C학교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1. 

내용의 

타당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① 5

5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언어 을 알고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수업 목표가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

와 련이 있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와 련된 디지털 역량 함양에 기여함.

② 5

수업의 학습 목표를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언어 을 알고 실천 의지

를 가질 수 있다.’로 설정하여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는 도덕과 성취기 을 달성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역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와 

련되어 있음.

③ 5

본 수업 련 성취기 인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는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네 역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

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와 련됨. 성취기 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을 충실히 다루고 있음. 구체 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언어 과 실천 의지를 제시하고 있음.

1-2. 

수업 

내용의 

합성

① 5

5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 바람직한 사이버 공간 언어 , 사이버 언어 생활 

규칙 만들기 등의 내용  련 자료가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여 생산 으로 소통 창조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 있음.

② 5

내용 인 측면에서는 인지, 정의, 행동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사이버 공간

에서의 도덕  민감성을 기르고 실천 의지와 행동으로 연결되게 구성하 으

며 련 자료 한 스마트 기기 활용한 정보 탐색  선 달기 리집 활용, 

퀴즈 어 을 통한 소통 등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기여함. 교수･학습 

계획 체 맥락에서 보았을 때 본 차시에 이러한 내용이 이후 정보통신 윤리 

공익 고 제작하기, 정보통신 윤리 게임 만들기 등과 같은 실제 인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문제해결 내용이 발 으로 확장되어 활용 

되어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

의 생산 인 소통  창조’와 같은 반 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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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③ 5

정보 사회의 특징, 정보 기기의 종류의 이해와 기능의 실습, 정보통신윤리, 
고 제작  발표, 오조  게임을 이해하고 정보통신 윤리 게임 만들기 등을 

다루고 있음. 이는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등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을 구체 인 
수 에서 구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매우 련이 높음.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① 5

5

찰법  학생 상호 평가, 자기 보고 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사이버 언어 생활 규칙 실천을 거하고, 유형별 사이버 언어 폭력 사례  느낀 
을 발표하며 사이버 언어 생활 규칙을 만드는 평가는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과 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음.

② 5

수행평가 1,2를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을 알아보고 
규칙을 만들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의 올바른 이해와 비 인 분석 능력 
함양을 평가하고 있음. 수행평가 3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평가 하고자
함. 평가의 내용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체 으로 ‘디
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라는 디지털 
러시 역량 평가에 을 두고 있음.

③ 5
수업자의 평가 계획  활동을 살펴보면 학습 목표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별 
사이버 언어 폭력 사례  느낀  발표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과 련이 있음.

2. 

지원의 

효율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① 4

4

태블릿 PC, 휴 폰을 이용한 선풀 달기, 소크라이  어 을 이용한 퀴즈풀기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한 디지털이 더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음. 

② 4

본 차시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술은 온라인가정학습(클래스 ), 조사 시 스마
트폰 인터넷 활용, 선  달기 활동 시 리집 활용, 퀴즈 문제 해결 시 어  
활용에 사용되고 있음. 반 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체로 디지털 
기술이 주 활동이 되기보다는 보조 인 역할을 하고 있음.

③ 4

수업 내용은 사이버 에 한 것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
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과 상당 부분 련 있음.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태블릿 PC와 휴 폰을 이용한 선 달기 운동 사이트 
검색  특정 주제 선  달기, 소크라티  어 을 이용한 퀴즈 풀기임. 학생들
이 디지털 기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계발을 한 학습 활동을 극 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음.

2-2. 

학교 

여건의 

성

① 5

5

태블릿 PC 13 를 보유하고 있고 무선 통신 환경이 구축된 융합인재교육실
이 있음. 한 단  로젝트와 화이트보드가 면에 설비되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

② 5

태블릿PC 13 가 보 되어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태블릿 보  정도가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하여 개인 단  활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학교 내부에 무선 통신 환경이 구축된 융합 인재 교육실이 
있으며 단  로젝트 등이 보 되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 활용에 쉽게 
근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지원 하고 있음.

③ 5

학교는 2018학년도 SW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태블릿 PC 13 를 보유
무선 통신 환경이 구축된 융합인재교육실이 있음. 단  로젝트와 화이트 
보드가 면에 설비되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짐. 
이를 볼 때 디지털 기기에 근이 용이하고 수업 활동에 다양한 기기가 충분
히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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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① 4

4

선  달기라는 활동을 교사가 정해주는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주도성이 한정 으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학생들이 직  선 을 

다는 활동은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② 4
수업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주로 교사가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게시

하는 공간이나 교사가 구성해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쓰이고 있음. 

③ 4

교사가 선  달기 운동 사이트라는 해당 사이트를 지정해 주고, 특정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 각자가 태블릿 pc  휴 폰(1인 1디바이스)를 통해 문제 해결함. 

소크라티  어 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 사이버 폭력 방을 한 실천 

의지를 어보는 과제를 개인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3-2. 

문제 

실행력 

정도

① 5

4.67

선  달기 활동을 하여 태블릿 pc  휴 폰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확장하고 있음. 

②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이 자료 탐색과 선  달기, 문제 풀기에 활용되

고 있어 교사가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디지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학생들이 주도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 만들기 부분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교수･학습계획 체 맥락에서 볼 때 

본 차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정보통신 윤리 공인 고 UCC 제작, 

정보통신 윤리 게임 만들기 등을 통해 신 이며 확장 발 인 방향으로 

구 될 기틀을 마련함.

③ 4
교사가 선 달기 운동 사이트라는 해당 사이트를 지정해 주고, 특정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 각자가 태블릿 pc  휴 폰(1인 1디바이스)를 통해 문제 해결함.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① 5

5

학생들이 직  선 을 다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악 보다

는 선 을 달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② 5

디지털 기술 활용  선  달기 운동 등은 학생들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인 맥락에서 강조되고 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임.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  민감성을 의미 있게 기르게 되고 지속 으

로 활용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보임. 

③ 5
교사가 제시한 교과 내용에 따라 태블릿 pc  휴 폰(1인 1디바이스)를 통해 

선  달기 운동 사이트라는 교실 밖 자료에 근할 기회가 생김.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① 5

5

모둠별로 사이버 공간의 언어 을 조사하고 반 학생들이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을 통하여 학생 간 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됨.

② 5
바람직한 사이버  발표하기와 우리 반 사이버 규칙 만들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③ 5

모둠별로 사이버 공간에서 올바른 언어 을 조사하고 반 친구들과 지킬 

수 있는 사이버 언어생활 규칙을 만들어 보는 과제를 제시함. 해당 과제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과제를 해결함.

체 평균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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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수업 

반 

련

우수한 

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와 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임. 학생들이 직  선  달기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윤리 인 민감성  실행력을 높여 .

②

해당 수업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도덕과의 성취기 을 매우 명확하게 반 하고 

있음.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민감성을 길러 디지털 기술에 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그를 통해 악한 정보를 비 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학생들에게 기를 수 있게 함. 

특히 본 차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보통신교육과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련하여 

21차시 분량의 로젝트 수업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 있음. 본차시 에서는 그  도덕과에서 수행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으로 활용함으로써 교과 성취기  달성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함양으로 

이어져 교과의 특성 한 잘 활용한 수업임.

③
도덕과 교과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역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에 을 맞춰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함.

아쉬운 

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지만 학생들이 평소에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활용법을 알려주어 다양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욱 좋을 것 같음.

②

평정기 으로 수업을 분석하 을 경우 디지털 기술의 활용 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주도

인 기술 활용이 었다는 부분임. 교과의 특성과 으로 함양하고자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기술 활용 부분보다는 정보통신 윤리 인 부분에 있으므로 이 게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됨. 규칙 만들기 부분에서 디지털 기술을 극 활용하여 수업

을 구성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보충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③

사이버 폭력 유형별 사례를 온라인 가정 학습으로 수행했다면 단순히 PPT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형태, 느낀 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가 가능하도록 활동을 

제시하 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으나 주로 퀴즈 풀기, 댓  달기 

등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측면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업 활동이 

추가되면 좋겠음. 상호 력을 통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활동을 

추가했으면 좋겠음. 사이버 폭력 방 실천의지를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소크라티  로

그램을 통해 어보는 활동에서 다 같이 공유하고 함께 응원지지 해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도덕과에서 강조하는 도덕  실천의지를 보다 함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도덕성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수업 략을 활용했으면 함. 

수업 

총평

①

UCC, 고제작, 게임 활용 등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일상생활과 하게 련지어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러 과목과 연결된 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함.

②

정보통신과 련하여 21차시 분량의 로젝트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리터

러시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고 있음. 로젝트 수업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학생들

의 태도 인 측면과 기술 인 측면이 골고루 길러지고 있으며 기술 인 측면에서도 UCC, 

고제작, 게임 활용 등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일상생활과 하게 련지어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본 차시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직 인 향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에 하여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리터

러시 역량 함양을 한 체 로젝트 과정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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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거 자료를 토 로 도덕과 3개 학교의 수업 평정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2-16>

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과 수업의 치를 확인하여 기 을 갖고 항목별로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Ⅳ-2-16> 도덕과 수업 체 평정 결과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③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한 내용의 타당성, 지원의 효율성, 수 의 성이 

비교  높은 우수사례로 보임.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해 제반 여건, 디지털 리터러시

에 한 교사의 이해  교육 활동의 재구성 측면에서의 교사의 문성, 학생의 비도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 음.

디지털 

리터러

시 

문가 

의견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민감성을 기르고 실천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한 

도덕과 성취기 의 본질에 충실한 학습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 으며, 수업의 방법과 학생 

참여 측면에서 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수업 사례임. 클래스 을 활용한 학교와 

가정 연계 학습, 스마트폰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조사, 인터넷을 활용한 선  달기 활동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 인식과 해결을 한 일 된 목표 하에 이루어

짐. 소 트웨어 선도학교인 학교의 무선 통신 환경  1인 1 디바이스 환경이 도덕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효과 으로 지원함.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인터넷 환경의 

실천으로 연계하도록 한 이 우수함.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도덕과의 성취기 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질 인 내용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업 목표와 내용에 반 하고, 자료 

활용  수업 활동에 디지털 기술을 목한 이 사례는 교과 특성과 본질에 합한 수업 구성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음. 이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한 교사의 교과 문성 함양이 

우선 이고 필수 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항목 학교
평정 결과

수 평균

1. 내용의 타당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A 5

5B 5

C 5

1-2. 수업 내용의 합성

A 5

5B 5

C 5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A 5

4.89B 4.67

C 5

2. 지원의 효율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A 5

4.44B 4.33

C 4

2-2. 학교 여건의 성

A 5

4.33B 3

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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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학습 목표의 부합성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5 , 5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5 이었다. 이는 매우 높은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과 

[6도02-01] 성취기 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학습 목표로 잘 구 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세 학교의 학습 목표와 이에 한 각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A학교 교사: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직  사용하고 익숙한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 일 것이라고 생각하 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  정

보지식 리터러시와 사회문화 리터러시에 비 을 두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규명하여 

찾고, 이를 목표에 알맞게 활용하는 능력과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시민의식

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 습니다.

◦ B학교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련 도덕과 성취기  [6도02-01]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

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국어, 실과, 미술, 도덕 융합 수업을 실시하 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반에 걸쳐 성취기 과 련한 내용을 수업에 구성하고 학생들을 환기시켰습니다. 

◦ C학교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련 도덕과 성취기  [6도02-01]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

이버 공간에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언어 을 알아보고 실천하고자 하는 정보 통신 

윤리 련 학습 목표를 세웠습니다. 

 항목 학교
평정 결과

수 평균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A 5

4.67B 5

C 4

3-2. 문제 실행력 정도

A 5

4.67B 4.34

C 4.67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A 5

4.78B 4.34

C 5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A 5

4.89B 4.67

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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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심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A학교의 경우 스마트 기기를 효과 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게 하 으며, 사이버 폭력 방을 해 해야 

할 일을 캠페인 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학습 목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을 충실히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수업의 정 인 측면으로 보이는 자료 탐색, 다양한 기술 도구 활용, 상 

제작은 도덕 수업의 목표 차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으며, 수업의 방법 차원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도모하기 해 기술 으로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수업은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과 성취기  연계-통합 수업의 미덕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사이버 공간의 문제 탐색에 한 보다 다양한 과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와 내용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수업이라고 보았다. B학교의 ‘매체 

자료를 효과 으로 활용하여 발표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과 련된 부분으로, 성취기 에서 

으로 다루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확장하여 발 으로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정보 통신 윤리를 알아보고 도덕  민감성을 기르고 실천한다.’

라는 학습 목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량과 연 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C학교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언어 을 알고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는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와 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수업 내용의 합성

수업 내용의 합성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5 , 5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5 이었다. 이는 매우 높은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수업에서 활용

한 내용  련 자료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심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A학교의 경우 본 차시 수업을 하여 정보 사회의 특징을 알아보고 

정보 기기의 바른 사용 방법 단을 하며 사이버 폭력 유형 실태를 조사하고 사이버 폭력 방 

방법을 알아보는 내용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한 사이버 폭력 방 캠페인 상을 제작하는 데 활용한 자료 역시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B학교의 경우 본 차시의 목표 달성을 하여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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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과 의사소통 상황, 정보 기기의 종류와 기능, 정보 사회의 특징, 오조 을 소재로 정보윤

리의식 홍보 자료 상 계획  제작 활동을 사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수업 내용도 

스마트폰이나 상 편집 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 통신 윤리 홍보를 한 자료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본 차시에서 학생들의 결과물 발표  공유로 이어지게 하여 수업의 내용  

련 자료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다음 

[그림 Ⅳ-2-12]는 B학교 수업 후 학생들의 소감문  일부인데, 여기서는 본 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을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다. 즉, 본 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에서 활용한 내용  련 자료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해 정 으로 

작용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C학교의 경우 내용 인 측면에서 도덕성의 세 가지 측면, 즉 인지, 정의, 그리고 행동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민감성을 기르고 이를 다시 실천 의지와 

행동으로 이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이 구성되었다. 한 련 자료 역시 스마트 기기를 활용

한 정보 탐색  선  달기 리집 활용, 퀴즈 애 리 이션을 통한 소통 등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직 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었다. 교수･학습 계획 체 

맥락에서 보았을 때 본 차시에 이러한 내용은 이후 정보통신 윤리 공익 고 제작하기, 정보통

신 윤리 게임 만들기 등과 같은 실제 인 디지털 기술 활용  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게 볼 때 학생들의 문제 해결 내용이 발 으로 확장되어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와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2-12]와 같이 학생들은 본 차시 수업을 통해 사이버 을 잘 지켜

야겠다고 다짐하고 자신의 몇몇 행동이 사이버 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었음을 반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 차시 수업의 내용과 자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도록 돕는 수업으로 타당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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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2] C학교의 학생 소감문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학생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4.67 , 5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4.89 이었다. 이는 비교  높은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평가 계획 

 활동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타당하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심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A학교의 경우 학습 목표를 하여 보고서 평가, 찰 평가, 동료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

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을 소개하고 제작 

의도를 설명하도록 하며 사이버 폭력 방이라는 상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상을 제작했는가에 한 평가 항목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A학교의 본 차시에 해당하는 수행평가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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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3] A학교의 수행평가 과제 

B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평균이 조  낮게 나왔는데, 심사자들에 따르면 상의 내용

과 주제가 잘 어울리는지, 상을 통해 제작 의도가 잘 드러났는지, 그리고 주제와 상의 분

기에 맞게 발표를 잘했는지의 평가 기 은 도덕과 수업 목표와 부합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하는 기 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이러한 평가 계획이

나 활동이 도덕과 인 부분보다 국어과의 매체의 활용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역시 상 제작의 의도,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자료 제작과 발표 

등에 한 평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의 측면에서는 합하나, 도덕과가 다루어야 할 본질

인 내용과는 거리가 먼 평가라고 보았다. 하지만 련된 차시 흐름을 확인하면서 교수･학습 

계획 체 맥락으로 보았을 때, 앞 단계에서 정보기기에 한 이해 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 차시의 수업 내용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반 인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다소 제한 이기는 하지만 디지

털 리터러시 역량 평가와 일정 부분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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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4] B학교의 수행평가 과제 

C학교의 경우 수행평가 1, 2를 통하여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을 알아보고 

규칙을 만들면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올바른 이해와 비 인 분석 능력 함양을 평가하고 있었고, 

수행평가 3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평가하고자 하 다. 이러한 평가 설계는 디지털 리터

러시의 개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와 타당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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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5] C학교의 수행평가 과제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지원의 효율성과 련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기술의 효과성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4.33 , 4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4.44 이었다. 심사자

들의 의견에 따르면, 5 을 기록한 A학교의 경우 수업에서 스마트 기기, 센드애니웨어, 키네마

스터, 학  클래스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

고 사용하도록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효과 으로 작용하 다고 할 수 있었다. 

한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익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인 학습을 설계하여, 수업에서 사용한 디지털 기술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과 타당하게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은 A학교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기기  로그램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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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6] A학교의 디지털 기기  로그램 활용 모습

B학교의 경우 A학교의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왔는데, 심사자들에 따르면 그 이유는 본 차시

가 학생들이  차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발표하며 공유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차시 수업 내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련되

어 수업 평가 련 항목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시 흐름을 

확인하며 교수･학습 계획 체에서 볼 때 학생들이 수업 계획 단계에 따라 학습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며 피드백하고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덕과 수업 목표와 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평가에 일정부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단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림 Ⅳ-2-17] B학교 학생들의 학습 결과 공유 모습

C학교의 경우 A학교, B학교보다 평균이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본 차시에서 활용된 디지

털 기기  로그램이 온라인가정학습(클래스 ),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활용, 선  달기 

활동을 한 리집 활용, 그리고 퀴즈 문제 해결 시 애 리 이션 활용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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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는 하지만, 체로 이들이 내용 자체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보조 인 수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디지털 기기들은 수업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맥락에서 충분히 악될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2-2. 학교 여건의 성

학교 여건의 성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3 , 5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4.33 이었다. 이는 상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는데 학교 여건에 

하여 각각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 A학교 교사 : 재 세종시는 모든 학교에 스마트 스쿨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생 

4인당 1패드가 제공되며 무선인터넷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스마트폰의 보 률

이 높아 희 반 같은 경우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 과 자

교탁이 있어 디지털 수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 B학교 교사: 무비메이커 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 으나 공식 서비스가 작년에 종료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 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

는 스마트폰의 동 상 편집 앱들이 보다 유용하고 실제 임을 악하 습니다. 

◦ C학교 교사: 본교는 2018학년도 SW교육 선도 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산으로 태블

릿 pc 5 를 추가 구입하여 재 태블릿 pc를 13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차시 수업을 

해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무선 통신 환경이 구축(2013년 설비 완료)된 

융합인재교육실을 수업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이곳에 제한 으로나마 자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단  로젝터와 화이트보드가 면에 설비되어 있어 교수 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와 련하여 심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하면, 먼  A학교의 경우 자 칠   무선 인터넷 환경

이 구축되어 있고 패드가 4인 1 로 공 되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과 련하여 우수한 환경

으로 단될 수 있었다. B학교의 경우 평균 수가 3 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학생에게 충분한 디지털 기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

다. 한 컴퓨터실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수업과 련하여 사용된 디지털 기기 역시 학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 아닌 학생 개인이 비했음을 확인해 볼 때 매우 제한 인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음의 학생 소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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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8] B학교 수업 후 학생 소감문

C학교의 경우 단  로젝트가 면에 설치되어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단할 수 있었다. 이 게 볼 때, C학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근

이 용이하고, 련 수업 활동에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2-19] C학교에서 단  로젝트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모습

3-1. 활동  참여 정도

마지막으로 수 의 성과 련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  참여 정도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5 , 4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4.67 이었다. 

이는 비교  높은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다. 심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A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방을 한 캠페인 상을 샌드에니웨어 애 리 이션을 통해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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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러링 로그램 뷰어를 활용하여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생들이 개인 정보와 작권의 의미 이해 수 에서 더 나아가 

유튜 , 카카오스토리, 페이스 북 등 SNS에 상을 업로드해보고 친구들에게 사  동의를 구해 

출처, 작권 밝히기 등의 퍼오기 활동도 해 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활동 으로 참여했

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참여 정도에 한 A학교 교사에 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A학교 교사 : 동기 유발 후의 수업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수업을 이끌도록 

하 습니다. 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방향만 제시하 습니다. 그리고 5학년 수

의 학생들이 평소 즐겨 사용하는 디지털기기이기 때문에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더 많은 것을 하길 원했습니다. 등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체육수업과 비슷

한 참여도를 보 다고 생각됩니다. 

B학교의 경우 교수･학습 계획 단계에 따라 앞 차시에서 정보통신 윤리나 상 제작 애 리

이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가 제공한 ‘정보통신 윤리 홍보 상 제작’이라는 과제를 수행

하여 본 차시에서 그것을 발표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주도 으로 오조 이나 동 상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상을 제작

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학교의 경우 평균이 4 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수가 낮은데 

그 이유는 수업이 교사가 선  달기 운동 사이트를 지정해 주고 특정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 

각자가 태블릿 pc  휴 폰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디지털 기술이 주로 교사

가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따르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직  선 을 다는 활동은 일정 부분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3-2. 문제 실행력 정도

문제 실행력 정도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4.34 , 4.67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4.67이었다. 이는 비교  높은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심사

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A학교의 경우 키네마스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폭력 방 캠페인을 

만들어보고 뷰어 로그램으로 공유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산출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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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0] A학교 학생이 키네마스터를 이용하여 만든 동 상

B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평균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본 차시가 발표만 하는 수업

이기 때문에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확장 으로 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피드

백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욱 문제 실행력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 

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두 개의 오조 이 이스를 하며 ○,× 문제를 

맞추는 형식으로 동 상을 제작하고, 오조 이 하나의 과제를 통과하며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매제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을 알아가도록 동 상 제작을 하여 반 으로 학생이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2-21] B학교에서 오조 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모습 

C학교의 경우 한 심사자가 4 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교사가 선  달기 운동 사이트라는 

해당 사이트를 지정해 주고 특정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사가 사이트와 

주제를 지정해 주어서 문제를 확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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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이 자료탐색과 선  달기, 문제 풀기에 활용되고 있어 

교사가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디지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디지털리터

러시 문가는 클래스 을 활용한 학교와 가정 연계 학습, 스마트폰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조사, 인터넷을 활용한 선  달기 활동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 인식

과 해결을 한 일 된 목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실제  자료 선정 정도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4.34 , 

5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4.78 이었다. 이는 비교  높은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실제

로 심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A학교의 경우 본 차시 의 수업에서 ‘우리 반 사이버 폭력 피해 

실태’, ‘스마트폰 독’ 등을 조사함으로 본 차시에서 수업이 학생들의 삶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실질 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 수업의 주제인 ‘사이버 윤리’가 학생의 체 

삶과 한 연 이 있으며 사회 으로도 구성원 체가 함께 고민하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맥락

으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보 다. B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보다 평균이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본 수업이 정보 윤리의식 홍보 자료를 발표하는 수업인데 이 수업이 학생의 삶과 연결되고 실제

인 자료를 선정하 기 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발표하고 추상 인 자료를 사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C학교의 경우 디지털 기술 활용  선  달기 운동 등은 학생들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인 맥락에서 강조되고 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보 다. 한 학생들이 직  

선 을 다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학생이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자료가 실제 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림 Ⅳ-2-22] C학교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선 을 다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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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력  실행 정도

력  실행 정도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4.67 , 5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4.89 이었다. 이는 비교  높은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력  

실행 정도 측면에서의 각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A학교 교사 :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한 은 다른 친구에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능동 으로 나서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 습니다. 이 부

분을 활성화하기 하여 모둠 활동  토의를 강조하 습니다. 혹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과제를 주었습니다. 각각의 개인 과제를 바

탕으로 학생들은 모둠원 개개인의 의견을 반 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실천하도록 수업을 

구성하 습니다.

◦ B학교 교사 :주제 선정에서 동 상 자료 제작까지의 모든 과정이 모둠 활동으로 이루

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모둠 활동을 자주 경험한 아동들이라 모둠 활동을 진행하는 데

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늘상 발생하는 의견 충돌은 있었으나 명하게 해결하 습

니다. 한 다른 모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하는 업 활동도 잘 이루어졌

습니다.

◦ C학교 교사 :모둠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언어 을 조사하여 발표하고(활동 

1) 반 친구들과 지킬 수 있는 사이버 언어생활 규칙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활

동 2)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해 력하는 모습이 보 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덕  

인성에 기 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단됩니다. 

실제로 심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A학교의 경우 집단탐구 수업 모형을 통해  단 로 

학생들이 력하여 각자의 역할을 나 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상을 제작하고 별 

과제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무임승차를 방하기 해 개별 과제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상호 력을 통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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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3] A학교 학생들이 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B학교의 경우 한 심사자만 4 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반( )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는 부분 여학생을 심으로 상호 력하여 역할 수행하는 모습이 보 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 으로 다양한 기법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차별화된 결과물을 보여주고 모

둠별 구성원의 역량을 살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 간 력 활동이 각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함양시킨다고 볼 수 있었다. C학교의 경우 모둠별로 사이버 공간의 언어 을 

조사하고 반 학생들이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을 통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해 력하는 

모습이 보 으며, 이를 통하여 각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 다. 

[그림 Ⅳ-2-24] C학교 학생들이 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상 도덕과의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도덕과의 경우 등학교 에 해당하는 

성취기 인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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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울, 인천, 

세종 지역 각 1개씩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기 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 인 측면이 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내용 자체와 련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다소 제한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용되고 있더라도 보조 이거나 수단 인 맥락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체 차시 

흐름을 볼 때 도덕과 심의 교과 간 연계  융합교육을 극 으로 시도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도덕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정의  측면의 내용을 타 교과 활동에

서 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도덕과의 특성을 반 하듯 주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활동들을 보면 학습 목표와 련된 학생들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계획과 

련된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라. 사회과 수업 사례 분석 결과

사회과의 경우 학교 성취기 인 ‘[9사(지리)01-03] 지리 정보가 공간  의사 결정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를 심으로 총 3개 학교

의 수업 사례를 수집하고 이와 련하여 교사 면담을 시행하 다. 이에 수업 사례 분석 기 에 

따른 도덕과 평정그룹의 학교별 평정 결과  그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2-17>과 

같다. 지면 계상 A, B, C 세 학교  B학교의 평정 자료를 일례로 제시한다.

<표 Ⅳ-2-17> 사회과(지리 역) 수업에 따른 학교별 평정 자료-B학교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1. 

내용

의 

타당

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① 5

5

지리 정보 기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지도를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제작하는 것은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확장하고 발 으로 반 하는 목표임.

② 5
지리 정보 기술의 활용 사례에 한 이해에서 더 발 되어 실제로 
학생들이 지리 정보 기술을 통해 지도를 제작하게 함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발 으로 반 하고 있다고 단함.

③ 5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인터넷 지도를 제작해보고, 제작한 지도를 통해 지리 정
보가 공간  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을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디
지털 기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역량뿐만 아니라 정보와 내용물을 
생산 으로 소통  창조하는 역량을 확장하여 발 으로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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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1-2. 수업 

내용의 

합성

① 5

5

수업 내용(커뮤니티 매핑)과 자료(동 상, 구  맵)가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과 매우 련이 높음. 

② 5
학생들이 직  지도를 제작하는 학습 활동과 학생들이 모둠별로 실생
활에 한 주제를 선정하게 함으로서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내용과 
련 자료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매우 련이 높다고 단됨.

③ 5
수업 내용(커뮤니티 매핑 활동)과 자료(동 상, 구  맵) 두 가지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매우 련이 높음.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① 5

5

커뮤니티 매핑 지도를 제작하는 활동은 인터넷 지도라는 지리 정보 
기술을 이해하고 하게 활용해야 하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
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넷 지도를 생산하는 활
동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매우 련이 높음. 

② 5
제작할 지도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하고 지도에 들어갈 정보를 선
별하며,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실제로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4 역을 고루 평가하고 있다고 단함.

③ 5
커뮤니티 매핑 지도의 계획, 제작, 발표 활동은 학습 목표와 평가 계
획에서 제시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매우 련이 높음.

2. 

지원

의 

효율

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① 5

5

수업에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 기술은 지리 정보 기술의 활용이라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과 매우 하게 련이 있으며 새로
운 인터넷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로 학습 활동을 극 이고 
발 으로 지원함. 

② 5
지리 정보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모둠별 지도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
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매우 하게 
련되어 있으며 한 극 으로 활용됨.

③ 5

지 조사에 사용된 스마트폰(GPS 기능)과 인터넷 지도 제작에 사용
된 PC 등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과 매우 하게 련되
어 있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계발을 한 학습 활동을 
발 으로 지원하고 있음. 

2-2. 학교 

여건의 

성

① 4

3.67

교실에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패드와 컴퓨터실 이용이 
가능하나 패드 수의 부족  여의 번거로움으로 극 인 활용은 
어려운 것으로 단됨. 

② 4
교실별로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어 학생별 스마트폰을 활용가능하며, 
컴퓨터실 이용 가능하여 디지털 기기가 수업 활동의  과정에 충분
히 활용되고 있음.

③ 3
교실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패드(60기)와 컴퓨터
(25기) 이용이 가능하나 기기의 숫자와 여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 임.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① 4

4.33

학생에게 실생활과 련되며 도움이 되는 지도 제작 과정을 교사가 
안내하면, 학생들은 그에 맞는 실내 조사  지 조사 계획을 세운 
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한 형태의 지도를 
주도 으로 디자인하여 완성함. 

② 5

모둠별 지도 제작을 해 주제 선정에서부터 자료 수집, 지도 제작의 
 과정에서 학생 각자가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

며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  지도를 제작하여 
새로운 지리 정보를 창조하고 있어 발 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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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③ 4
주제별로 지역의 지리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인터넷 지도를 제작
하는 과정에서 학생 각자가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과
제를 수행하고 교사가 피드백하여 이를 지원함. 

3-2. 문제 

실행력 정도

① 5

4.67

학생들은 커뮤니티 매핑 지도 제작이라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해 스마트기기  인터넷 지도(구  맵)를 주도 으로 활용해야 함.

② 5

교사가 제시한 실생활과 련된 모둠별 지도 제작이라는 맥락 내에
서 학생 각자가 주도 으로 지도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제 
선정에서부터 자료 수집  지도 제작의  과정의 여러 문제들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함.

③ 4

학생들은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통해 인터넷 지도를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해 학생 각자가 주도 으로 일상생활과 련된 주제를 선
택하여 디지털 기술(스마트 기기 사용  인터넷 지도 제작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① 5

5

학생들의 지도 제작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사회의 문제 을 인식하
고 이를 해결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② 5
지도의 주제를 학교 주변과 같은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는 지역을 
상으로 삼고 있어 지역 사회와 국제 인 맥락으로 확장 가능한 실

제 인 자료를 선정함.

③ 5
학교 주변 지역의 문제 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한 지도를 제작하
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삶에 의미 있는 
자료를 선정하고 자주 으로 학습하게 됨.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① 4

4.33

커뮤니티 매핑 제작이 모둠 활동으로 진행되며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여 
조사하고 함께 지도를 제작함. 한 반 체 학생들이 제작된 지도를 
공유하고 평가하여 디지털 정보의 비  분석･평가･소통이 이루어짐.

② 4
학생들이 동 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모둠별로 지도를 제작하
게 하고 있음.

③ 5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활동 자체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동
체(학생) 간 력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제작된 지도를 공유하
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의 비  분석, 평가, 소통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 가능함. 

체 평균 4.67

수업 

반 

련

우수한 

①
커뮤니티 매핑 지도 제작 활동은 스마트폰과 PC라는 디지털 기기를 히 사용
해야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유용함, 구 맵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여겨짐. 

②
지도의 주제를 선정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 주변 지역 사
회의 문제에 심 가지게 한다는 에서 실제성이 우수함. 한 제작된 지도가 
수업 활동과 평가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하다는 이 돋보임.

③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련된 주제도를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만들어보도록 하
면서 학생들이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하는 이 우수함.

아쉬운 ①
가능하다면 제작한 지도를 지속 으로 업데이트하고, 지도에 나타난 지역 사회의 
문제와 이슈에 해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활동까지 확장해볼 수 있다
면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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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②
커뮤니티매핑 활동에 학생들이 극 으로 참여하기 해서는 개별학생별로 디
지털 기기의 활용과 인터넷으로의 근성이 수월해야하나 학교 여건상 개별 학
생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주로 활용해야하는 이 아쉬움.

③

학생 수에 비해 스마트 패드와 PC가 많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여  반납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학생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교사들
의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하기 
한 학교의 여건은 다소 아쉬움. 한 제작한 지도를 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 별로 서로 공유하게 하거나 학교 체에 공유하도록 학습의 활용 범 를 확
장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수업 총평

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는 자료를 선정할 수 있고, 지역 사회의 특징이 반 된 주제를 탐구
할 수 있다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한 수업 사례라고 단됨.

②
학생들이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지리 정보를 분석하거나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지도 제작이라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리 정보를 창조하는 극 인 창조자 
역할을 경험하게 하는 면이 돋보임.

③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통해 지리 정보 기술의 수동 이고 제한 인 이용 수 을 
넘어 학생들이 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지도를 제작하도록 함으로
써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
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데 매우 좋
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의견

해당 수업은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심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종합하는 동시에 디지털 
정보로 가공하여 공유하는 활동을 경험하게 한 수업임. 

앞선 교사의 수업이 디지털 정보에의 근과 활용, 디지털 정보의 수집과 종합에 을 
맞추었다면, 이 수업은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지리  을 지닌 활동을 통해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경험을 직 해보고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의 제작과 공유에 
참여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에(i.e. 연구에서 규정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네 번째 역) 

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 이  수업이 성취기 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연결시키기보다는 수업 반에 
걸쳐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목표로 했다면, 이 수업은 해당 성취기 에 부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 . 아이콘 선택 등 기호화 과정, 나의 삶과 연결된 지리  디지털 정보 수집 
등)를 추출하여 교과 지식과 디지털 역량의 함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
하 다고 단됨.

학생의 수업 결과물(커뮤티니 매핑 활동 결과물)에 해 교사가 수업 설계시 의도한 수
에 달성했다고 단하는지 궁 함. 학 학생 모두에게 스마트패드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어려워 스마트폰을 주로 활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환경이 가지는 한계가 
있었으리라 상됨. 스마트패드를 활용하 다면 활동의 진행이 보다 용이했을지, 아니면 스
마트폰이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쉽게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궁 함. 이에 한 논의나 
교사들의 피드백이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수업을 해 학교들이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할 
테크놀로지 인 라를 제안하는데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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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거 자료를 토 로 사회과 3개 학교의 수업 평정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2-18>

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과 수업의 치를 확인하여 기 을 갖고 항목별로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Ⅳ-2-18> 사회과(지리 역) 수업 체 평정 결과

항목 학교
평정 결과

수 평균

1. 내용의 타당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A 5

4.67B 5

C 4

1-2. 수업 내용의 합성

A 5

5B 5

C 5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A 5

5B 5

C 5

2. 지원의 효율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A 5

5B 5

C 5

2-2. 학교 여건의 성

A 5

3.89B 3.67

C 3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A 5

4.44B 4.33

C 4

3-2. 문제 실행력 정도

A 5

4.56B 4.67

C 4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A 5

4.33B 5

C 3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A 5

4.44B 4.33

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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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학습 목표의 부합성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5 , 5 , 4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4.67이었다. 이는 비교  높은 수 의 수로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

과 [9사(지리)01-03] 성취기 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학습 목표로 잘 구 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세 학교의 학습 목표와 이에 한 각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A학교 교사: 본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연환경과 인문화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치의 

요성을 악하고, 다양한 지도에서 치 정보를 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한다.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지리 정보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한다.’입니다. 하지

만 하나의 성취기 이나 특정 로그램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려는 아이디어

는 교육의 편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본 단원의 성취기 뿐만 아니라 모든 성취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자연스럽게 담기고자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하 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수업-기록-테크놀로지의 일체화가 목표 습니다.

◦ B학교 교사: 본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리 정보 기술의 의미를 알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9사(지리)01-03] 성취기 에 부합하고자 일상생활

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주제로 수업

을 구상하 고, 만들어낸 지도를 통해 공간  의사 결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까지 

생각해보도록 계획하 습니다. 

◦ C학교 교사: 단원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지리 정보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악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 에서 요도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지리 

정보 기술이 활용된 애 리 이션 는 홈페이지의 특징을 알리는 SNS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다양한 지리 정보 기술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직  이용하여 정보의 가치에 한 비  사고력과 정확한 이해를 기르고 공간  의사 

결정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을 둔 목표입니다. 

심사자들은 세 학교 모두 학습 목표에 성취기 이 반 되어 있으며, 각 학교의 학습 목표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리 정보  지리 정보 기술에 한 이해’, ‘일상생활에서의 지리 정보 

기술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기여한다고 보았

다. 특히 A학교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탐색  활용,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통이 

몇몇 활동의 목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모든 측면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함께 

일 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했다는 에 주목할 만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도 A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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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업이 특정 성취기 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연결시키기 보다는 수업 반에 걸쳐 디지

털 리터러시 함양을 목표로 한 이 특징이라고 보았다. B학교의 수업은 해당 성취기 에 부합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 - 인터넷 지도 제작의 기호화 과정, 나의 삶과 연계되는 지리  

디지털 정보의 수집 - 를 추출하여 교과 지식과 더불어 디지털 역량의 함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 다고 단되었다. C학교의 경우 A와 B학교와는 달리 4 을 기록하

는데, 그 이유로 심사자들은 A학교, B학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리 

정보에 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 으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확장하

여 발 으로 반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을 들었다. 

1-2. 수업 내용의 합성

수업 내용의 합성 측면에서는 A, B, C 세 학교 모두 5 을 기록하 으며 심사자들은 세 

학교 모두 수업에서 활용한 내용  련 자료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구체 으로 A학교의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 단원의 핵심 질문으로 ‘지리 정보 

기술을 나의 삶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제시하고, ‘지리 정보 기술을 활용해 공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한 기본 지식을 학생들이 MS TEAMS(학습 랫폼)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하도록 하고 있었다. 기본지식의 습득 방법으로는 유튜  개념 상 시청

하기, 구 맵에서 지역스토리확인하기, 패들렛 질문박스에 질문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업

에 활용한 자료 부분이 디지털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25] A학교의 기본지식 습득 방법  1 : 유튜  개념학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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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6] A학교의 기본지식 습득 방법  2: 패들렛 질문박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역시 A학교 수업과 련하여, 학생들로 하여  수업 반에 걸쳐 다양

한 디지털 정보에 하게 하고 학생들이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수업 활동으로 포함된 

을 주목할 만하다고 보았다. A학교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정보와 애 리 이션에 

하게 한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함양을 돕는 것이다. 한 다양한 애 리 이션과 

기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차후 다른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경험을 축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수업의 요한 강 으로 언 하 다.

B학교의 커뮤니티 매핑 수업은 총 3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시에서는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활용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2차시에서는 모둠별로 

커뮤니티 매핑 지도 제작 계획을 세우고, 3차시에서는 구  맵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매핑 지도를 

제작하고 발표하 다. 본 차시와 련한 B학교의 수업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2-27] B학교의 수업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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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 내용에서는 최근의 지리 정보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리 정보를 생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려 했던 교사의 의도가 그 로 드러나 

있다. 심사자들 역시 커뮤니티 매핑 활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와 직 인 련이 있다고 평가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한 B학교의 수업에 해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지리  을 

지닌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경험을 직  

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보의 제작과 공유에 참여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네 번째 역에 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 그 타당성이 높음을 언 하 다. 

C학교의 주요 수업 내용은 ‘지리 정보 기술이 활용된 애 리 이션 는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표 하기’ 다. 조사 내용을 표 하는 방법으로 지리 정보 기술이 활용된 애 리 이션 는 

홈페이지를 SNS에 소개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 는데, C학교의 수업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2-28] C학교의 수업 활동지

수업 내용을 구체 으로 보면, 학생들은  활동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학  내에서 공유

하며 서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모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활용하 다. 여기서 지리 정보 

기술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길 찾기, 날씨 검색, 맛 집 검색, 여행 정보 검색



Ⅳ.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263

과 증강 실  가상 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기술의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사자들은 이러한 수업이 학생들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해당 정보를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다고 평가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역시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 있는 지리 정보 기술을 찾아내는 것에 을 맞추고, 해당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

며 분석하여 쉬운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다시 설명하며 일상생활 속 디지털 정보  기술

에 심을 가지도록 교사가 유도한다는 데 장 이 있다고 보았다. 한 학생들이 서로의 과제 

결과물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직  조사한 다양한 사례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학생들이 

친근함을 느끼는 인스타그램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이미지와 을 조합하고, 태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인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핵심을 악하도록 유도한 은 정 이지만, 

인스타그램 규정상 만 14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 하

다. 인스타그램 형식을 빌려 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에 가입 연령이 정해져 있고, 그에 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추가한다면 

수업 내용에 해 보다 더 타당한 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학생 평가의 타당성 측면을 살펴보면 세 학교 모두 5 을 기록하 고, 심사자들은 세 학교의 

평가 계획  활동이 모두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A학교의 평가 

방식은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어 있었는데 기본지식에 한 평가는 온라인 설문도구(MS 

FORMS)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그 결과에 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었다.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한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 학생들이 재도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세 가지 

역량 과제가 제시되어 학생들이 과제  하나를 수행하도록 하고 학습 랫폼(MS TEAMS)을 

이용하여 과제를 수합한 후 산출물의 우수한 과 부족한  등을 피드백 받을 수 있게 하 다. 

이 때 피드백은 ‘공식  피드백’과 ‘비공식  피드백’으로 구분되며 공식  피드백은 개인 채  

기능을 통해 개별 학생에게 알려주고, 비공식  피드백은 순회지도, 학습상담 등 일상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 A학교의 세 가지 역량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학생들은 이  하나를 선택

하여 수행할 수 있고, 스스로 개발한 뒤 교사와 의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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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의 역량 과제 시나리오

▶ 우리 동네주제도 만들기

∘당신은 우리학교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를 들어 우리 반 친구들

의 출신 등학교 지도, 우리 반 친구들이 사는 곳, 우리학교 주변의 험한 곳, 학교 주변 편의  

 편의시설의 치 등의 지도 말이다. 설문 는 인터넷 조사를 통해 주제도에 표 될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지도를 활용하여 주제 표 에 필요한 지리정보들의 치를 찾아보시오. 지도의 

약속(방 , 기호, 축척 등)을 포함하여 지리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우리 동네 주제도를 제작하시오. 

▶ 해외 신혼여행 계획하기

∘당신은 해외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4박 5일 정도 일정에 2도시 이상을 방문하려고 한다. 

구 어스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 을 살펴보고, 의미 있고 실용 인 여행계획을 작성하시오. 

해당 지역의 시차와 기온, 여행비용 사용계획, 여행경로(여행 장소), 교통편, 식사, 숙소, 거실에 

걸어둘 사진 을 장소, 추억을 남길만한 활동 등을 계획하시오. 계획한 여행의 의미도 함께 

서술하시오.

▶ 데이트 코스 계획하기

∘당신은 애인과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애인과 날이 맑은 날 토요일 아침 10시 우리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하 으며, 둘이 함께 쓸 수 있는 돈은 최  60,000원이다. 인터넷지도 등 지리정

보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트 계획을 작성하시오. 데이트계획에는 데이트 경로  장소, 행동계획, 

시간계획, 교통계획, 지출계획을 포함하시오.

심사자들은 A학교의 평가 계획  활동이 기본 으로 디지털 기술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

는데 기여하고, 역량 과제 3가지 모두 인터넷, 구 어스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재조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과 매우 련이 높다

고 보았다. 

B학교의 경우 구 맵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 지도 만들기 과제에 한 평가 요소를 살펴보

면,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지도의 완성도’, ‘지도 제작  발표 태도’, 그리고 ‘실생활과의 

연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은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공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지도의 완성도’는 인터넷 지도에 기호  범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 는지, 치 정보 등이 정확하게 표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실생활과

의 연 성’과 련하여서는 실생활에 한 소재를 선정하여 지도를 제작하 는지, 지도가 

실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 는지 평가하고 있다. 심사자들은 이러한 평가 계획이 실생활

에 유용한 디지털 정보의 선별 능력과 새로운 정보의 창조  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한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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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교의 경우 평가 활동은 교사의 찰 평가, 동료 평가, 체 활동에 한 자기 평가로 이루

어졌다. 주요 평가 요소는 조사 상이 지리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유용성이 높은지를 

살펴보는 ‘사례의 성’, 조사 항목에 빠진 내용이 없고 정보가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정보 

수집  정보 해석 능력’, 그리고 소개하는 상의 달이 효과 이고 독창성이 뛰어났는지를 

평가하는 ‘표 의 창의성’이다. 심사자들은 이  ‘사례의 성’과 ‘정보 수집  정보 해석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보았다. C학교 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도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탐색한 정보의 가치에 한 정확한 이해와 

비  사고력, 자신의 목 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평가 계획  활동이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과 활용’,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역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과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다음으로 세 학교가 지닌 자원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다. 첫째, 사용 기술의 효과성 측면을 

살펴보면 A, B, C 학교 모두 5 을 기록하여 수업에서 사용한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과 하게 련되어 있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한 학습 

활동을 극 이고 발 으로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를 들어, 심사자들의 의견을 살펴

보면 A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여러 디지털 정보와 기술에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에 주목하 다. 수업에서 사용한 디지털 기술에 해 A학교 교사는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 A학교 교사 : ‘MS TEAMS’는 과제 안내  수합,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 채    

채 , 피드백, 채   탭 추가 등을 통해 학습 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습니다. 

‘YOUTUBE’는 개념강의 상을 제공하며 립러닝에 활용되었습니다. ‘PADLET’은 온

라인 담벼락으로 기능하며 질문박스, 진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 

조사도구는 문항 제출  답변, 답변 분석 등으로 활용되며, GOOGLE MAP, GOOGLE 

EARTH 등은 지리교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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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9] A학교의 학습 랫폼(MS TEAMS)을 활용한 역량과제 수합  피드백

 

[그림 Ⅳ-2-30] A학교의 학습 랫폼(MS TEAMS)을 활용한 사회과 수업 장면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 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도록 요구받으며, 평가와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기술  유튜 의 개념 강의 상, 구  맵, 구  지도 

등은 지리 정보  지리 정보 기술에 한 수업 내용과 매우 하게 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술의 활용이 특별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인 수업에서 지속 으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도  학습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계발의 기회를 극 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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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교의 경우, 커뮤니티 매핑과 련하여 지 조사 과정과 지도 제작 과정에서 서로 다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선정한 주제의 지도를 제작하기 해 구역을 

나 어 지 조사를 진행하 는데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재의 치를 정확히 

악하고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지도 제작에 필요한 사진 자료를 수합하 다. 커뮤니티 매핑 

진행 과정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보다 정교하고 안정된 디지털 환경에서 지도를 구축하기 

해 PC를 사용하 다. 

 

[그림 Ⅳ-2-31] B학교의 커뮤니티 매핑 수업 장면  커뮤니티 매핑 화면

심사자들은 수업에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 기술이 지리 정보 기술의 활용이라는 수업의 내용

과 매우 하게 련이 있으며 새로운 인터넷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측면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의 역량 계발을 극 이고 

발 으로 지원한다고 평가하 다. 한 모둠별로 지도에 들어갈 한 자료를 선정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주도 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에서 ‘디지털 기

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역의 역량 계발이 효과 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C학교의 경우 학생들로 하여  평소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지리 

정보 기술을 담고 있는 애 리 이션이나 홈페이지를 구동하게 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서 지리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 다. 이에 심사자들은 

학생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애 리 이션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여행, 

기 상  날씨, 교통 상황 등의 정보를 탐색해보면서, 지리 정보의 의미와 지리 정보 기술의 

유용함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해 

이해하고 그 내용물을 하게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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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한 조사한 애 리 이션과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  동료 평가 과정에서도 다양한 지리 정보와의 련성, 해당 정보와 내용물의 유용성, 

요도 등을 비 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하게 련된다고 평가하 다. 

2-2. 학교 여건의 성

학교 여건의 성 측면에서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보면, A학교는 5 , B학교는 3.67 , 

C학교는 3 을 기록하 으며 평균은 3.89 이었다. 학교 여건의 성에 해서는 학교별 차

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학교 여건에 하여 각각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 A학교 교사 : 미래학교 연구 사업을 4년째 진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테크센터 직원이 있으며, 테크센터에서 수업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기기를 여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 마우스, 이어폰, VR 등의 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이 높은 동료들과 함께하며 선순환의 구

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B학교 교사 : 학교의 여건은 스마트 패드 60기와 컴퓨터실 PC 25기가 운용 가능한 상황

입니다. 학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스마트 패드 보 률은 낮은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디지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는 겹치지 않게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

니다. 한 1층 본교무실에 패드보 함이 놓여 있기 때문에 각 교실로 25개의 패드를 

이동해 수업하고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패드 수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교실별로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 하는 

수업으로 체하고 있으며 이때 학생별 스마트폰 기기의 성능으로 인한 화감 조성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지속 인 스마트 수업을 해서는 크롬북과 같은 기기를 도입하여 

학생별 로그인 아이디를 다르게 설정하여 지속 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C학교 교사 : 컴퓨터실의 PC나 미래형교실의 태블릿 PC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구동해보는 수업으로 구상하 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스마

트폰을 비하도록 미리 안내하 고 정보부에 요청하여 교실 내 Wi-Fi 공유기를 해당 

수업시간에만 설치하고 수업을 진행하 습니다. 교실 내에는 교사용 랜선 1개만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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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고, Wi-Fi 공유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30여 명의 학생이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Wi-Fi 공유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수업을 해 정보기기 리 업체 분이 본인이 사 으로 

사용하고 있는 Wi-Fi 공유기를 가져와 설치해 주셨습니다. 컴퓨터실의 PC는 학생 수 

만큼 구비되어 있으나 본 수업 진행시에는 하지 않으며, 미래형교실의 태블릿 PC는 

노후화되었고(2010년 구입) 개수가 학생 수만큼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A학교의 경우 미래학교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학교 내 테크센터가 운 되어 수업에 필요한 

디바이스  에듀테크 장비들을 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매우 쉽고 편리하게 

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가 체 수업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학교의 경우 체 인 수업 평정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학교 여건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심사자들은 A학교의 수업에 해 체 으로 매우 우수한 수업이지만, 

상 으로 학교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다른 일반 학교에 용하기 어렵다는 을 아쉬운 

으로 언 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역시 이 에 동의하며 인 라 구축 측면에서 

A학교 지닌 우수성과 랫폼의 높은 질을 언 하 다. 

B학교의 경우 신설 학교로 학교 내 무선 Wi-Fi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패드의 보유 

수도 한 학 의 학생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에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를 여하는 과정이 수기로 진행하는 등 직  오고 

가야하는 불편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교사가 직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상황에서의 활용도는 A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C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가장 낮은 수를 기록하 는데 그 이유로는 학교 내 무선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 수업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 리 이션 

구동 과정이 필요해 학교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 컴퓨터실과 미래형교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 그리고 교실 내 Wi-Fi 이용을 요청할 경우 학교 지원이 가능하다는 

에서 디지털 기기가 수업 활동에서 당히 활용된다고 단하 고 심사자들은 이를 고려하

여 체로 3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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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활동  참여 정도

수 의 성 측면의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  참여 정도 측면에서 

A학교는 5 , B학교는 4.33 , C학교는 4 을 기록하 으며 평균은 4.44 이었다. 심사자들은 

체로 세 학교 모두 학생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가장 

수가 높았던 A학교의 수업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 했던 바와 같이 학습자 주도의 수업 설계

로 학생 스스로 개념 상을 시청하고 구  지도를 확인하며 학습 랫폼에서 교과서의 내용 

확인을 하 다. 한 질문 박스의 질문하기 활동  학습자료 검색을 통해 학생 스스로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여 학습함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교사는 

개인 채  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에게 맞는 피드백을 해 으로써, 학생들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학습의 선택권이 학생에게 있으며 학습 활동을 개별화된 방법, 경로, 그리고 속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가 한 학교 여건 속에서 구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C학교의 교사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을 ‘개별화’로 보았으며 이는 효율성

보다 앞선 요한 장 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에서 A학교의 사례는 매우 우수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B학교는 A학교에 비해서 학생의 주도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교사가 부여한 맥락에

서 학생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자기 주도 으로 활용하여 학습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가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활동을 선정한 것은 교사가 성취기 에 기반을 둔 교육  

가치와 실제 인 삶의 연 성을 고려하여 일종의 맥락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실생활과 련된 지도의 주제를 선정하고 지역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기 해 지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부터 실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 이르기

까지, 학생들은 스스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 - 사진 촬 , 치 확인, 한 기호의 선정 등 

- 을 활용하 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의 자율성을 최 한 존 하 으며 한 피드백으

로 디지털 기술의 이용을 돕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특히 지도를 

제작할 때 실생활과의 련성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새로운 디지털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

는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동기를 높 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C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수를 기록하 는데, 심사자들은 그 이유로 교사가 

부여한 맥락에서 학생 각자가 자기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A와 B학교에 

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탐색  활용 범 는 다소 제한 이었다는 을 들었다. 



Ⅳ.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271

즉, 교사가 지리 정보 기술을 활용한 애 리 이션이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이를 소개하는 

SNS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지리 정보,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장   유용한 상황 등 탐색 내용의 범 를 제한한 것이 학생들로 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제한하게 하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찾기, 날씨 

검색,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맛 집 검색, 여행 정보, 증강 실, 가상 실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례를 시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에 한 참여 의지를 높 다는 은 정 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애 리 이션과 홈페이지를 찾고 평가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여 

학습에서의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3-2. 문제 실행력 정도

문제 실행력 정도를 살펴보면 A학교는 5 , B학교는 4.67 , C학교는 4 을 기록하 고 평균

은 4.56 을 기록하 다. 이는 비교  높은 수 의 수로, 각 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  심사자들은 A학교의 경우, 학생 각자가 주도 으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며 이를 지속 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기본 지식의 습득부터 

역량 과제의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상, , 

사진, 지도, 통계 등의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하 다. 한 주어진 역량 과제를 선택하거나 변형

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 역량 과제가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되는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교사와의 소통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도 학생의 문제 실행력과 몰입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었다.

B학교의 경우 심사자들은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인터넷 지도를 제작하기 하여 지도 제작 

단계별로 여러 문제들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지도 제작을 본격

으로 수행하기 에 지리 정보 기술의 사례와 향을 PC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발표하 다. 그 다음 지리 정보에 한 기본 인 이해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모둠별로 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범 를 정하여 조사 구역을 배분하 다. 본격 으로 지 조사가 이루어지

면 이동성이 좋은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기능 - 사진 촬 , 치 확인, 검색 등 - 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실제 문제 상황 는 지역의 특징을 기록하 다. 마지막 차시인 지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정확한 치에 해당하는 사진과 설명 자료를 연결하고, 한 범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지도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 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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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도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자들은 A학교에 비해 

지속성과 확장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면을 지 하 다. A학교 수업의 경우 학생 각자가 해결해

야 하는 과제를 선택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B학교 수업은 주어진 과제가 동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단계별로 

제한 이기 때문에 결과 으로 볼 때 A학교에 비해서는 낮은 수를 받았다. 

C학교 수업의 문제 실행력 정도에 해 심사자들은 공통 으로 교사가 부여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특징을 악하고 그 유용성을 단하는 과제를 학생 주도 으로 해결

했다고 단하 다. 하지만 앞에서 언 했듯이 과제가 디지털 서비스에 담긴 지리 정보,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에 한 조사와 표 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지속 으로 확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단하 다. 

다만 심사자들은 모두 조사의 틀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내실 

있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 던 교사의 의도에 해서는 이해하 다.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실제  자료 선정의 정도를 살펴보면 A, B학교는 모두 5 을 기록한 반면, C학교는 3 을 

기록하 다. 평균은 4.33 으로 비교  높은 수 이었으나 학교별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심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A학교의 경우 제시된 역량 과제 - 우리 동네 주제도 제작, 

해외여행 계획 수립, 데이트 계획 수립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각자가 디지털 기술로 

실제 이고 의미 있는 자료를 탐색, 활용, 분석  평가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제 인 맥락으로 확장하여 자료를 선정하여 지속 으로 학습한다고 단하 다. 이는 학생

들의 수업 활동 결과물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A학교 학생들의 역량 과제 결과물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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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2] A학교의 역량과제 학생 결과물 : 해외 신혼여행 계획 세우기

학생들은 와 같은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구 어스, 인터넷 지도, 통계지리서비스, 

그리고 기타 다양한 검색 엔진을 활용하 는데, 심사자들은 우리 동네 주제도는 지역 사회의 

실제  자료를, 해외여행 계획 수립은 국제 인 맥락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결과물로 단하

다. 여기서 역량 과제가 실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가정하 다는 , 한 가공되거나 

단순화하지 않은 자료를 분석  활용 자료로 제시했다는 에서 정 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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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다만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디지털 정보의 탐색  활용 환경은 풍부하게 제공되

고 실제성은 높은 수 으로 담보되어 있지만, 정보환경  정보 자체에 한 비 인 근이나 

정보의 진 를 분별하는 역(본 연구의 세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과 련된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을 지 하며 추가 인 의견을 제시하 다. 즉, 학생들이 역량 과제를 해 

수집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수집했는지, 수집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평가 과정을 거쳐

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보다 더 드러나야 실제  자료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B학교 역시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실제 인 지리  정보를 종합하여 새로운 인터넷 

지도를 제작하 기 때문에 실제  자료 선정 정도에서 높은 수를 받았다. 학생들의 커뮤니티 

매핑 지도 제작 결과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33] B학교의 커뮤니티 매핑 지도 제작 학생 결과물 : 화장실 지도

에 제시된 화장실 지도 외에도 지역의 안  지도, 쓰 기 투기 지역 지도 등을 제작하 는

데, 부분 학교 주변 지역을 지도 제작 범 로 삼고 있으며 실제 삶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선택하 다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실제로 지역의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면서 지역 사회의 쓰 기 투기 실태, 안  험 요소 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나 는 것을 넘어 행동하고 

살아 있는 지식을 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심사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지도는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리 정보가 된다는 , 그리고 지역 사회의 문제 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기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실제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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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교는 A와 B학교에 비해 낮은 수인 3 을 기록하 다. 심사자들은 학생 각자가 지리 

정보 기술을 이용한 애 리 이션과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표 하라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

들이 삶과 계된 교실 밖 자료에 근하는 것은 맞지만, 재 삶에 의미 있는 요한 자료를 

선정하 기 보다는 흥미 있는 디지털 기술의 성격을 심으로 근하 다고 보았다고 단하여 

다소 낮은 수를 부여하 다. C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 결과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34] C학교의 지리 정보 기술이 활용된 애 리 이션 는 홈페이지 소개 학생 결과물

학생들은 여행 정보 검색  약, 재 치의 날씨 정보 확인, 항공권 약  거리 확인, 

미세먼지 농도 확인, 음식  검색  주문 배달과 련된 애 리 이션 는 홈페이지에 해 

조사하여 정리하 다. 이러한 애 리 이션 는 홈페이지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근할 수 있고 활용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과제 수행 이후에도 지속 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의 삶에 높은 수 으로 의미 있는 자료인가에 해서는 단하기 어려웠다. 구체

인 상황이 시나리오로 주어졌던 A학교의 역량 과제와 달리 학생들의 일시 인 심에 따라 

는 과제 수행을 해 근이 용이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국제 인 맥락으로 확장되거나 지속 인 활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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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력  실행 정도

마지막으로 력  실행 정도의 측면에서 A, B, C학교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 5 , 4.33 , 

4 을 기록하 고 평균은 4.44 이었다. A학교의 경우 심사자 내에서도 력 학습으로 볼 것인

가 혹은 개별 학습으로 볼 것인가에 한 논란이 있었으나, 기본지식 습득 과정과 역량 과제 

수행 과정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에서 력 학습으로 결론짓고 평정하 다. A학교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짝과 함께 교과서 탐구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노트북(1인 1 )을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짝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는 하 루타 형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는 과정이 신 이면서도 동 이라고 단되었다. 한 역량 과제를 해결할 경우에도 개별 

활동이 아닌 모둠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둠원들은 보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여겨졌다. 실제 A학교의 교사의 의견에 따르면 

학생 간의 력 활동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상 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력 활동 자체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높아진 학생들이 이후 력 활동에서 권한을 공유하며 문서, 젠테이션, 상 등을 

함께 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었다. 

B학교의 경우 인터넷 지도 제작을 한 비 과정과 제작 과정이 모둠 활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활발한 력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이와 련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하 던 B학교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B학교 교사 : 수업의 주제인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 간 력 활동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가진 지도를 디지털 기기를 통해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 간 력

활동은 여기서 매우 요한 요소입니다. 각각 자신이 맡은 구역에 한 지리정보를 하나

의 인터넷 지도에 표 하면서 서로 자신의 수행과정이 맞는지 실시간으로 PC에서 피드백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간 력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디

지털 기기 작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성된 지도가 의미하는 것을 악해내는 과정에 이르

기까지 력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B학교의 수업에서는 다른 모둠의 인터넷 지도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표  방식이 한지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단하도록 수업을 설계하 다. 

이 게 볼 때 디지털 정보의 비  분석, 평가,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력 

활동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데 직 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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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교의 경우 심사자들 모두 지리 정보 기술이 활용된 애 리 이션 는 홈페이지를 조사

하여 표 한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동료 평가’ 활동에 주목하 다. 애 리 이션과 홈페이

지를 조사하는 활동은 개별 활동으로 진행되었지만 동료 평가 활동을 통해 학생들 간의 상호작

용이 활발해지고 의미 있는 력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C학교의 학생들이 

작성한 동료 평가 활동지와 련된 수업 장면이다. 

[그림 Ⅳ-2-35] C학교 학생의 동료 평가 활동지

 

[그림 Ⅳ-2-36] C학교의 학생의 동료 평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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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교 수업에서는 학생들로 하여  동료 평가 활동을 통해 더욱 다양한 애 리 이션과 

홈페이지에 근하여 정보를 탐색･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 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와 그 내용물이 지리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생들의 

자기 평가 내용에서도 새로 알게 된 이용 가능한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의 다양성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던 한편, 본 수업을 통해 새로운 애 리 이션과 홈페이지를 할 수 

있어 유용했다는 의견 역시 많았던 것으로 보아 력 활동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시켰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각자의 역할 배분이 의 하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지속 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A학교와 B학교에 비해 낮은 수를 받기는 하 으나, 

학생들이 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서로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한 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사회과의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술한 바와 같이 사회과의 경우, 지리 

역의 성취기 인 [9사(지리)01-03]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울, 경기, 세종 지역 각 1개씩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사회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의 여건에 따라 수업에서 구동하거나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  시설은 조 씩 차이를 보 지만 

성취기 에서 ‘지리정보기술’이 명시된 만큼 반 으로 수업 목표와 련성이 높은 디지털 

기기를 설정하여 활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업에서 학생들이 부여받은 과제  활동

은 부분 학생들의 극 이고 주도 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그 성격도 실생활  

삶과 하게 련되어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효과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수업에서 보여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학교별로 비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학교의 디지털 기기 구축 환경  해당 교사의 수업 방법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수학과 수업 사례 분석 결과

수학과의 경우 ‘[9수05-03]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의 학교 성취기 을 심으로 총 3개 학교의 수업 사례를 

수집하고 이와 련하여 교사 면담을 시행하 다. 이에 수업 사례 분석 기 에 따른 수학과 

평정그룹의 학교별 평정 결과  그 근거는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2-19>와 같다. 지면 

계상 A, B, C 세 학교  B학교의 평정 자료를 일례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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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9> 수학과 수업에 따른 학교별 평정 자료-B학교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1. 

내용

의

 

타당

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① 3

4.3

단원목표를 비롯하여 1차시 학습 목표를 성취기 에 따라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로 제시함.

② 5

공학  도구인 통그라미를 소개하고 1차시에서 주어진 자료를 실습한 후 

2차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KOSI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게 함. 이를 바탕

으로 학생들의 력을 통해 통계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해

당 성취기 인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에 드러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확장하여 발 으로 반 하고 있다고 단됨

③ 5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하기’ 라는 해당 성취기 을 잘 따르고 있음. 본 수업의 목표는 디지털 

기술을 상으로 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함.

1-2. 수업 

내용의 

합성

① 4

4.7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자료를 ‘통그라미’로 정리하여 수업을 개하며 학

생들의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시킴. 

② 5

5차시에 걸친 통계포스터에 한 로젝트 수업으로 통그라미를 학습하고 

KOSIS에 속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통그라미에 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수집, 표 , 분석, 발표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학생들

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매우 련이 높다고 단됨

③ 5
통그라미와 KOSIS를 활용함. 통그라미에 한 역량 뿐 아니라 KOSIS를 활

용하는 역량도 함께 함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① 4

4.3

교사의 찰평가 역에 정보 처리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기 

평가 역에도 정보 처리 능력을 포함함.

② 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련된 평가로는 제시된 찰평가, 자기평가, 동료

평가  1～2차시의 찰평가 요소인 정보처리, 문제해결만 해당되나 수업

구성을 보면 3～5차시에서 제시된 평가활동에서도 지속 으로 교사의 찰

을 통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③ 5
수학 교과역량인 정보처리를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에 한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2. 

지원

의

 

효율

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① 5

4.7

두 차시에 걸쳐 ‘통그라미’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  사용하여 자료를 정리

하도록 안내함. 

② 5
수업에 활용한 통그라미는 통계단원과 매우 한 련이 있어 학생들의 디지

털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한 학습 활동을 극 이고 발 으로 지원함

③ 4

수업 목 인 포스터 제작과 내용 학습 모두에 한 도구로 보임. 수업 

체의 흐름에서 통그라미와 KOSIS는 목 이라기보다 도구로 더 큰 의미

가 있다고 보임. 

2-2. 학교 

여건의 

성

① 4 4.0

18개 학 의 학교로 컴퓨터실이 1개이지만, 통계 수업을 개하는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시간에 쉽게 근할 수 있었음. 단, 린터기가 없어 공학  

도구를 이용한 결과물의 출력이 원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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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② 4

18개 학 에 컴퓨터실을 1개만 보유하고 있긴 하나 2015개정교육과정체제

에서 정보수업을 2학년, 즉 내년에 진행하는 계로 근이 쉽고 수업활동

에 충분히 활용함. 그러나 이는 올해에 국한된 사실이며 2019학년도에 정보

수업이 진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

③ -
(주어진 자료에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단하기 어려움)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① 3

3.7

교사의 안내에 따라 ‘통그라미’를 이용하여 주어진 자료를 학생 각자가 해결

하도록 함. 이를 평가 요소의 ‘문제해결’로 제시함. 

② 4

1～2차시에서 통그라미를 활용한 수업을 바탕으로 3～4차시에 통계포스터

를 작업함에 있어 통그라미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학생들 스스로 단

하여 자기 주도 으로 사용함

③ 4

교사의 안내에 따라 기술을 활용하긴 하지만, 학생이 직  도구를 다루고 

자료를 만들어내야 하므로, 주도 인 태도를 보 다고 단함. 단, 모둠 별 

포스터 제작 과정이기 때문에 모둠 당 한두 명 정도만 도구를 다룰 가능성

도 크다고 생각함.

3-2. 문제 

실행력 

정도

① 4

4.3

열린 과제로 통계포스터 작성을 해 ‘통그라미’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들이 주도 으로 해결하나, 

모둠별 역할 분담으로 담당자만 집에서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

결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해 가져와 수업 시간에 사용함. 

② 4
모둠별로 정한 주제에 따라 통그라미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 으로 설문을 

수집하고 한 그래 로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함

③ 5
통그라미를 이용하여 자료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아가 학생이 자신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를 활용하고 있음.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① 4

4.3

열린 과제로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목 에 맞게 정리,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함. 삶에 의미 있는 자료를 지역사회와 국제 인 맥락

으로 확장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학교 1학년 학

생들이 진행하기는 어려움. 

② 4

해당 성취기 인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

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을 달성하기 해 통계포스터를 

제작하는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 고 통그라미를 히 활용함

③ 5
학생들은 자발 으로 주제를 선택하여 그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고 있으므로, 매우 실제 인 자료로 보임.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① 1

2.7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로 통계포스터를 구성하는 모둠활동에서 학생 역할이 분담

되어 있기에 학생 간 력 활동으로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움. 

② 4
통계포스터를 제작하기 해 모둠별 역할을 분담하여 력 으로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함

③ 3

학생 간 력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태도  실천 역량이 

길러질 수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시키기 한 력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체 평균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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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수업

 반

 련

우수한 

①
통계  처리 과정  자료의 정리뿐 아니라, 설문 조사 등 다양한 역에서 공학  도구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②
성취기 에 한 표 인 로젝트 수업인 통계포스터 제작하기를 공학  도구인 통그
라미를 활용하여 구체 이고 체계 으로 수업  평가를 구성하고 이를 수업에 용함

③
학생들이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을 맞추고 디지털 기술을 그에 필요
한 도구로 단함. 

아쉬운 

①
컴퓨터실 린터기 사용의 어려움으로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학생 개인이 실행하여 학생들끼리, 그리고 교사와 함께 그 과정을 공유하지 못함이 아쉬움. 

②
3~4차시에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 으로 공학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
가기 에 반 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

③
1, 2차시에 걸쳐 통그라미 사용법을 익히게 하는데, 결국은 통계 포스터 제작이 주된 활동
이 되어버려서 개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평가와 피드백이 힘들 것으로 보임.

수업 

총평

①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계획하는 것부터 통계  처리의 모든 과정을 학생
들이 직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한 이 훌륭함. 

②

반 으로 성취기 을 달성하는 데 한 수업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
할 교사의 역량 한 충분하여 각 차시에 따른 수업단계  시간배분이 함. 그러나 
2019학년도에 정보 수업이 용되면 이 학교 한 이와 같은 수업이 가능할지 의문임. 
성취기 은 학교 장의 수업과 평가의 기 이 되므로 이를 구 할 수 있는 환경 한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 지 못한 이 아쉬움

③
통계 포스터 제작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잘 설계된 5차시 수업이라고 생각함. 다만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 개개인의 디지털 련 역량을 짚어주는 데에는 한계
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의견

디지털 리터러시와 해당 성취기 을 연 시키는 교사의 안목이 돋보임. 교사가 수업 의도에서 
이야기하 듯이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야 하는 요한 이유가 방 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이에 한 이해를 기반으
로 수업을 구성한 것은 세 수업 사례  유일한 것으로 보임. 

다른 두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통그라미라는 도구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디지털 도구의 활용 능력 함양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수업 역시 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두 수업 
교사들과 유사하게 해당 교사 역시 디지털 도구 사용법 익힘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으로 
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면담지에서 ‘이지통계’와 ‘통그라미’ 로그램을 비교하며 

사용 기술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학생들에게 각 로그램의 특징을 알려주고 
둘  사용할 로그램을 직  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통계처리 로그램이 자료
를 어떤 방식으로 수합, 분석, 제시하는지를 보여주고 통그라미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
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다고 생각함. 

통그라미를 소개하는 1차시 교육에서 ‘크롬 라우 ’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 함. 학교 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의 편이성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용이성 때문이
었다면 이에 한 내용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 

앞서 다른 수업에 한 의견에서도 제시하 듯이 통계처리에 활용할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향을  수 있음.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KOSIS
를 소개하여 수업과 연결하는 시도가 돋보임 (2차시). 하지만 교사가 면담 자료에서 언 한 로 
자료 용량 크기 때문에 KOSIS 자료를 통그라미에 옮겨오기 힘들 수 있음. 이는 수업 진행에 걸림
돌이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하기 해 KOSIS 등의 기 이 교육용 
자료 샘 이나 데이터 셋을 따로 가공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가능함. 

해당 사례교 역시 디지털 인 라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구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유 활동이나 력 활동이 가능하려면 학교 내 무선인터넷 서비스 
혹은 인터넷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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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거 자료를 토 로 수학과 3개 학교의 수업 평정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2-20>

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과 수업의 치를 확인하여 기 을 갖고 항목별로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Ⅳ-2-20> 수학과 수업 체 평정 결과

 항목 학교
평정 결과

수 평균

1. 내용의 타당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A 3.3 

3.87 B 4.3 

C 4.0 

1-2. 수업 내용의 합성

A 3.0 

3.90 B 4.7 

C 4.0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A 4.3 

4.30 B 4.3 

C 4.3 

2. 지원의 효율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A 4.7 

4.80 B 4.7 

C 5.0 

2-2. 학교 여건의 성

A 2.0 

2.67 B 4.0 

C 2.0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A 3.0 

3.67 B 3.7 

C 4.3 

3-2. 문제 실행력 정도

A 3.0 

3.43 B 4.3 

C 3.0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A 3.0 

3.43 B 4.3 

C 3.0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A 3.3 

2.67B 2.7 

C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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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학습 목표의 부합성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3.3 , 4.3 , 4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3.87 이었다. 이는 보통 수 의 수로 단되며, 수학과 [9수05-03] 성취

기 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학습 목표로 체로 구 하 다고 보았다. 세 학교의 

학습 목표와 이에 한 각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A학교 교사: 단원 목표인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통계포스터 만들기를 해서 통그라미

를 활용하여 자료를 표나 그래 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 습니다.

◦ B학교 교사: ‘공학  도구의 사용으로 자료를 표 ･분석’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단원 내의 ‘도수분포표’, ‘ 기와 잎 그림’, ‘히스토그램’ 등의 표  이외의 다양한 표 도 

가능하도록 수업을 설계하 습니다. 

◦ C학교 교사: 학생들이 통계 분석 로그램(통그라미)를 이용하여 주어진 자료를 통계그래

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사례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자료를 주고,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 정리, 분석하는 활동이 구 되고 있으므로 

학습 목표에 부합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한 심사자의 평정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 심사자는 학습 목표에 성취기

이 반 되어 있으며, 각 학교의 학습 목표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하기’라는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는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기여한다고 보아 세 학교 모두 5 을 주었으나, 다른 심사자는 학습 목표가 성취기 을 

히 반 하고 있지 못하다고 단하여 세 학교 모두 3 을 주었다. 이는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의 수 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리 평정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학교의 경우 공학  도구인 통그라미를 소개하고 1차시에서 주어진 자료를 실습한 

후 2차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KOSI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력을 통해 통계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성취기 인 ‘공학  도구를 이용

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에 드러난 디지

털 리터러시 역량을 확장하여 발 으로 반 하고 있는 이 주목할 만하 다. 디지털 리터러

시 문가도 B학교의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해당 성취기 을 연 시키는 교사의 안목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야 하는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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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방 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한 이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업을 구성한 것은 세 수업 사례  유일하다고 단하 다. 

반면 A학교의 경우 가장 낮은 3.3 을 기록하 는데, 그 이유로 공학  도구인 통그라미를 

소개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해당 성취기 인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

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를 수업에 히 반 하

지 못하여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다소 다고 단하 다. 

1-2. 수업 내용의 합성

수업 내용의 합성 측면에서는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3 , 4.7 , 

4 이 기록되었고 평균은 3.9 이었다. 이는 보통 수 의 수로 단되며, 수업에서 활용한 

내용  련 자료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체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구체 으로 B학교의 차시별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1차시에 교과서의 내용을 공학  도구

인 통그라미로 구 하며 그 기능을 익히고 2차시에는 통그라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다양한 

그래 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 후 KOSIS 사이트에 속하여 사이트 내 자료를 검색하고 

엑셀형식으로 다운받아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해 체계 이고 구체 으로 수업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단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한 통계처리에 활용할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향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KOSIS를 소개하여 수업과 연결하는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하 다. 다음은 1차시와 2차시 수업에서 통그라미를 활용한 장면  일부이다. 

[그림 Ⅳ-2-37] B학교의 1차시 내용  상 도수의 분포표와 그 그래 로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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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8] B학교의 2차시 내용  통그라미의 자료로 원그래 와 막  그래  만들기

A학교의 주요 수업 내용은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통계포스터 만들기’ 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부분은 6차시에 걸친 수업  4차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학 의 학생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시간을 조사한 후 이 자료를 통그라미를 이용하여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상 도수의 분포표와 그 그래 로 나타내는 활동이었다. 다음은 4차시의 수업  평가 활동지이다. 

[그림 Ⅳ-2-39] A학교의 수업  평가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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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교의 경우 1～4차시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5차시에 공학  도구인 통그라미의 기능을 

익힌 후, 6차시에 학생들의 PAPS 자료  합한 자료를 선택하여 표 , 분석, 발표를 하게 

하 는데 이 과정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데 효과 이었다고 단

하 다. 다음은 6차시의 수업  평가 활동지이다. 

 [그림 Ⅳ-2-40] C학교의 6차시 수업  평가 활동지

본 수업은 학교 장에서 학생들이 직  생산하는 통계자료인 PAPS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에서 

배우는 통계를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  통계에 한 심과 흥미를 높이고

자 하는 교사의 의도가 그 로 드러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 한 C학교의 수업에 해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생활과 학습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안에서 익힌 디지털 리터러시를 학교 밖의 삶에 이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요함을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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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학생 평가의 타당성 측면을 살펴보면 세 학교 모두 4.3 을 기록하 고, 심사자들은 세 학교

의 평가 계획  활동이 모두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A학교의 

경우, 정보 처리, 문제 해결, 태도  실천 등의 교과 역량 심으로 평가 요소를 정하 고, 

C학교는 공학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 정리하기와 통계 그래  해석하기 등의 내용 심으로 

평가 요소를 정하 다. 두 학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한 차시에 한 평가기 을 수립한 

반면, B학교는 5차시에 걸친 통계 포스터 제작 과정을 평가하 으며 A학교에서와 같이 문제 

해결, 추론, 정보 처리, 의사소통, 태도  실천 등의 교과 역량 심으로 평가 요소를 정하 다. 

즉 세 학교 모두 평가 요소에 정보 처리와 련된 항목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학교의 경우, 평가기 이 수학과 교과 역량  정보 처리 능력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수업 내용과 련하여 

채 기 이 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수업내용이 통그라미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 목 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 의 내용은 그 범 를 벗어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 한 것이다. 

 [그림 Ⅳ-2-41] A학교의 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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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교의 경우, 통계 포스터 발표 시 산출물에 한 평가와 교사의 찰평가, 학생의 자기평가, 

그리고 모둠별 동료평가를 통해 그 과정에 한 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 다. 심사자들은 B학

교가 다른 두 학교와는 달리 5차시에 걸친 수업에 한 평가를 계획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심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으나 제시된 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한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단하 다. 

 [그림 Ⅳ-2-42] B학교의 평가 기

C학교의 경우, 심사자들은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 정리하기와 공학  도구의 결과물

을 해석하는 내용을 평가 요소로 두고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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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2-43] C학교의 평가 기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다음으로 세 학교가 지닌 자원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다. 첫째, 사용 기술의 효과성 측면을 

살펴보면 A, B, C 세 학교의 결과는 각각 4.7 , 4.7 , 5 이 기록되어 평균은 4.8 을 기록하

는데, 이는 수업에서 사용한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과 하게 련되어 

있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한 학습 활동을 극 이고 발 으로 지원한

다고 평가한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심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A학교의 경우 수업에 활용

한 통그라미는 통계 단원과 매우 한 련이 있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한 학습 활동을 극 이고 발 으로 지원하 다고 평가하 고, B학교의 경우 수업 목

인 포스터 제작과 내용 학습에 있어 통그라미의 활용이 했다고 단되며 수업 체의 흐름

에서 통그라미와 KOSIS는 목 이라기보다 도구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 다.  C학교

의 경우 엑셀 자료를 제시하여 통그라미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이 통그라미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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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4] B학교의 3차시 수업 장면

2-2. 학교 여건의 성

학교 여건의 성 측면에서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보면, A학교는 2 , B학교는 4 , C학교

는 2 을 기록하 으며 평균은 2.67 으로 매우 낮았다. 각 학교의 여건의 성에 한 학교

별 교사들의 면담 과정에서 악된 내용은 A학교 33개 학 , B학교 18개 학 , C학교 20개 

학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컴퓨터실은 1개로 모두 같았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교의 wifi 

환경과 태블릿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었다. 더불어 2015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정보 

수업이 진행되는 계로 오히려 시설에 한 근성이 어려워졌으며 이는 교과 수업에서 

실제 인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최소한의 환경조차 제 로 갖추어지지 않았음

을 보여 다. 

3-1. 활동  참여 정도

마지막으로 수 의 성 측면의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  참여 

정도 측면에서 A학교는 3 , B학교는 3.7 , C학교는 4.3 을 기록하 으며 평균은 3.67 이었

다. 이  가장 수가 높았던 C학교의 경우, 5차시에서 실습한 통그라미를 활용하여 6차시에서 

학생이 속한 학 의 PAPS자료를 다운받아 통그라미에 입력하고 주어진 과제를 학생 스스로 

그래 로 나타내고 해결하 는데, 이는 개별 으로 주어진 자료를 표와 그래 로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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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기 때문에 학생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다고 단하 고, B학교의 경우, 1～

2차시에서 통그라미를 활용한 수업을 바탕으로 3～4차시에 통계포스터를 작업함에 있어 통그

라미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학생들 스스로 단하여 자기 주도 으로 사용하 으나 교사

의 안내에 따라 기술을 활용하 으며 모둠별 포스터 제작 과정이기 때문에 모둠 당 한두 명 

정도만 공학  도구를 다룰 가능성도 크다고 단하 다. 한 A학교의 경우, 개별 으로 주어

진 자료를 표와 그래 로 정리하는 활동으로 기존에 익힌 통그라미를 용하는 단계이기 때문

에 학생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다고 단한 반면, 4차시에서 통그라미를 이용하여 

자료를 표나 그래 로 정리하는 수업이 진행되긴 하나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  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기와 잎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상 도수분포표 등

을 구 하는데 목 을 두고 있고 수업구성과 여건 등의 이유로 이후의 수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매우 다고 단하 다. 

이와 련하여 B학교의 교사는 수학과에서 공학  도구의 사용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도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교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보니 교사는 활용의 필요

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공학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구상하거나 운 할 역량이 미흡한 것이 

실이었다고 하 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계 단원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이 성취기

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교사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공학  도구의 

활용에 한 교사 연수를 의무화하고 모든 학교에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환경 구축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하 다. 

3-2. 문제 실행력 정도

문제 실행력 정도를 살펴보면 A학교는 3 , B학교는 4.3 , C학교는 3 을 기록하 고 평균

은 3.43 을 기록하 다. 이는 보통 수 의 수로, 각 학교 수업을 통해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 각자가 디지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 으로 보았다. 이  가장 수가 높았던 B학교

의 경우도 열린 과제로 모둠별로 정한 주제에 따라 통그라미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 으로 설문

을 수집하고 한 그래 로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 고, 나아가 학생이 자신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단한 반면, 모둠별 역할 분담으로 인해 담당

자만 집에서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해 가져와 수업 시간에 

사용하 다는 을 지 하 다. A학교의 경우 교사가 제시한 주제인 해당 학 의 학생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을 조사하여 학생 개개인이 이를 통그라미에 입력하고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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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상 도수분포표 등을 구 함으로써 학생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충분히 포함되었으나, 문제를 확장하는 단계를 활동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수업 목표 한 확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하 다. 한 C학교의 경우 

자료 조사 목 에 맞는 PAPS 자료를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긴 하 으나, 학생 각자가 주어진 

문제의 자료를 정리하는 도구로서만 공학  도구를 사용하 다고 단하 다.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실제  자료 선정의 정도를 살펴보면 A학교는 3 , B학교는 4.3 , C학교는 3 을 기록하

고 평균은 3.43 을 기록하 다. 이는 보통 수 의 수로, 각 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 각자가 

교과 내용에 따라 디지털 기술로 학생들의 삶과 계된 교실 밖 자료에 근한다고 보았다. 

이  가장 수가 높았던 B학교의 경우 해당 성취기 인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을 달성하기 해 통계포스터

를 제작하는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린 과제로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통그라미를 히 활용하여 목 에 맞게 정리,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매우 실제 인 자료로 보인다고 단하 다. 반면 A학교의 경우 4차시는 정해진 자료를 학습하

는 과정이고 5～6차시는 학생들이 2차시에서 수집한 삶과 련된 자료를 통그라미를 이용하여 

표나 그래 를 정리하게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명확치 않다고 단하 고, C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PAPS자료를 통그라미에 입력하여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 으

나 팔굽 펴기 방법과 A 등 의 기 이 성별에 따라 다르므로 이 자료만으로 여학생의 상체 

근력/근지구력이 더 높다고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 하 다. 

3-4. 력  실행 정도

력  실행 정도를 살펴보면 A학교는 3.3 , B학교는 2.7 , C학교는 2.2 을 기록하 고 

평균은 2.67 을 기록하 다. 이는 체 항목  가장 낮은 수로, 각 학교 수업을 통해 교사가 

안내한 과제에서 반( ) 학생들  일부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다고 단되는 수 으로 

보았다. 

A학교의 경우 모든 활동에서 개별 작업 이후 친구들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르는 것이나 잘못한 것에 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고 단하 고, B학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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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로 통계포스터를 구성하는 모둠활동에서 학생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에 

학생 간 력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태도  실천 역량이 길러질 수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시키기 한 력 활동은 부족할 것으로 단하 다. 세 학교 

 가장 수가 낮은 C학교의 경우 교사가 제시한 맥락  과제에 따라 학생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통그라미를 사용하여 참여하긴 하나 개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력 활동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하 다. 

이에 해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해 개별 활동뿐 아니라 력

 문제 해결 등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서는 학교의 인 라 구축  

력 활동이 가능한 교육용 온라인 랫폼의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상 수학과의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수학과의 경우, 학교 통계 단원의 성취

기 인 ‘[9수05-03]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울 지역에서 2개, 경남 지역에서 1개를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수학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과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공학  도구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권장

하는 정도로만 제시하 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서 공학  도구를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처음으로 교과서의 단원으로 편성하여 비  있게 다루고 있어 교사들은 이 

성취기 을 달성하기 해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많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공학  도구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 인 교수･학

습 과정이 치 하게 계획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이 인상 이었으며 공학  도구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한 수업을 진행하기 해서는 공학  도구를 이해

하고 활용하는 교사의 역량뿐만 아니라 교과수업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확보

되어 있거나 태블릿의 보유, wifi 환경 등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한 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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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과(기술･가정)과 수업 사례 분석 결과

실과(기술･가정)과는 ‘기술 시스템’ 역의 성취기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를 수업에 용하여 3개 학교의 수업 사례를 수집하고 

교사 면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실과(기술･가정)과 수업 사례의 학교별 평정 결과 에서 

지면 계상 B학교의 평정 자료를 표로 소개하면 <표 Ⅳ-2-21>과 같다. 

<표 Ⅳ-2-21> 실과(기술･가정)과 수업에 따른 학교별 평정 자료-B학교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1. 

내용

의

타당

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① 4

4.33

학습 목표가 성취기 을 극 으로 반 하여 1-6차시 동안 기 인 로그
래 을 습득하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함.

② 4
로그래  요소와 구조를 이해하고 기 인 로그래 을 할 수 있다는 단원

목표가 성취 기 의 체험 이상의 극 으로 역량을 반 하고 있음.

③ 5

학습 목표가 성취 수 을 잘 반 하고 있음. 총 6차시에 제시된 각 차시별 학습 
목표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요소가 상당 부분 
반 되어 있음( : 소 트웨어의 다양한 쓰임 이해, 교육용 로그래  도구에 
흥미를 가지고 체험, 문제 해결을 해 순서를 고려한 명령, 간단한 블록 로그
래 , 로그래  도구를 활용하여 오 젝트 변경, 간단한 로그래  계획  
제작 등)

1-2. 

수업 

내용의 

합성

① 4

4.00

기  로그래  습득을 해 기본 명령어에서 오 젝트를 움직이는 로그래
까지 단계 으로 수업을 구성하 으며, 마지막 두 차시는 배운 내용을 응용

할 수 있는 과제를 계획함

② 4
언 러그드 활동  엔트리 로그램을 활용하여 로그래 의 개념이나 디지
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연 이 있는 것으로 단됨.

③ 4

크게 언 러그드 활동을 통한 명령어 로그래  체험과 엔트리  움직이기 
로그래 의 두 활동으로 나  수 있음. 이러한 활동 내용과 련 자료는 학생

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 부분 련이 있음. 그러나 
다소 코딩 기  기능 습득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비
으로 검토하며 평가  공유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① 3

3.66

로그램 명령어의 성과 블록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과 일부 련이 있음

② 4
수업지도안에 나타나는 루 릭 등을 살펴보았을 때, 엔트리 로그래 의 진행
상황에 맞춰 각 단계별로 진행된 평가내용이 디지털 역량이 상당부분 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③ 4
총 4가지의 평가 과제를 살펴보면 차례 로 명령하기(언 러그드), 엔트리  
움직이기 코딩(말하기, 색깔 변경, 달리기), 나만의 작품 계획서 만들기, 공유 
 성찰로 구분됨.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상당 부분 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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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2. 

지원

의

효율

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① 5

4.00

엔트리는 등학생들도 컴퓨  사고와 알고리즘 구 을 쉽게 할 수 있는 블록
코딩 유형임

② 4
엔트리 로그램을 통한 로그래  기술은 이후 심화 인 경험이 더해진다면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것으로 단됨.

③ 3
주로 코딩 기술의 습득  코딩을 통한 애니메이션 개발 측면이 강하 으므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4가지 핵심 개념과 일부 련되었다고 단 됨.

2-2. 

학교 

여건의 

성

① 5

5.00

컴퓨터와 자칠 , 학생 태블릿PC 지원이 가능함

② 5
디지털 교과서와 련해서 학교에 스마트 교실이 구축되어 있으며 와이 이 등 
무선환경이 잘 비되어 있음. 한 240여 의 태블릿 PC가 구비되어 있어 언제
나 자유롭게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는 수업이 가능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됨.

③ 5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에 근이 매우 쉽고 편리한 상황임. 학년별 태블릿이 한 학  학생 분량 
이상이 확보되어 있으며, 각 반도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 되는 환경임. 컴퓨터
실에서 PC 사용도 당연히 가능함.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① 5

4.33

개인 는 페어로 로그래  실습을 주도 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학생에게 개별 작품을 공유하도록 수업을 계획함 

② 4
기 부분의 경우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각자의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후 자신의 스토리에 따라 작품을 만드는 부분은 
일부 자기 주도 인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③ 4

학생들은 기본 미션인 엔트리 이 말하고, 색깔을 바꾸고, 달리도록 하는 것을 
완수한 후,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개방형 과제를 수행함. 따라서 간단한 
체험이긴 하지만 교사가 맥락을 주면 학생 각자가 디지털 기술을 자기 주도
으로 사용하며 학습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3-2. 

문제 

실행력 

정도

① 4

3.66

스토리 기반으로 기  로그래 을 단계 으로 습득하도록 수업을 계획하 음

② 4
교사의 지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된 이후 학생 각자가 자신의 스토리로 문제를 
확장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됨

③ 3

엔트리 을 로그래 하여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는 미션은 개방  
과제이나, 학생들은 주로 기본 미션 3가지를 목시키는 정도에 그치는 문제 
실행력 수 을 보임. 따라서 학생 주도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각자가 디지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척도3에 가깝다고 단 됨.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① 2

2.66

실제 생활 련 문제나 실제  자료를 활용하는 과업내용은 부족함.

② 3
실제 인 자료를 다루거나 삶과 련된 자료를 근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나 생각을 디지털 기술로 발 하는 등의 낮은 수 의 자료에 근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됨.

③ 3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미션이었는데, 학생들의 산출
물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자료와 이야기를 선정하여 제작한 학생
이 50%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신의 삶과 련은 있지만 의미 보다는 재미 요소
를 으로 개발하 음. 자료가 주로 엔트리 안에서 제공되는 코딩이 주를 
이루었고 자신의 일상이나 삶을 표 하는 것 보다는 3가지 기본 미션의 명령어
를 작품에 포함시키는 것에 치 하 으므로 실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 다
고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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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① 3

3.00

개인 는 페어 활동이 모둠 활동에 비해 많이 계획되어 있음. 마지막 종합 
과제 역시 개인이 주도 으로 실행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래가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함.

② 3
우수한 학생들을 심으로 상호 력(질의  조력) 활동이 진행되어 교사의 
기 보다 더 우수한 작품들이 만들어 질 수 있었음.

③ 3

학생 간 력은 주로 언 러그드 활동과 숙련자를 심으로 서로의 명령어 체계
를 살펴보고 피드백을 . 이 부분에서는 학습자 간의 력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기여한 측면을 찾기 어려움. 단, 나만의 작품을 엔트리를 이용하여 
코딩하여 만들 때, 만들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짝과 함께 해결하면서 동료 피드백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이 때 숙련자를 심으로 동이 이루어짐. 

체 평균 3.85

수업

반

련

우수한 

①
본 수업의 구성은 개인 학습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을 학습하는 사례로, 
모둠 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주도  실습이 매우 요해 보인다.

②

∙학교의 기본 인 디지털 환경이 우수하며, 이와 같은 환경이 조속히 다른 일반 학교에서 
되어 보다 쉽게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기를 희망함.

∙ 체 으로 6차시의 긴 수업설계와 더불어 추가 시간까지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경험하
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  긴 수업으로 학생들의 성취수 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단됨.

∙사와의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비 번호, 이를 활용한 로그인의 어려움을 
토로하 으며, 자 입력의 어려움, 조사 수업 등에서 포털 정보를 무분별하게 copy 해오
는 등 기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언 하 음.

③

∙작품 계획서를 만들 때,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비  분석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더욱 풍성한 
수업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됨. 를 들어, 엔트리 사이트에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들의 코딩
을 분석해보는 활동이 있었으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임.

∙ 한 6차시의 긴 수업이었으므로, 참고 자료를 방과 후 과제로 미리 안내하여 실제 계획
서 작성 에 충분히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이를 구 할 수 있는 블록을 참고자료를 
통해 보고 오게 한다면 4차시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이 더욱 도가 있었을 것임.

∙언 러그드 활동을 2가지가 아닌 1가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음. 2가지를 모두 하다 보니 
차시수가 길어진 경향이 있음. 성취 기 의 내용과 수 을 고려해 보았을 때, 4-5차시 
구성이 당해 보임.

아쉬운 

①
마지막 종합 과제는 모둠별로 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경우, 다양한 엔트리 활용 작품이 만들
어 질 수 있으며 학생의 코딩 능력의 개인차를 보완하는 업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짐.

②

∙교사가 제신한 수  이상의 다양한 산출물이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우며, 비교  
많은 시간을 투입하 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아쉬움.

∙교사의 연수 수  이상의 학생들의 산출물을 기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생각해볼 이 
있음을 시사함.

③

∙코딩 수업이 곧바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코딩 수업은 하나의 도구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

시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수업 설계가 요구됨. 이를 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을 토 로, 필요한 정보를 히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물의 비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즉, 단순히 코딩 로그램을 사용한
다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함양되지는 않음.

∙해당 수업 교사가 SW교육과 련된 연수는 이수하 으나, 실제로 코딩을 많이 해본 
경험이 부족하 으므로, 학생들이 구 하고 싶은 게임의 기능을 교사가 자세히 지도해 
주지 못한 은 아쉬운 부분임.

∙ 부분의 일반 교사들은 연수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므로 SW교육에 한 교사 
연수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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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수업 

총평

①

∙ 등학교 5학년 상으로 기  로그래  수업을 6차시로 계획하 다. 로그래  도
구로는 등학생들도 쉽게 이해와 사용이 가능한 블록코딩 형태의 엔트리를 선정하 음. 
1주차에 로그램과 엔트리에 한 소개를 시작으로 4차시까지 단계 으로 기본 엔트
리 명령어를 습득하는 수업을 계획하 음. 아직 기  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
들은 기본 코딩 능력을 배울 필요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차로 단됨. 

∙기본 엔트리 로그램을 익히는 과정에서도 스토리텔링 는 문제기반의 실습수업을 
계획하여 학생들이 맥락 속에서 로그래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 음.

∙마지막 5-6차시는 기본 기능을 개별 으로 극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동료
와 공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 음. 

②

∙스마트교실 구축 등과 같은 일선의 학교에서 보기 어려운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학교환경을 갖고 있으며, 수업시간도 6시간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비교  체계
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수업이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하 음. 

∙특히 학생들이 이 교육활동을 통해 로그래 에 한 호기심이나 흥미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지도교사의 면담내용이 인상 이었으며, 이 수업 이후 추수 인 교육활동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생산 인 활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다만, 교사의 면담에서 등장한 것과 같이 5학년 이  선행과정으로 타이핑이나 사이트 
로그인, 인터넷   정보 수집과 련된 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해서는 다시 한 번 아쉬운 이 있었음.

③

∙  차시를 학생 개인당 제공된 태블릿PC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각 교실에 무선인터넷
망이 설치된 을 볼 때, 학교 시설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쉽게 근하고 활용 가능
한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이라 단 됨.

∙총 6차시의 호흡이 긴 수업을 설계하 으나 수업의 짜임과 각 차시별 연계성이 매우 뛰어남.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하는 데 충실한 수업이었음.

∙성취 기 이 아마도 로그래  과정을 ‘체험’하는 것에 있다 보니 후반 차시에 이루어
진 나만의 작품 만들기의 결과물의 질이 높지는 않았음. 나만의 작품의 경우도 학생의 
자유도가 높은 활동은 아니었고 기본 미션의 3가지 활동(말하기, 색 변경하기, 움직이기)
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음.

디지털 

리터러

시 

문가 

의견

∙컴퓨터실 이외에 학년별로 이용 가능한 태블릿PC, 교실마다 무선인터넷 사용 환경이 가능한 
비교  우수한 학교 환경이나, 20  이상의 태블릿 PC가 동시 속하면 무선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기술 환경이라는 요
한 을 시사 으로 제시함. 

∙실제 1-4학년 기간의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이용 교육에 있어 정규 교육 시간이 매우 부족하
고, 학생들에 따라 방과후 컴퓨터 수업 수강 여부와 경험에 편차가 많은 을 고려하여, 기
인 컴퓨터 이용  디지털 정보 이용 소양 교육이 으로 필요함. 상 으로 많은 차시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충분한 연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이 돋보이나, 여 히 학생들에
게 시간이 부족함을 보여 . 

∙ 로그래  언어 학습 이 에 로그인, 자  입력, 자료 조사 등 기 인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이 매우 요함을 보여  도 의미 있는 부분임. 교사가 소 트웨어 교육 연수는 이수하 으나 
실제 코딩 경험이 부족하여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은 매우 요한 시사 임. 국어 
교육에서 작문 지도, 외국어 교육에서 말하기와 쓰기 지도, 술 교육에서 실기 지도 등에 있어
서도 교사의 실제 경험이 요함과 같은 이치인 만큼, 교사의 역량 강화를 한 노력이 필요함
을 보여 . 한 코딩 자체가 디지털 리터러시는 아니므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에서 코딩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교과서 개선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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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거 자료를 토 로 실과(기술･가정)과 3개 학교의 수업 평정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2-22>와 같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과 수업의 치를 확인하여 기 을 갖고 

항목별로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Ⅳ-2-22> 실과(기술･가정)과 수업 체 평정 결과

 항목 학교
평정 결과

수 평균

1. 내용의 타당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A 4.33 

3.89 B 4.33 

C 3.00 

1-2. 수업 내용의 합성

A 4.33 

3.89 B 4.00 

C 3.33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A 3.00 

3.22 B 3.66 

C 3.00 

2. 지원의 효율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A 3.66 

3.66 B 4.00 

C 3.33 

2-2. 학교 여건의 성

A 4.00 

4.33 B 5.00 

C 4.00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A 3.33 

3.66 B 4.33 

C 3.33 

3-2. 문제 실행력 정도

A 3.66 

3.44 B 3.66 

C 3.00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A 3.00 

2.77 B 2.66 

C 2.66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A 2.66 

2.55 B 3.00 

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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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학습 목표의 부합성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A학교와 B학교는 

학습 목표가 로그래  언어 체험을 한 성취기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에 상당한 수 으로 하게 진술하고, 그에 따라 수업

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C 학교의 경우 성취기  상에 진술되어 있는 ‘체험’이 

학습 목표에 충분히 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소 낮은 평정 수를 받았다.

A학교의 경우 성취기 을 달성하기 해 총 5차시 학습을 구상하여 차시별로 ① 소 트웨어

와 로그래 에 한 이해, ② 로그래  도구(엔트리) 사용 방법 학습, ③ 로그래  도구를 

이용한 도깨비폰 게임 계획 세우기, ⑤ 로그래  도구를 이용하여 도깨비폰 만들기로 수업을 

진행하 으며, 수업 평정은 ③차시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B학교는 6차시 수업을 구상하여 차시별로 ① 교육용 로그래  도구 만나기, ②∼③ 차례 로 

명령하는 로그래 하기, ④ 말하고, 색 바꾸고, 움직이도록 로그래 하기, ⑤∼⑥ 로그래  

계획, 제작, 공유하기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업의 평정은 ②∼③차시를 기 으로 실시되었다. 

C학교는 3차시 수업을 구성하여 로그래  언어 체험활동을 진행하 는데, ① 로그래  

언어의 기  원리 악하기, ② 로그래  언어 체험하기, ③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여 

로그램 만들기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업의 평정은 ③차시를 기 으로 진행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A학교와 B학교의 수업은 동일한 성취기 을 해 모두 3개 이상의 차시를 

구성하여 수업에 용하 다. 그런데 C학교의 3차시 수업은 여 히 로그래  체험 활동이 부족하

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로그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자연스럽게 개발

될 수 있는 학생 심 체험활동이 학습 목표상에 단계별로 진술되지 못하 다는 평가를 받았다.

1-2. 수업 내용의 합성

수업 내용의 합성 측면에서는 A, B 학교는 고르게 4  이상의 좋은 수를 받았으나, C학교 

수업은 코딩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활동 연계 미흡의 문제로 보통 수 의 수를 받았다. 소

트웨어 교육의 로그래  과정(‘코딩’과 동일)은 재 등 5학년부터 시작되는데, 세 학교 

모두 학생들의 소 트웨어 기술의 격차가 수업 활동 설계에서 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각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들은 학생들이 소 트웨어 교육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로그

래 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 러그드(Unplugged) 활동을 포함하여 이해를 돕거나, 

테크놀로지 사용의 구체  이야기를 활용해 로그래 에 한 이해를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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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5] 언 러그드 활동 용의 시들

A학교는 소 트웨어와 로그래 에 한 이해를 해 ‘도깨비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라는 

이야기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로그래 으로 어떻게 구 될 수 있는지는 연계하여 로그래  과정에 한 

이해를 도모하 다. 5차시로 구성된 수업은 부분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용하여 수업을 

진행하 으며, 1차시와 5차시는 탐구학습 모형을 활용해 수업을 설계하여 동화책을 읽고 자신

의 개성이 드러난 게임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수업 활동을 진행하 다. 개별학습을 심으로 

동학습을 히 배합하여 운 하 다.

[그림 Ⅳ-2-46] 수업 활동 계획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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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교의 경우 로그래  도구 만나기, 보물찾기, 엔트리  움직이기 등과 같은 구체  활동

을 통해 학생들의 로그래  체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 다. 총 6차시로 

구성된 수업에서 먼 , 1차시에는 시연 심 모델을 용하 고, 2∼4차시에는 재구성 심 

모델을 용해 학생들에게 로그래  도구 사용법을 습득하면서 로그래  도구를 안내해 

나갔다. 5∼6차시에서는 개발 심 모델을 활용해 이  차시에서 배운 로그래  기술을 활용

해 엔트리 작품 만들기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습득한 기술을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그림 Ⅳ-2-47] 보물찾기 미션과 블록 로그램 설명

C학교의 수업은 개념학습과 문제해결 학습 모형을 활용해 로그래 의 이해와 스토리 만들

기 수업이 수업 내용을 구성되었다. 1차시 수업은 로그래  언어의 기  원리 악과 언 러

그드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념학습 모형이 운 되었고, 2차시와 3차시는 문제해결 수업 

략을 활용하여 학생들 자신만의 스토리가 용된 로그램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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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8] 언 러그드 활동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한 로그래  활동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학생 평가의 타당성 측면을 살펴보면, B학교를 제외한 두 학교가 보통(평 : 3.00)을 받아서 

로그래  체험 수업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B학교의 경우, 블록형 로그램을 통해 기  로그래 을 습득

하고 오 젝트를 움직이는 로그래 까지 수업을 단계 으로 구성한 것이 효과 이라고 평가

받았으며, 평가를 한 루 릭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진행된 학습활동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

시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효과 이었다고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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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9] B학교에서 활용한 평가 루 릭의 시

그러나 A학교의 경우 학생 심 로그래  활동을 해 ‘도깨비폰’을 설계하는 활동은 독창

이고 한 활동이었으나, 수행평가 항목이 만들고자 하는 게임을 완성하고 발표하는 데 한정

되어 있어서 이 활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단계별 용 계를 악하기에 어렵다는 평정 결과

를 받았다. C학교의 경우는 Code.org라는 로그래  도구를 활용하여 로그래  차에 

한 이해를 도모하 는데, 평가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 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정 결과를 받았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과 련해서

는 디지털 기술과 도구에 한 이해를 한 로그래  활동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기술에 활용이나 문제해결과 같은 고차원  학습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평정 결과를 볼 때, 디지털 리터러시 계발을 한 수업의 경우 도구 

자체의 이해나 활용을 넘어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한 수업 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그러

한 과정을 평가하기 해 루 릭과 같은 형성평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

러 수업 차시를 충분히 확보하여 디지털 기술을 학생들의 일상생활 과제에 용해 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기술 사용의 효과성 측면을 A, B, C 세 학교는 보통 이상의 평 을 받아서 로그래  체험을 

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다고 평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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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A학교의 경우는 블록형 코딩 수업을 한 엔트리의 사용은 로그래  체험과 함께 학생

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단한 반면, 수업 내용에서는 디지털 도구에 

한 간단한 체험이나 교사가 제시해  로그래  내용에 한 간략한 수정 활동만을 하고 

있어서 기술 사용의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C학교 역시 로그래  도구로 

Code.org를 선정하여 활용하 다는 측면에서 수업  디지털 기술 활용 자체는 코딩 체험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모두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받았으나, 수업에 사용된 도구 자체를 활용

하는 활동이 교사의 시연을 통한 학생들의 실습을 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도구 자체를 효과

으로 활용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 받았다. 

 

2-2. 학교 여건의 성

학교 여건의 성 측면에서 A, B, C 학교는 모두 우수한 평 을 받아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학교와 B학교는 실과 수업을 컴퓨터실에서 

실시하 는데, 학생과 교사 모두가 1인 1PC를 보유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학교는 교내에 컴퓨터실이 완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태블릿 PC와 함께 자칠 이 

구비된 스마트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어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수업이 다양한 수업 활동에 

용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Ⅳ-2-50] 학생들의 태블릿 PC 사용과 스마트교실의 자칠  활용 시

 C학교의 스마트 교실 환경은 학생들이 개별 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해  뿐 아니라, WIFI망이 히 구축되어 있어서 모바일 장비들이 학생들의 수업활

동 반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데 큰 장 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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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활동  참여 정도

활동  참여 정도 측면에서 A, B, C 학교는 보통 이상의 평 을 받아서 로그래  체험을 

한 수업 활동에 학생 참여의 정도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다고 평가받기는 하 으나, 

일부 학교는 충분한 수 은 아니라는 평정 결과를 받았다. A와 C 학교의 경우 로그래  체험 

활동이 교사의 시연을 심으로 제시한 코딩 결과를 학생이 수정하거나 참고하여 작성하는 

수 으로 학생들이 로그래 에 참여하 다. 이러한 활동에 해 수업을 담당한 교사들과 

논의한 면담 결과에 의하면, 최근 학생들의 로그래   디지털 리터러시 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로그래 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와 

함께, 로그래 의 학습이 기존 로그래 의 결과를 답습하며 변형하면서 계발된다는 학계

의 의견도 고려하여 수업이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학생들의 수  차이를 극복하

기 한 방법으로 로그래  경험이 풍부한 학생과 그 지 못한 학생들을 짝을 지어 수업하도

록 유도하거나, 동학습 을 구성할 때 소 트웨어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그 지 못한 

학생들을 의도 으로 섞어서 구성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역량 차이를 극복한 수업이 진행된

다고 보고하 다.

한편,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B학교의 경우 기  부분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자신의 스토리에 따라 작품을 만드는 

학생주도  수업 활동을 운 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사 면담

에 의하면 B학교는 학교 반 으로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때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디지털 에티켓이 하게 계발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내 문화가 수업 운  반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문제 실행력 정도

문제 실행력 정도의 측면에서 A, B 두 학교는 비교  우수한 평 을 받았지만 C학교는 보통

의 평정을 받아서 수업 반의 내용이 실생활 문제 해결 활동과 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A학교의 경우, 도깨비폰이라는 상상  사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로그래 의 필요성과 주요 과정을 환기한 후 도깨비폰 로그래 을 한 련 

정보를 찾고, 련 내용을 수정하여 학습 활동에 한 자신의 스토리나 역량에 따라 로그래

을 개별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진행되었다. B학교 역시 교사의 지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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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학생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 문제 해결하도록 수업을 운 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직  

참여하도록 유도하 다. 반면, C학교의 수업에서는 로그래  수업 진행 과정이 교사 주도의 

시연을 심으로 학생들의 간  이해를 한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도구의 활용에

서 오는 부담을 이기 해 도구 사용법 습득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 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한 활동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실제  자료 선정 정도의 측면에서 A, B, C 학교는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다소 낮은 평 을 

받아서 수업 내용 자체가 디지털 리터러시 계발을 한 실제  자료 선정 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학교는 도깨비폰이라는 상상  맥락에서의 문제 해결을 심으로 수업을 진행

하 고, B학교는 보물찾기와 엔트리  움직이기와 같은 소 트웨어 교육 맥락에서의 문제해결

을 활용하 고, C학교는 학생들의 스토리 만들기를 한 문제를 활용해 학생들의 로그래  

과정을 유도하 다. 다만, 과제 자체나 과제에서 활용된 자료들이 일상생활의 실제  문제를 

다루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자료들에 근거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계발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생들의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

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평가하 다.

[그림 Ⅳ-2-51] 학생들의 수업 활동과 로그래  활동 소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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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력  실행 정도

력  실행 정도의 측면에서 A, B, C 학교는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다소 낮은 평 을 받아서 

수업 내용 활동에서 력  의사소통이나 력  과제해결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 다. A학교

와 C학교의 경우 수업 자체는 동학습을 한 설계보다는 개별화 수업을 통한 코딩 경험을 

유도하는 과정에 가까웠고, C학교는 코딩교육 경험이 우수한 학생을 심으로 2명씩 짝을 지어 

력하게 하는 동료학습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학습은 수업 내용을 

제시된 과제의 해결을 해 동학습의 과정을 설계되어 운 되었다기보다는 코딩 기술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수 의 차이가 나는 학생들을 돕기 한 조력자로서 동학습을 활용하 다

는 측면에서 동학습의 효과를 극 화하지 못하 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림 Ⅳ-2-52] 학생들의 수업 활동과 로그래  활동 소감 시

이상 등학교 실과(기술･가정)과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실과과의 경우, 등학교 

성취기 인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

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울 지역에서 1개, 경기 지역, 1개, 경남 지역에서 1개를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하 다.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체 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과의 학습 목표는 교과의 성취기 에 따라 학생들의 소 트웨어 로그래  역량을 

신장시켜 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는 목 을 달성하는 데 효과 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과의 성취기 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수업 활동을 설계하고 운 하기 한 활동이 하게 운 되고 있다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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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코딩 활동이나 소 트웨어 교육 활동을 해 로그래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

할 때 수업의 반 인 활동이 디지털 도구의 활용법 시연에 이 맞춰지는 경우가 발생하 다. 

일선 학교에 소 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 지 오래되지 않아 학생들의 기본 역량에 수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교사들은 생소한 도구의 경우 디지털 도구 자체의 사용법 교육에 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사  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수업 환경은 학생들이나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하기 한 최소 

기 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 연구 과정에 참여한 등학교 실과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1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수업이  교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각 

학교의 디지털 수업 환경이 그러한 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지에 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수업 내용의 설계와 운 에 있어서 실제  과제와 자료의 선정, 동  문제해결 과제

를 용한 수업 운 에 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이번 등학교 사례들에서는 학생들의 

스토리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활용한 수업이 운 되었고, 수업 구상의 아이디어는 참신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수업 내에서 활용된 자료들이 허구의 상황에 근거하기보다는 보다 실제

인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된 역량의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사. 정보과 수업 사례 분석 결과

정보과는 ‘자료와 정보’ 역의 성취기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

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한다.’를 수업에 용하여 그 사례를 수집하고 교사 

면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이에 수업 사례 분석 기 에 따른 정보과 평정그룹의 학교별 

평정 결과  그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2-23>과 같다. 지면 계상 A, B, C 세 

학교  C학교의 평정 자료를 일례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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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3> 정보과 수업에 따른 학교별 평정 자료-C학교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1. 

내용

의 

타당

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① 4

3.66

학습 목표가 성취기 을 반 하여 기술되어 있으나, 일부 수 (인터넷을 활

용한 자료수집)은 수업 계획에 반 되지 않음.

② 2

체 학습 목표를 고려했을 때, 성취기 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수집 역량이 일부 반 되

어 수업이 구성되어 있음.

③ 5

로그램 제작을 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를 통해 공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소 트웨어의 개발( 로그램 

흐름도 설계) 측면에서 학습 목표가 성취기 을 충분히 반 하 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확장하여 발 으로 반 하 다고 볼 수 있음.

1-2. 

수업 

내용의 

합성

① 4

4.00

구  클라우드 서비스 련 수업내용은 성취수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를 활용한 자료수집과 리)과 련성이 높음. 

② 4

수업에서 활용한 내용과 자료(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공유하는 방법)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소통, 창조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상당히 련 있다고 

단할 수 있음.

③ 4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로그램 메뉴와 알

고리즘(흐름도)을 설계하게 함으로써 개발을 한 차  사고가 가능하게 

하 고, 개발에 필요한 자료  데이터를 고민하게 함. 참고자료로 제시한 

엔트리 학 의 시 자료도 좋은 본보기가 됨. 력  문서 작성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요소임. 단, 아이디어 도출이나 

탐색을 한 정보의 비  검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① 3

3.00

수행평가 과제를 한 활동지는 학습 목표에 제시된 바와 일부 련성이 

있으나 학생 개별의 실제 능력에 해 평가하기는 제한 임

② 3

본시의 수업활동을 통해서는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하는 활동은 진행되지 않으나, 체 수업활동을 통해 진행되는 

평가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의 일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음. 

③ 3

수행평가 과제의 평가 기 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보를 탐색, 

탐색한 정보의 비  분석  평가, 생산  소통의 요소가 일부만 반 되어 

있음.

2. 

지원

의 

효율

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① 4

4.00

학습  실생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웹 서비스를 수업시간에 실습하여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계발을 극 으로 지원함

② 4

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 공유의 기술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한 학습활동을 극 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교과 이외 다른 교과 

 역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됨.

③ 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검색, 모둠별 로그래  활동, 문서 공유 등 

수업에서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내용과 상당 부분 

련이 있음. 단,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개발하기 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거나 극 으로 는 충분히 활용되지는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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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2-2. 

학교 

여건의 

성

① 5

4.33

SW선도학교로 PC 최신성  업학습이 가능한 자리배열 등 수업을 진행

하는데 매우 효율 인 실습 여건을 갖춤

② 4

1개 학 의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비되어 있어 쉽게 근할 

수 있고, 활용가능하나 태블릿  노트북 등의 여유장비가 없어 정보교과 

이외 타 교과와의 공동사용에는 다소 제한이 있을 것으로 단됨.

③ 4
(면담 필요)매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개별 PC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한 컴퓨터실 사용  근이 용이하다고 단됨.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① 3

3.00

개별학생이 교사의 시범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수업

을 진행함

② 3
학생들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사의 안내에 따라 근하고 자료를 

수정, 장하는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음.

③ 3

정보 검색  설계한 로그램의 테스트를 통한 오류 수정 등 학생들은 교사

의 안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정해진 방식 로 사용하며 학습함. 알고리즘 

수 의 테스트에 한정된 수 이었기 때문에 사용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한 극 인 디지털 기술의 활용 부분은 부족해 보임.

3-2. 

문제 

실행력 

정도

① 3

3.66

학생그룹이 개별 역할을 분담하여 교사가 안내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수업을 

진행함

② 4
교사의 맥락 제시에 따라 각 모둠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로

그램에 한 내용을 일로 작성하고 장하는 활동을 주도 으로 진행함.

③ 4

간단한 로그램을 설계하고 입력과 출력, 변수와 연산, 제어 구조 등을 고려

하여 오류가 없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제공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로 여러 문제들을 주도 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① 4

3.33

실제 생활 속에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4차시 

수업을 계획함

② 2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 각자가 수업 내용에 따라 모둠 활동의 내용을 클라

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장하는 활동을 진행함.

③ 4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낄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로그램을 제작하려고 

노력함. 단, 5차시에 걸친 수업의 과정 속에서 삶에 의미 있는 자료를 선정하

여 자주 학습하 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① 4

3.33

3-5명의 소그룹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모둠 내 동료평가를 실시하여 각자의 역할  활동내용을 성찰하도록 계획함

② 2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 상 이메일 아이디 등이 비되어 있어야 하나 이부

분이 충분히 비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일부 학생들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

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③ 4

(면담 필요)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으로 련된 학생 간 력 활동은 공동

의 문서 작업 부분인데, 이 부분이 평가의 주요 요소나 교사의 피드백 측면에

서 충분히 반 되어 있지 않음.

체 평균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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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수

업 

반 

련

우수한 

① 없음

②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활동이 
매우 우수하다고 단되며, 이것은 앞으로의 교육  학습활동에서 우수하게 용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 단됨.

∙학교의 컴퓨터실의 환경이 학생 1인당 1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되어 있고, 정보교과 
담당교사가 리하게 되어 있어 자유로운 컴퓨터의 사용 가능성이 우수한 으로 단됨.

∙코딩이라는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를 교육하기 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다른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를 활용하는 등의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음.

③

∙해당 성취 기 을 달성하기 해 5차시의 수업을 집 으로 배정하고 학생들이 차근
차근 학습할 수 있게 하여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수업 내용과 방법이었음.

∙  차시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좋음.
∙특히, 간단한 로그램을 사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품의 알고리즘을 코딩, 

설계하고 이를 테스트하여 오류를 반복 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좋았음.

아쉬운 

①

∙한 차시의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설명, 구  클라우드 
기능 시범  따라하기, 공동 보고서 작성, 수행평가 과제 활동지 작성 등 무 많은 
활동을 요구하고 있음. 한, 본 차시 활동을 한 학습자의 사  비(구  계정 만들기, 
학생  구성원의 이메일 리스트)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의 수업 진행과 체 학습의 
고른 학습활동 참여가 비효율 으로 운 되었음. 

∙디지털 리터러시의 출발  행동이 상 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본 차시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사 에 비해올 확률이 높고, 이에 본 차시의 학습  과제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음.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수  학생이 더 발 하고 
수 의 격차 더 벌어질 수 있는 한계 이 나타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수업
은 최소한의 기본  디지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교육과정)가 요구됨.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 을 측정하고 학습자 수 의 차이를 사 에 악할 수 있는 
기  진단 자료의 필요성에 해 교사  참석 문가와 논의하 음. 

②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련하여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비해야 하나 학생들
이 이 부분에 한 비가 미흡하여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활동을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학생들이 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고 리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은 기 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 아이디를 만들 수 없는  한 학생들이 이런 형태의 수업 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단됨.

③

∙단,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의 기본 활동인 정보의 검색, 비  분석  평가 측면
이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에서 강조되고 있지 않음.

∙보고서 시로 제시된 ‘환경개선 로그램 만들기-캘린더 만들기’의 내용이 일부만 나
와 있어서 그런지 완성도가 떨어짐. 본 일련의 수업에서 학습하고 고민한 흔 이 제
로 반 되어 있지 않음.

∙보조기억장치와 클라우드의 차이 에 해서 이해하는 것과 이를 통해 본 수업에서 자료 
수집  장, 공유 활동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한 연 성이 다소 부족해 보임.

∙교수･학습과정(지도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코딩을 하고 오류를 테스
트하는지 분명히 시되어 있었으면 하고, 해당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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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심사

자

평정 결과
평정 근거

수 평균

수업 

총평

①

∙5차시의 교수･학습과정은 한 가지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성취기 을 고려하고 있으

며, 본 공개수업 차시(2차시)는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하는 성취기 과 가장 련성이 높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2차시 학습활동으로 교수･학습 계획에는 모둠별 자료 수집과 작품 계획안을 공동 문

서로 작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의 활동은 구  클라우드 서비스

를 활용한 자료 공유와 공동 문서작업만을 진행함.

②

∙학생들이 코딩이라는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를 학습하기 하여 클라우드 컴퓨 이라

는 디지털 기술을 활요하게 하여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여 운 하는 모습은 좋았음.

∙다만, 학생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근하기 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생성하거나 리

하는 등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키보드 타이핑이나 문서작성 로그램의 기

능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음.

∙ 반 으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를 교육하기 해서 구성한 체 인 

학습계획에서 세부 인 숙련도를 높이기 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음.

③

∙5차시나 되는 다소 긴 호흡의 수업이었으므로 1~2차시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아이디어 발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단 으로 보면, 굳이 정보 검색  비  분석 없이도 모둠별로 학생들이 토의하여 

코딩 주제를 떠올리고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테스트해보는 식의 수업으로 진행되도 

무리가 없는 수업이 될 수 있음.

디지털 

리터러

시 

문가 

의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유효하기 하여 학습자의 실생활과 연결시켜, 학교 안에서 익힌 

역량을 실제 생활로 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함. 본 수업은 그러한 연결고리를 

잘 찾아 실행한 경우로 보임. 엔트리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도 을 맞추지만, 작품의 주제

를 선정함에 있어 실생활 기반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수업 

구성의 강 이라 단됨. 

∙본 차시 수업의 경우처럼 클라우드를 활용한 공유 환경을 제공하여 모둠별로 력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도움을 . 한 다른 수업사례

에서 보이지 않은 강 은 보조기억장치와 클라우드의 장단  등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일상 생활의 리터러시 실천에 향을 미치는 미디어 환경에 한 이해를 도와 디지털 리터러

시를 지원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음. 

∙ 와 련하여 교사는 면담지에서 ‘ 부분의 학생들이 정보검색능력, 자료 장능력은 갖추어

진 편이나 이메일 사용, 클라우드 사용능력은 부족’하고, 이는‘ 회원가입’과 연 이 있다고 

설명함. 실제로 앞선 수업 사례에 한 의견에서 언 하 듯이 일상에서 활용하는 범용 로

그램( 부분의 경우 미디어기업에 의해 운 되는 서비스)을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실생활과의 연계와 실재성 담보를 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회원가입과 개인

정보 리의 문제가 비교  덜한 환경인 교육용 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장려할 것인지 정책 

수 의 단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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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거 자료를 토 로 정보과 3개 학교의 수업 평정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2-24>

와 같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과 수업의 치를 확인하여 기 을 갖고 항목별로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Ⅳ-2-24> 정보과 수업 체 평정 결과

 항목 학교
평정 결과

수 평균

1. 내용의 타당성

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A 3.33 

3.55 B 3.66 

C 3.66 

1-2. 수업 내용의 합성

A 3.66 

3.77 B 3.66 

C 4.00 

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A 2.66 

3.11 B 3.66 

C 3.00 

2. 지원의 효율성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A 3.33 

3.66 B 3.66 

C 4.00 

2-2. 학교 여건의 성

A 3.66 

4.00 B 4.00 

C 4.33 

3. 수 의 성

3-1. 활동  참여 정도

A 3.66 

3.55 B 4.00 

C 3.00 

3-2. 문제 실행력 정도

A 3.33 

3.22 B 2.66 

C 3.66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A 4.00 

3.44 B 3.00 

C 3.33 

3-4. 력  실행 정도 ( 력 학습의 경우)

A 4.33 

3.44 B 2.66 

C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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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 목표의 부합성

학습 목표의 부합성 측면에서 A, B, C 세 학교는 보통 이상의 평정 수를 받아서 체로 

학습 목표가 성취기 을 비교  하게 반 하고 있으며, 학습 목표가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의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정자 간의 평정 수 차가 다소 존재

함에도, A, B, C학교의 학습 목표의 부합성 평정 수의 평균 수는 체로 비슷한 수 이었다. 

C학교를 평정한 문가의 경우, 성취기  상에 거론되어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수집과 

리’와 같은 활동이 학습 목표로 히 제시되면서 이 활동이 다른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확장되는 경우 높은 수를 배정한 반면, A학교를 평정한 문가의 경우, 성취기  상에 거론되

어 있는 동일한 기 을 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A학교에 다소 낮은 수를 배 하기도 하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A, B, 

C학교 모두 학습 목표들은 성취기 을 히 반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최소한의 목 에 맞게 하게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취목표와 련하여 A학교는 성취기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

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한다.’ 이외에 ‘[9정05-01] 컴퓨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기 인 상호 계를 분석한다.’를 활용하여 총 

4차시 수업을 운 하 다. 차시별 수업 주제는 ① 컴퓨  시스템의 구성 이해, ② 미래의 디지털 

발명품에 활용될 기술 조사, ③ 미래의 디지털 발명품 구상, ④ 디지털 발명품 구상도 제작 

 발표를 구상하 으며, 이  ②차시를 심으로 수업 평정이 진행되었다. 

B학교 역시 성취기  [9정02-02] 이외에, ‘[9정04-03]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와 연산자

를 활용한 로그램을 작성한다.’를 활용하여 총 2차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주제는 ① 2018년

의 유물 발굴 로그램 만들기, ② 2018년의 유물 발굴 게임 로그램 확장하기가 수업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수업 평정은 ②차시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A와 B학교와는 달리 C학교는 성취기  [9정02-02]만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상하 으며, 총 

5차시 수업이 진행되었다. 차시별 수업 주제는 ① 작품 구상  계획하기, ② 로그램 제작을 

한 자료 수집  공유, ③ 생활 속 문제해결 로그램 제작, ④ 로그램 완성  보고서 

작성하기, ⑤ 작품 공유  발표를 수업 주제로 구성하여 학습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수업 평정

은 ②차시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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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업 내용의 합성

수업 내용의 합성 측면에서는 A, B, C학교는 고르게 우수한 평정 수를 받았다. 특히 

A학교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자료를 조사하고 리하는 활동으로 구 닥스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습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수업 내용이 하게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B학교는 거꾸로 학습을 기반

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의 수집･ 장･공유 활동이 용된 수업 내용이 우수하게 평가받았

으며, 엔트리를 활용한 로그램 제작을 병행한 수업 과정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이었다고 평가받았다. 마지막 C학교 수업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실제

 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로그램 메뉴와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을 한 수업 설계 의도가 정 으로 평가받았다. 

[그림 Ⅳ-2-53]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활용한 수업 활동

A학교는 컴퓨  시스템 단원의 ‘컴퓨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을 활용하여 컴퓨  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하고, 의 디지털 기술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에 한 정보를 통해 미래 기술

에 한 측을 해볼 수 있는 학생 심 로젝트 활동이 수업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컴퓨  

시스템의 이해를 시작으로 미래의 디지털 발명품 기술에 한 조사를 통해 미래의 디지털 발명

품을 구상하는 과정으로 로젝트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학생들은 개별학습과 동학습을 병

행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별로 작성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동  로젝트 수행

을 해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활용하 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이 부족한 동료들과 효과

인 업을 해 모둠원 역할 정하기를 통해 분업을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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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4] 수업 에 활용된 활동지와 모둠원 역할 정하기

B학교는 자료와 정보 단원의 자료의 수집과 리, 문제 해결과 로그래 에서 변수와 연산 

단원을 활용하여 2차시 수업을 진행하 으며, 거꾸로 수업  모둠별 력학습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의 내용은 2018년 유물 발굴이라는 주제를 통해 유물 발굴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과거의 기술  유물이 된 것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 유물로 선정한 

물건의 용도로 사용된 조선시  유물을 조사하여 비교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유물

의 이미지를 유물 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엔트리 클릭커 로그램으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개발 활동으로 확장하 다. 다만, B학교의 로그램은 2018년 유물을 찾는다는 신선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수업 차시가 2차시이고 학생들의 코딩 기술의 수 차가 

있어서 교사 주도식 시범 실습을 심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로그래  과정을 모방하는 수업

의 형태가 되어서 학생 참여가 극 이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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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5] 유물 로젝트 루 릭에 나타난 수업 활동

C학교는 력  로젝트 수행하기 단원을 심으로 엔트리를 활용해 생활 속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한 로그램 개발 활동을 수업 내용을 진행하 다. 총 5차시로 구성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로젝트 학습과 함께 시범실습과 동학습에 참여하여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 다. 

5차시로 구성된 수업에서 활용된 3개의 수행평가 과제에서는 ① ‘생활 속 문제해결’ 로그램 

제작 계획서 작성하기, ② ‘생활 속 문제해결’ 로그램을 한 자료 수집과 작품 제작, ③ ‘생활 

속 문제해결’ 로그램 발표하기가 제공되어 일련의 로젝트 진행 차를 안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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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6] 로젝트 학습을 한 수행평가 과제 양식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로젝트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기 한 주제 선정과 작품 구상 활동을 

한 자료 수집을 해 인터넷 자료를 찾고, 그것들을 정리하기 해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활용해 공유문서를 작성하 다. 다만, 일부 학생들이 이메일 계정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새로 

계정을 만들 때 필요한 학부모 동의 문제로 수업 당시에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 다. 이들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동료의 컴퓨터를 사용해 공유 

문서에 근할 수 있었다는 은 아쉬운 이었다. 

[그림 Ⅳ-2-57] 로젝트 학습  학생들의 동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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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생 평가의 타당성

학생 평가의 타당성 측면을 살펴보면, B학교와 C학교는 간 이상의 평정 수를 받아서 학

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활동을 하게 운 하 다고 평가한 반면, A학교의 경우 수업

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신장에 한 평가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 학교의 수업

에서 모두 루 릭을 활용한 평가 기 을 활용하 는데, 루 릭의 평가 기술에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의 질  평가 내용을 시하여 수업을 통해 획득되어야 할 학생들의 이해를 돕게 하 다. 

[그림 Ⅳ-2-58] 수업에서 활용된 평가지와 교사 피드백의 시

세 학교의 수업  평가를 한 루 릭은 과제 평가뿐 아니라 동과제 시의 소통의 질  

평가, 작품의 완성도와 태도, 보고서  발표 활동에 한 평가와 같이 2차시에서 5차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의 과정을 안내해 다는 측면에서 정 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교사의 피드백은 교사의 평가 결과를 학생과 의사소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은 정 으

로 안내한다는 측면에서 정 인 평가를 할 만하 다. C학교 정보과 수업에서는 각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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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릭이나 학생 찰 평가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시하여 수업 과정에 

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 다. 다만, A학교의 경우, 기존 루 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 한 주요 수 들을 루 릭에 완벽히 녹여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

다는 측면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1. 사용 기술의 효과성

각 수업에서 사용된 디지털 기술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A, B, C학교는 한 수 에서 디지

털 기술이 수업의 내용에 맞게 효과 으로 활용되었다. A학교의 경우 컴퓨  시스템의 이해와 

미래의 디지털 발명을 한 조사 활동으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활동을 

수행하 고, B학교의 경우 2018년의 유물 발굴을 해 학생들이 본인의 주제에 맞는 자료를 

검색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을 수행하 다. C학교의 경우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한 로그래 을 해 련 정보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검색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수행하 다. 다만, A학교 수업이 인터넷 는 응용 소 트웨어가 자료의 수집

이나 정리에 머물러 문제해결을 한 주요 도구로까지 활용되거나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활용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Ⅳ-2-59]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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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교 여건의 성

학교 여건의 성의 측면에서 세 학교는 비교  우수한 시설에서 정보과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A학교는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개인당 1 의 PC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

하면서 모둠활동을 진행하 다. 기기 노후 등의 문제로 속 에러가 일부 발생하기도 하 지만, 

수업에서 클라우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B학교 역시 

테스크탑 PC와 자칠 이 설치된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하 으며, 학생은 개인당 1PC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C학교는 A학교와 B학교에 비해 조  더 

우수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 다. C학교는 소 트웨어 교육 선도학

교로 지정되어 컴퓨터실이 매립형 PC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책상의 배치 형태가 모듬 수업에 

하게 4개의 책상이 맞닿아 있는 형태 다. 이러한 컴퓨터실 환경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동학습 과정을 용이하게 하며, 학생들의 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과 화가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 을 받았다.

[그림 Ⅳ-2-60] 업이 가능한 교실 구조와 1인 1PC가 가능한 컴퓨터실

3-1. 활동  참여 정도

활동  참여 정도의 측면에서 A, B, C학교는 모두 보통의 평 을 받았다. 세 학교의 수업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활동을 교사의 지시에 의해 사용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

되었다. 주제 자체는 디지털 기술 자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창의 이며 자기주도 인 방식으

로 해결할 수 있을 과제 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제작해  학습지에 답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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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진행되어 학생의 참여 정도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지 못하 다. A학교의 경우 수업에서 

진행된 탐구활동이 매우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 하며, 성인 학습자가 아니더라도 안내된 

탐구학습 정도로 과제 구조화의 정도를 낮추어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지 하 다. 

3-2. 문제 실행력 정도

문제 실행력 정도의 측면에서 A학교와 B학교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C학교

는 보통을 조  웃도는 평 을 받았다. 먼 , A학교와 B학교는 교사의 수업 운 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지와 구조화된 수업 계획을 통해 정해진 수업을 진행하 고, 학생들도 

각각의 수업 차에 따라 과제 산출물을 제작했다. 그러나 다소 구조화된 수업 진행 방식으로 

인해 수업은 교사의 시연에 따른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실습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 기반한 학습자 주도  계획과 해결이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C학교는 수업은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로그램을 구안하여 제작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 체에서 빈번하게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노출되었

다고 평가받았다.

[그림 Ⅳ-2-61] 수업 과정에 용된 로그램 개발 차



Ⅳ.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323

3-3. 실제  자료 선정 정도

실제  자료 선정 정도의 측면에서 A, B, C학교는 모두 우수한 평 을 받았다. A학교의 

경우  의 컴퓨  시스템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디지털 발명품에 활용될 기술을 조사하

여 미래 발명품을 구상한다는 수업 내용을 통해 실제  과제를 한 창의  발명 활동에 목했

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Ⅳ-2-62] 유물 발굴 게임 로그램 개발을 한 일상 주제 탐색

B학교는 과거의 유물을 조사하여 의 물건  유물로 선정할 것을 찾고 이것을 유물 

발굴 게임으로 개발한다는 주제를 활용하 는데, 과거와 의 물건을 조사하면서 학생들에

게 주제 탐색 과정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 인 주제를 선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C학교는 수업 주제 상으로 실생활 문제해결을 한 로그램 개발이었으나,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찾고 그러한 문제를 컴퓨터 소 트웨

어로 해결하면서 그 둘 간의 계를 탐색하는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 심의 실제  과제가 

학습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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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력  실행 정도

력  실행 정도에서 A, C학교는 모두 우수한 평 을 받았으나 B학교는 보통 이하의 평

을 받아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A학교와 C학교는 구 닥스 등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  기능을 활용해 동  문서 작성을 통해 과제 결과물을 산출하게 하 고, 

수업의 과정은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과 력이 수업의 목 에 맞게 진행되었다. 다만, B학교는 

교사의 수업 시연과 실습을 통한 수업을 하면서 개별  로그램 개발을 유도하 다는 측면에

서 력  의사소통은 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 정보과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정보과의 경우, 학교 ‘자료와 정보’ 역의 

성취기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수집하

고 리한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울 지역에서 1개, 경기 지역, 1개, 세종 지역에서 1개를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하 다.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 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과의 수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과의 다양한 성취기 과 

연계되어 비교  효과 인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목표의 부합성 

측면에서 성취기  [9정02-02]는 다양한 수업에서 하게 학습 목표로 환되어 활용되고 

있었으며, 수업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수업에 하게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한다.’와 같은 성취기 이 이번 정보과 수업에서 매우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활용되었다는 측면에서 향후 융합 교과 수업을 설계하기 합한 성취기 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술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업에 용된 디지털 기술들은 학생들의 동학습을 지원함

과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계발하기에 한 것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행 학교의 학습 환경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학생들의 수 차가 존재하여 수업 운 을 

한 사  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세 학교의 정보과 수업은 수업의 내용과 학습 과정 설계 측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개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 을 받았지만, 일부 학교의 수업은 제한된 

수업 시간으로 인해 교사 주도형 시연과 수동  학습을 심으로 진행되었다는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Ⅴ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탐색

1. 국어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2. 도덕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3. 사회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4. 수학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5. 실과(기술･가정)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6. 정보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Ⅴ.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탐색

327

본 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과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하고 있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실과(기술･가정), 정보의 6개 교과를 심으로,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태 분석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궁극 으로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1. 국어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국어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해, 먼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에 유의할 

목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어과는 언어 환경의 ‘매체’ 변화를 수용하여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 꾸 히 수용해 왔으며, 그러한 까닭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측면에서는 

매체의 변화와 그를 통한 의사소통 교육에 을 맞춘 성취기 이 다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의 체계 이고 일 된 진술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 사항이 요청되었다. 

첫째, 국어과 ‘목표’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 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목표

에서 진술하고 있는 ‘맥락 요소’, ‘다양한 유형의 담화나 ’ 등이 디지털 기술과 매체의 변화를 

담은 포  진술한 것이라 볼 수도 있으나, ‘성격’, ‘내용 체계’, ‘성취기 ’ 등에 디지털 리터러

시 련성을 일 되게 반 한 것에 비해 목표 측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취기 ’ 측면에서는 등학교와 학교 모두 공통 으로 국어과 역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역의 성취기  일부에서 매체 련 내용을 직 으로 언 하고 있었다. 여기서

도 학교 으로는 등학교 6학년와 학교 1학년에 집 되어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모든 학년, 모든 역에서 발달 과업이 필요한 만큼, 이와 련하여 반 이고 체계 인 내용 

설계가 요청된다. 셋째, ‘교수･학습의 방향’이나 ‘평가 방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직

인 제시가 없고, 다만, 새롭게 ‘컴퓨터 기반 평가’를 추가하여 언 하고 있었다.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이 교수･학습과 평가 측면에서 구체 인 실행력을 갖는다고 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 

련 성취기 이 추진력을 지닐 수 있도록 이에 실질 인 안내가 필요하다. 한 평가 방법으로 

새롭게 제시한 컴퓨터 기반 평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방법으로 의미 있는 제안이나 국어과 

교사가 처음 공식 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교과 수업에서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해서도 실효성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328

다음으로, 국어과 교사 설문 결과를 통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목할 수 있다. 학생을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활발한 교과를 조사한 결과, 등학생은 사회･국어･과학 순이었고, 

학생은 과학･사회･국어 순이었다. 즉, 국어의 경우 등학교･ 학교 모두 사회, 과학과 더불

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비교  활발히 진행해 온 교과라 할 수 있다. 한 교사 상 조사 

결과에서도, 국어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역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탐색･활

용’,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분석･평가’, ‘디지털 정보  그 내용물의 소통･창조’에 고루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듯 국어과는 리터러시를 다루는 기  교과로서 디지털 리터러

시 한 모든 역에 고루 여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다른 교과에 비해 여러 

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극 으로 진행해 온 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질 인 측면에서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첫째, 국어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동기 

유발(28.6%), 교수･학습 자료 설명(16.4%), 활동 시범  조언(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 히 수업 반의 교사 심의 활동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으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시되는 지 이다. 둘째, 국어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에서 학생의 활동  참여에 비해 문제 실행력 정도가 다소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즉, 학생의 활동  참여 단계를 5단계로 조사한 결과에서 ‘교사가 맥락을 주면 학생 

개별이 디지털 기술을 자기주도 으로 사용’하는 4단계까지 이르는 양상을 보인 것에 비해, 

학생의 문제 실행력 단계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 개별이 디지털 기술로 교과 내용의 지식

을 습득’하는 3단계 정도 다. 즉, 이는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참여도에 비해 주도 인 

문제 해결력이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어과 수업에서 교사 본인에 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비도를 분석한 결과, 국어과 교사들은 반 이상(51.2%)이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에 한 비가 되어있지 못하다고 응답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에 교사 역량이 

차지하는 비 이 큰 만큼, 교사 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 인 지원이 필요한 목이다. 

마지막으로, 국어과 수업 사례 분석과 교사 면담을 통해서 다음의 유의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의 물 ･인  자원  여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비도 차이,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차이에 따라서 국어과 수업의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국어과의 경우 기존의 

디지털 랫폼을 정히 활용하는 편인데, 이것은 디지털 인 새로운 쓰기를 지원하는 도구

로는 미흡한 편이다. 성취기 에서 의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쓰기를 가르치기 

해 교사가 매번 소 트웨어를 선별하여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교과의 성취

기 에 합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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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까지는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기도 하나, 평가에 있어서는 여 히 통 인 국어과 

평가 방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이는 교사의 개인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디지털 

장비  시설의 부족과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가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어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에서 제기된 바를 고려할 때, 다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 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 국어과는 통 으로 다수 성취기 에서 매체의 변화를 수용

해 온 편이긴 하나, 성격-목표-내용 체계-성취기 -교수･학습-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 속

에서 유기 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다. 국어과는 디지털 리터

러시를 담당해야 하는 기본 도구 교과이므로, 성격과 목표에서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선언하고 한 그것이 교수･학습과 평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이를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체계 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매체’, ‘디지털 미디어’란 용어를 극 으로 명시해  

필요가 있다. 지 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매체’라는 용어에 을 맞추어,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일임해왔다. 그런데 국어과에서 언 하는 ‘매체’는 책, 신문, 화, 라디

오, 사진, 고, 화, 텔 비 ,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을 다양하게 포 한다. 즉, 

통 인 방식의 인쇄 매체도 이 용어에 포함되어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에 을 맞춘 용어를 별도로 구분지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국어과에서 

‘디지털’이란 용어를 교육과정에 명시 으로 드러내어 본격 이고 실제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아야 한다. 

셋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이와 련한 

내용을 모든 학년과 역에 걸쳐 체계 으로 반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세 에게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은 단계 으로 계발해야 할 복합 인 역량이다. 따라서 재와 같이 특정 학년, 특정 

역에만 집 하여 제시하는 양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매체 련(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체계 으로 설정해야 한다. 국어과 역별 내용 

체계에서부터 하  역 간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 련 내용과의 조합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학년(군)별로 매체 련 내용 요소를 계와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 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 문가 의회, 2018. 10. 8.). 나아가 행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계성과 

연계성이 약화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여 제시함

으로써 교육 내용 체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매체(디지털 리터러시 련)와 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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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체계 으로 설계한다고 할 때, 매체의 형식  갈래와 내용  갈래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를 들어 형식  갈래는 뉴스, 고, 게임, SNS, 만화(애니메이션), 화, 텔 비 드라마 

등으로, 내용  갈래는 매체 문식성의 본질과 필요성, 미디어의 기능과 향력, 사실･왜곡･허 , 

폭력성, 선정성, 상업성, 개인 정보 보호, 불법 복제･표  등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박기범, 

2018, p. 7). 

넷째, 국어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개선을 해서 학생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환경의 

실제 인 양태를 반 할 필요가 있다( 문가 의회, 2018. 9. 18.).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이 기존 수업과 비교하여 실효성을 발휘하는 목은 실제 인 환경에서 실세계의 문제

에 근하고 학생 스스로 이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때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의사소통은 학습

자에게 실세계 의사소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극 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은 기존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실제 수행하는 리터러시 생태

계를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문자 언어 는 음성 언어로만 작성된 텍스트를 상

으로 하는 리터러시 수업이 아니라 이미지나 하이퍼텍스트 등을 통해 여러 유형의 텍스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리터러시 생태계를 반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학습 활동과 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과 교실 밖 세계와 연결하고, 지역사회나 국제 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어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구 되는 구체 인 실  양상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를 고려할 수 있다. 사회, 과학, 어 교과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순차 으로 도입되고 있는 만큼, 

향후 효과성 검증을 통해 국어과에서도 극 으로 도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때 지 보다 

좀 더 다양하고 수  높은 학습 활동을 구안하여 교과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 교과서에

서는 부분 하나의 학습 주제에 한 가지의 매체를 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복수의 매체들을 함께 다루어 매체 간 특성을 비교하거나, 매체들의 장 을 극 화할 수 있는 

활용 략 등을 학습 내용과 방법으로 제시하여 국어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외연을 

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가 의회, 2018. 10. 8.). 

여섯째, 국어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섬세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출 과 미디어의 변화로 함의하는 역량의 범

가 유동 일 수 있다. 즉, 교과 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매번 따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자원이 일정 장소에 체제를 갖추어 구축되어 있고, 교과의 성취기

에 맞는 소 트웨어나 디지털 자원이 시의성 있게 충실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한 학교의 

시설 여건이 실질 인 실행을 좌우하는 만큼, 장 용이 가능한 인 라 구축을 먼  정비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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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국어과 교사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국어과의 경우 

교과 특성상 리터러시를 다루므로 사실 모든 성취기 을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해석하

고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어과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극 으로 

성취기 을 해석하고 재구성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에 합한 소 트웨어를 선별하여 활용

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2. 도덕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도덕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해, 먼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에 유의할 

목을 짚어보고자 한다. 

도덕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있어 도덕  민감성과 같은 정의 인 부분을 담당하

고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에 윤리 인 기   토 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하여 필수 인 교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도덕과 교육과정상의 반 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분석 결과 

2007 개정 시기부터 재까지 그 내용 요소로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내용이 꾸 히 반 되

고는 있지만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에서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사이버 문제 등의 

해결  방과 윤리  기  확립을 해서 도덕과의 역할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도덕과에서 다루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성격은 어떠한지,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해 교육과정에서 반 으로 그리고 일 성 있게 다

루어야 한다. 하지만 재로서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과에서 으로 함양해야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의 

성격  목표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둘째, ‘내용 체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외연과 도덕과의 정체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하지 않다. ‘내용 체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일부 제시되고 있지만, 도덕과의 정체성을 반 하여 디지털 리터

러시의 련 역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구체 으로 보면, 등학교의 

경우 5-6학년의 ‘타인과의 계’ 역에서 사이버 과 법, 학교의 경우 3학년의 ‘타인과

의 계 역’에서 정보통신윤리를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타인과의 계’ 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게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상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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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리터러시를 다루는 역이 한정되어 있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언 하는 데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이나 ‘평가 방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내용을 도덕과가 어떻게 이해하고 근해야 하는지에 한 진술이 부족하다. 재와 

같이 단순히 ‘웹 자료 활용’, ‘멀티미디어 기기’, ‘정보 통신 기술 활용 학습’ 등을 언 하는 것으

로는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즉, ‘교수･학습 방향’과 ‘평가 

방향’에 있어서 도덕과가 시하고 있는 혹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한 방향

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련 항목만 나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덕과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 평가에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직 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도덕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할 때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련 내용에 한 도덕  

단, 민감성, 행동  습 화 등에 한 내용이 성취기 과 학습 목표와 련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도덕과에서 시해야할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

을 도덕과의 정체성과 련지어 평가하기보다 매체의 활용 기술이나 다루는 매체 주제의 정확

성 등 주로 매체 활용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매체 제작의 의도나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자료 제작  발표 등에 한 평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평가 자체로 볼 때는 합하나, 

도덕과가 다루어야 할 본질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는 술하 던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평가 방법  유의 , 그리고 평가 방향이 

구체 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 으로도 일정 부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여건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효과성이 비교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나 매체를 스스로 활용해 

보는 활동이 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한 환경이 어느 정도로 구축

되어있는지가 수업 실행에 있어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반 하듯, B학교의 경우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학생에게 충분한 디지털 기기가 제공되지 않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컴퓨터실 사용에 제한도 있으며 

수업과 련하여 사용된 디지털 기기 역시 학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 아닌 학생 개인이 비했

음을 확인해 볼 때 매우 제한 인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 한 불편함은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질과 직결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반면 C학교의 경우 2018

학년도 SW교육 선도 학교로 지정되어 태블릿 PC 13 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선 통신 환경이 

구축된 융합인재교육실이 있고, 자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단  로젝터와 화이트보

드가 면에 설비되어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효과 으로 구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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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반 하듯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 고 학생 만족

도도 비교  높았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질은 

학교 환경에 큰 향을 받고 있었다. 

셋째,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특성  학생들의 삶을 반 한 디지털 자료가 부재하

다. 도덕과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교사에 따라 사용하는 디지털 자료가 달랐고 

그 자료 역시 교사 스스로 임의 으로 제작 혹은 개발한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단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 제작이나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공된 디지털 자료들도 도덕과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한 채 학생들의 삶과 연 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상 이고 이론 인 수 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도덕과의 

특성상 사용되는 자료나 이를 활용한 활동이 학생의 삶으로부터 유리된다면, 이는 도덕과의 

수업 목표 달성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덕과는 학생들이 학습한 도덕  가치와 

덕목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최종 목 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고 이것이 수업에 한 극성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생은 사  교육  성장 환경에 향을 받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그러한 기회에 노출이 되지 않아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 게 학생 간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의 편차는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에 

한 비  학생의 자세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를 들어,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 활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한다면, 

도덕과 학습 목표를 반 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 수업은 높은 수 에서 기 되기 어렵다. 

한 학생에게 있어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소극 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는 악 향을 미친다. 실제 수업 사례에서 모둠 활동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룰  아는 학생을 

주로 모둠 활동이 이루어지고,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학생은 소극 으로 활동에 

임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도덕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에서 제기된 바를 고려할 때, 다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일 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언 이 필요하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등학교 교사들

은 57%, 학교 교사들은 60%로 그 필요성을 비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상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한 일 성 있는 언 이 필요한데, 재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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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성격과 목표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 락된 채 내용 체계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도덕과의 내용 체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왜 요청되는지에 한 맥락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도덕과가 시하고자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도덕과의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는지가 성격과 

목표에서 드러나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내용 체계가 이를 반 해야 하고 평가하기 한 방법 

역시 방향성을 유지한 채 구체 으로 언 되어야 한다. 

둘째, 도덕과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체계에서 제시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보다 

확장하여 다루어야 한다. 설문 조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 흐름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분야에 한 질문에 ･  교사들이 답변한 

것을 살펴보면, 소 트웨어 교육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윤리 교육 43%, 미디어 

활용 의사소통 교육 3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디지털 시민성 교육, 비  미디어 이해 

교육, 정보소양 교육, 증강 실,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과 같은 교육 분야가 체 응답의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설문 조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정보윤리 교육, 미디어 

활용 의사소통 교육, 디지털 시민성 교육, 그리고 비  미디어 이해 교육 등은 도덕과와 련

이 깊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도덕과 내용 체계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두 가지 

수 , 즉 질   양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  질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확장은 디지털 시민성의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로서는 사이버 윤리의 측면에 많은 강조 이 있지만, 이는 향후 디지털 시민의 

일원으로서 근되어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시민으로서 향유하고 책임져야 하는 극 인 수

의 윤리 의식도 복합 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과는 도덕 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

는 첩된 인간상을 지향 으로 하고 있음을 그 성격에서 명시하고 있다. 한 도덕과는 개체 

인간이 시민 공동체와 국가,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삶의 

의미와 련지어 찾아볼 수 있는 능력  실천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게 볼 

때, 도덕과에서의 도덕 교육과 시민 교육은 상호 역동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계  

측면에서 악되는 이나 법규와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을 넘어 극 인 의미에서

의 확장된 디지털 시민성의 측면도 시해야 한다.

양  측면의 경우 등학교 과 학교 의 ‘타인과의 계’ 역에 각각 1개씩 설정되어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2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공

동체와의 계’ 역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련 성취기 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공동체와의 계’ 역에서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련 문제를 도덕 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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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를 지향하는 성숙한 도덕 인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품과 자세 혹은 태도 등을 본격 으로 논의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 문서상의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교수･학습 방향이나 평가 방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도덕과가 어떻게 근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 인 진술이 필요하다. 

앞서 수업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도덕과 교육과정에 평가 방법  평가 

방향이 제 로 진술되지 않아 평가를 하는데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직 인 평가 보다

는 부수 인 결과물을 평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되는 교수･학습  평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를 들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의 경우 디지털 기기나 

자료의 활용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상과 계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등 도덕과에

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명시하여 장 교사

들이 단  수업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명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단  수업 수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도덕과

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와 교과 련성이 

높다고 응답되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에 있어서 도덕과에서는 디지털 

활용 능력 자체보다 디지털 정보  내용물을 도덕 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상의 평가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인 평가 자료를 개발하여 구체 인 시가 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를 들어, 지도서 개발 시 평가 안내 부분에서 평가 시를 통하여  

 내용, 평가 방법, 평가 문항, 채  기  등을 제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제 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혹은 도덕과 수행평가 시 자료 개발 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담긴 성취기 을 심으로 개발하고 보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한 학교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수업 사례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해서는 학교 여건이 뒷받침되는 것이 요하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혹은 그 외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다양한 활동을 해 활용 가능한 컴퓨터가 

구비된 컴퓨터실이나 무선인터넷 환경 등 기본 인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학생이 각자 사용 

가능한 태블릿 PC,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앱과 같은 소 트웨어 로그램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도덕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해 단  수업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기나 매체들은 무엇이 있는지가 먼  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조사와 그에 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며 지속 인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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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  수업에서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론 으로만 다루어지지 않도록 학생

의 삶을 반 하는 맥락화된 자료의 개발  보 이 필요하다.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의미를 문서에서 발견되는 당  수 의 진술을 넘어 학생의 삶과 함께하는 실질 인 수 에서 

악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직  체험하고 소통하며 다룰 수 있는 디지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물론 단  수업을 계획하는 개별 교사의 노력이 가장 요하지만, 

보다 상  수 에서 교과  문가 그룹을 통한 근도 함께 요청된다. 도덕과의 경우 등학

교 교과서는 국정으로 제작되며 학교 교과서는 검정 심사를 받지만 집필기 의 향 하에 

있기 때문에, 합의된 성격의 디지털 자료 개발이나 생산이 비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덕

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이론 이고 추상 인 수 에서 개되지 않도록 실질 인 디지털 

리터러시 자료가 개발되고 보 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학생들 간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차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하고 수업에 지 

않은 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수업 이외의 시간에 별도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 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도덕과 수업을 이용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를 들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친구를 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는 ‘배려 모형’을 도입하여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개할 수 있다. 즉,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가 발생할 때 교사는 도덕과의 특성을 반 한 수업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등하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회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사회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해, 먼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에 유의할 

목을 짚어보고자 한다.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과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등의 항목별로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술하 듯이 사회과는 사회 상

을 악하는 데 있어 교과 성격상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다가, 사회 상 자체가 빠르

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련된 최신 정보를 획득하기 해서는 디지털 기기  기술의 

활용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과 역량  정보 

활용 능력에 한 정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바, 

사회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을 한 기본 토 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Ⅴ.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탐색

337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 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언 될 수 있다.

우선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다양한 역

을 아우르고 있는 반면, ‘목표’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보다 제한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정보 활용 능력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정보의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하

는 능력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탐색, 활용, 분석, 평가, 소통  창조 역량을 아우른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 목표에서는 “사회 상과 문제를 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한정된 의미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 정보의 생산 인 소통과 창조 역량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용 체계  성취기  부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인 련이 있는 것은 사회과 

내에서도 지리 역의 ‘디지털 상 지도’, ‘지리 정보 기술’의 활용 부분이 표 일 뿐 나머지 

역에서 명시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드러낸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사회 역의 

‘정보화’와 ‘ 매체  문화’도 련성이 있으나 디지털 기술 는 디지털 환경을 포함하는 

더 큰 역에 해당되어 직 인 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역사과의 경우, 내용 체계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직 인 련이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성취기 에서도 ‘ 문

화’와 련성을 찾을 수 있었으나 사회과 내 지리 역이나 일반사회 역에 비해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된 내용이 반 으로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내용 체계  성취기 은 교과서 

내용 구성의 기본인데다가 일반 으로 사회과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직 으로 분석하여 수업을 

기획하고 구성하기 보다는 교과서에 근거하여 수업을 한다고 보았을 때, 명시 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과서 수 에서 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은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실제 수업 수 에서 반 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셋째,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유의 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제시되어 있다는 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이 실제 

수업 장에서 용될 수 있는가에 해서는 의문 이 있다.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 상･드라마･다큐멘터리의 활용,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검색, 리집을 

활용한 조사 활동, 동 상 제작 등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직 인 련이 있다. 그러나 

4장의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교의 물리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수업 시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방과후 과제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 시

키거나, 이마 도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하기보다는, 교사가 디지털 기술 내용  그 활용과 련하여 정해진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이를 학습하는 수 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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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과 내에서도 각 교과 역별로 강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일부 역에 각각 제한되어 종합 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어려워 보인다. 지리 

역에서는 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역이 강조

된 반면, 일반사회 역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역과의 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과는 교수･학습방법으로 리집 방문, 인터넷 

검색, 동 상  시사자료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역이 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각 역의 내용은 상호 한 연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복합  역량임을 고려한

다면, 사회과 내의 각 교과 역에서의 내용 요소를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역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제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에게 개별 으로 디지털 기기를 허용하 을 경우 수업 련 앱이나 수업 내용 이외의 디지

털 정보  콘텐츠에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이 있었다. 개별  

기기의 사용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보다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할 수 있으며, 학습자 수 에 

맞는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학생 소감문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로 학습과 직 인 련이 없는 웹툰을 본다든지 혹은 유튜

로 음악을 듣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한 교사의 지속 인 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는 교사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유튜  개념 상이나 

인터넷 지도 샘  그리고 온라인 평가 도구 등은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콘텐츠인 경우가 

부분이었다. 이는 기존의 자료가 교사의 수업 의도에 완 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가 직  제작하는 자료가 수업 진행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과 교사에게 자료 개별 제작과 같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수업 련 디지털 자료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유사한 학습 

내용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교사 개인별로 제작하는 것은 비효율 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경우 

기기 작동과 련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를 들어, 버튼을 잘못 러서 작업한 

내용이 사라져버린다거나, 앱의 기능을 탐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학생 소감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사 에 수업에서 활용할 디지털 기기  내용과 련하여 별도의 교육이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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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한 

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디지

털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 환경과 정보 자체에 노출되지만, 이에 한 비 인 근이나 

정보 진 를 분별하여 평가해보는 과정은 부분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교과의 과제 

수행을 해 수집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수집하 는지 혹은 수집한 정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떠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해서는 추가 인 확인

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의 물리  여건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기획에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 다. 평정자들이 제출한 수업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과의 “모든 성취

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자연스럽게 담기고자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하고자 했던 A학교의 

수업 사례에 가장 높은 수를 부여하 다. A학교의 물리  여건을 살펴보면,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1인 1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며 학교 내에서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는 장비를 쉽게 여할 수 있는 등 매우 편리하며 지원 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학교의 경우, 이러한 물리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속 이면

서도 단계 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한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하여 학교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업 기획 단계부터 수업 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앞서 제시한 A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 수업 사례에서도 

스마트 패드의 사용이 어려워 개인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으로 체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보 거나, 무선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임시로 공유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을 학생들이 수업 진행의 어려운 으로 언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에서 제기된 바를 고려할 때, 다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함양이 보다 효과 이고 극 으

로 이루어지기 해서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과 련하여서는 사회과 교과 역량  하나인 정보 활용 능력이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 ,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에서 일 으로 진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 

활용 능력은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4가지 

역과 고루 련이 있다. 따라서 정보 활용 능력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일 성 있게 진술된다

면, 사회과에서 의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를 들어, 목표에서는 락되었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과의 평가 방향에서는 언 되지 않았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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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활용과 정보 처리･창조 능력에 한 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역사과의 경우에도 

‘역사 정보 활용  의사소통’ 역량이 일정 부분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련하여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 , 평가 부분에서 일 되게 진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의 개선 방안은 교과 역량과 과정 심 평가를 강조하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둘째, 사회과 내의 교과 역, 즉 지리 역과 일반사회 역 내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실천 역량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지리 역에서는 디지털 정보

의 조사  활용, 분석 활동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 환경 자체를 비 으로 평가하여 분석하는 

활동 그리고 지역별 정보 격차 등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일반사회 역의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 한 비  과 함께 안 이면서도 새로운 정보의 창조와 소통에 해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역사과의 경우, 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정보의 탐색  활용 

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역사 정보를 비 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평가하는 

활동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역사 정보에 한 의견을 표 하고 소통하는 활동 등도 

교육과정 수 에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장 요한 개선 지 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명시 으로 언 할 필요가 있다. 수업 사례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 던 바와 같이, 지리 역의 

‘디지털 상 지도의 활용’, ‘지리 정보 기술의 활용’처럼 성취기 에 디지털 자료와 정보 환경의 

활용을 직 으로 명시할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와 련하여 교사들을 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교과의 

콘텐츠 부족이 지 되었는데 이는 성취기 에 디지털 기술  기기의 활용, 분석, 창조 등이 

명시 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정 부분 단할 수 있다. 재로서는 사회과  

역사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서 내용 자체보다는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기술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교육 실행에 있어서 필수가 아닌 일종의 선택 사항

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한다. 따라서 향후 교과 문가와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의 

논의를 통해 교과 지식･기능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내용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내용 

체계나 성취기 에 명시 으로 기술한다면, 교과 역량의 함양과 더불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의 함양을 동시에 고양시킬 수 있는 교과 수업의 설계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단  수업 수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개별 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할 경우 수업과 련되지 않은 정보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해 교사와 학생의 사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경우, 기 되는 정 인 효과와 교사의 수업 의도에 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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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수업  디지털 기기 사용에서 지켜야 할 기본 소양에 한 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학교 혹은 상황별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고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 이후에도 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자체에

만 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용 앱이나 랫폼의 개발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게 된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합한 디지털 정보에 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 환경에는 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수업에 활용되는 디지털 자료 역시 교사 개별 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기보다는 사 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뛰어난 교사들과 함께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를 들어, 시･도교육청과 같은 지역 수 에서 문  학습 공동체 등 교사 지원의 일환으로 

교과별로 잘 만들어진 디지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교사의 디지

털 리터러시 수업을 지원하는 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체계

가 형성되면 교사들이 함께 디지털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  수업에

서의 자료가 지니는 다양성과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는 다시 우수한 디지털 자료의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단  수업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의 이해  활용과 련한 격차를 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기본 인 기기 작동 능력을 비롯하여 디지털 매체에 한 선행 경험의 

차이가 크거나 특정 경험이 부족할 경우 이는 학생 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고,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을 기획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동 상 제작과 같은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자 할 때, 교사들은 한 정보의 탐색 방법

이나 분석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것보다 동 상 제작 방법과 기술을 안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 인 기기 작동 방법에 한 안내  이해 교육은 사회과

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엄존하므로, 정보 교과와 같은 련 교과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학교 차원에서 체 오리엔테이션이나 자유학기제 로그램 혹은 체험

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련 교과와 사회 교과와의 연계･융합 수업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넷째,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에 근하고 이를 활용할 때 비  분석 

 평가와 련하여 교사의 피드백이 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하다. 사회과의 경우 디지

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와 내용물을 탐색하여 활용하는 활동,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는 활동은 

비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한 평가와 피드백은 수행 과제의 완성도 측면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활동(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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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역) 그리고 이에 한 피드백은 분명한 수 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할 때 해당 정보와 내용물에 오류가 있는지, 정보 환경이 

학생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한 환경인지( 를 들어, 이용 연령의 제한 여부, 정보의 생산 

 유통 과정의 성 여부 등), 혹은 디지털 정보와 련된 보다 심화된 이슈( 를 들어, 

국가별 정보 리) 등에 해 교사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비  분석  평가 역량을 함양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과와 마찬가지로 사회과의 단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효과

으로 함양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여건의 개선이 시 하다.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의 이용 실태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실 으로 교육 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물리  환경에 한 투자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일선 학교에서 컴퓨

터실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설이나 컴퓨터  태블릿 PC 등과 련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련 수업을 기획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1차 인 어려

움은 해소될 수 있다. 물론 수업 공개 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물리  여건 마련

과 더불어 운 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뒷받침될 수 있는 운  방식도 마련되어야 한다. 를 

들어, 구비된 장비의 여와 이동 그리고 반납에 한 부담을 일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태블릿이나 VR기기와 같은 경우 충 처럼 기본 인 리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단  학교  교실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기와 

효과 인 환경은 무엇인지에 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컨 , 태블릿과 스마트폰  

어떤 기기가 수업에서 더 효율 인지, 두 기기는 각각 어떤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각 기기

가 갖는 이용의 한계 은 무엇인지 등에 한 논의가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단  

학교에서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4. 수학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51) 

수학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해, 먼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 에 유의할 목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과는 정보 처리 역량을 교과 역량으로 

수용하면서 계산기, 컴퓨터 등의 ‘공학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의 

51) 본 ‘4’ 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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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처음으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 에 공학  도구를 

명기함으로써 수학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공식화하고 있다. 다만, 수학과가 주요 

기본 교과로서 좀 더 극 이고 확산 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때, 교육과정 측면에서 몇 

가지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성격’, ‘목표’,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한 정보 처리 역량을 체계 으로 다룬 것에 비해, ‘성취

기 ’에는 이를 극 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과정 분석 결과 수학과는 1개의 성취기 만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드러내고 있었고, 간 으로 연계된 성취기 도 일부 역에 한정

되어 있었다. 이는 수학과의 성취기 이 통 으로 교과 내용 자체의 계를 기반으로 구축되

어 있는 특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선도 국가들의 

경우 수학과가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극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다음으로, 수학과 교사 설문 결과를 통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목할 수 있다. 학교 교사들은 

체 교과들 에서 국어, 사회, 수학 등의 순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목 과 련성이 높은 

교과들이라고 응답하 다. 이는 교사 일반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수학 교과에게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과 련하여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  것을 기 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런데 실제 인 

양상을 보면 수학과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수학과의 경우 다른 교과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에 극 이지 못하다. 교사를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언제 실시하는지 조사한 결과, ‘실시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체육(26.4%)을 제외하고 수학(22.6%)이 가장 높았다. 이는 수학과가 여타의 교과 에서도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에 소극 인 일면을 보여 다. 한, 교사를 상으로 교과 수업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의 주체에 해 조사한 결과, 부분의 교과에서 ‘교사와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의 주체라고 우선 응답한 데 비해, 수학과만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의 주체가 ‘교사’

라고 높게 응답하 다. 즉, 수학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할 때에도 교사 심의 

활동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실행 정도를 5단계로 나 어 

질 으로 검하는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학생의 활동  참여 정도’, ‘학생의 

문제 실행력 정도’, ‘학생의 실제  자료 선정 정도’ 등의 각 측면에서 1단계의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수학 수업에서 ‘교사가 디지털 기술로 교과의 정해진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은 이를 

시청하면서 학습’하는 1단계 수 의 양상이 가장 높은 비 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

러시 수업은 교사 심인 경우가 많아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충분히 함양하기에는 역부족이

라 할 수 있다. 둘째, 수학과 수업에서 교사 본인에 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비도를 조사한 

결과, 수학과 교사의 반 이상(56.1%)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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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사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그에 따른 문

성 비를 하는 만큼, 교사의 인식 제고와 함께 후속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학과 수업 사례 분석과 교사 면담을 통해서 다음의 특징 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서 공학  도구를 사용하도록 처음으로 명시

함으로써 수학과 교사들은 이 성취기 을 달성하기 해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많았다. 여기서 수학과 사례 분석 상의 3개 수업 모두 ‘통그라미

(통계패키지)’라는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로그램은 통계청에서 수학 교육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2017년 1월부터 온라인(http://tong.kostat.go.kr)으로 무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게 수학 교육의 성취기 에 맞게 교육용으로 제공된 로그램을 

수학과 교사들이 쉽게 근하여 련 수업을 할 수 있음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사 면담 결과, 학생도 이러한 도구를 처음 하므로 통그

라미라는 로그램 사용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교사에 따라 통그라미가 

액셀과 같은 범용 로그램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개발된 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성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으로 지속될지에 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 다. 즉, 

교육용 로그램의 활용 경험이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도움을 주는지 수업 교사나 평정자 

간에도 논란이 있었다. 둘째, 수학과 수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들의 력  실행 

정도가 다른 교과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즉, 수학과 수업은 교사가 안내한 과제에서 반( ) 

학생들  일부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독립 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체 인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 수업 평정자들도 공통 으로 수학과에서 학생 간 력 활동이 부족함을 

지 하 다. 수학과에서도 ‘의사소통’ 역량이 6개의 교과 역량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보완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수학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에서 제기된 바를 고려할 때, 다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수학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하여 주요하게 실천해야 하는 기본 교과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사 일반이 수학과에 기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역할이 큰 

만큼, 재보다는 극 으로 책임지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성취기  측면에서 재보다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 측면에서 공학  도구를 단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컴퓨  사고력, 소 트

웨어 교육에 해서도 진지하게 그 외연을 확장하는 논의도 해 보아야 한다. 다수의 국가들이 

21C 핵심역량 가운데 컴퓨  사고력 강화를 제안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소 트웨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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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한 역할을 수학 교과에 강하게 부여하기도 한다. 일례로 핀란드, 스웨

덴 등의 경우 수학 교과가 주지 교과로서의 요성과 함께 소 트웨어 교육을 이끌어갈 교과로 

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소 트웨어 교육을 수학 교과와 기술 교과가 등학

교 1학년에서 학교 3학년에서 담당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 다(배 권･신승기, 2017, p. 

28). 참고로, <표 Ⅴ-4-1>은 스웨덴의 소 트웨어 교육 내용 체제로 수학 교과의 내용만 일부 

제시한 것이다. 

<표 Ⅴ-4-1> 스웨덴의 소 트웨어 교육 내용 체제  

교과 역 학년  내용

수학

수학 1∼3  로그래  기 를 배우기 해 단계별 학습하기

수학 4∼6
 로그래 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 

알아보기

수학 7∼9
 비주얼 기반의 로그래  환경  다른 환경에서 로그래

하기

문제 해결 7∼9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테스트되며 향상될 수 있는지를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확인하기

(출처 : 배 권･신승기(2017), p. 14 <표 Ⅱ-5> 일부 제시)

둘째, 수학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 심에서 학생 심으로 

극 으로 환해야 한다. 수학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그 수업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지 질 인 검도 필요하다. 

앞서 언 한 수학과의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PISA 2012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즉, 임해미･정혜경(2017)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OECD 국가 평균보다 

ICT 근성  활용률이 낮은데, 특히 수학 수업에서의 ICT 활용률이 매우 낮았다.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에서의 컴퓨터 사용률은 10% 미만으로 활용하더라도 학생이 사용하기보다 교사의 

시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교사가 시연한 경우 오히려 수학 성취도와 부 인 상 을 

보 다(임해미･정혜경, 2017, p. 166). 즉, 수학 수업에서 교사가 디지털 도구를 단순히 시연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담보할 수 없다. 앞선 분석 상의 수업에서

도 체로 시간의 효율  운 을 하여 디지털 도구와 련 자료를 교사가 직  마련하여 

학생에게 제시하는 편을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

야 하는 요한 이유가 방 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학생이 주도 으로 디지털 도구와 자료를 선택하고 그것을 학생 자신의 생활이나 

학습과 연결시키는 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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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학과 성취기 에 맞는 소 트웨어나 디지털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앞선 수업 사례 

분석에 참여한 디지털 리터러시 문가는 등학생이나 학생 학습자의 경우 범용 로그램

보다는 교육용 로그램을 먼  다루게 하는 근이 교육 으로 보다 유효하고 안 할 수 있음

을 지 하 다. 우선 교사의 이용 편의를 해 교과서와 련하여 교과 내용과 연 성이 높은 

공학  도구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교과서에 제시된 공학  도구가 다양하면, 교사나 

학생은 새로운 공학  도구가 나올 때마다 그 활용법을 익히고, 익숙해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각 교과서는 활용하는 공학  도구의 종류를 1-2개 정도로 제한하고, 활용 사례도 난이

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배치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심  부담을 이고,  공학  

도구에 친숙해져 공학  도구를 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최지선･김재홍･송민

호, 2012, p. 18). 나아가 시 에서 활용하는 도구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비용 

지불에 문제가 있기도 하므로, 우리나라 수학 수업에 맞게 조작이 쉬운 공학  도구를 무료로 

개발･보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학 수업의 경우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과 력  양상이 부족한 만큼 

이에 한 처가 요구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해서는 개별 활동뿐 아니라 력  

문제 해결 등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서 학교의 인 라 구축  

력 활동이 가능한 교육용 온라인 랫폼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무엇보다 교과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디지털 시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사 면담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학교의 경우 정보 교과의 수업이 정기 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다른 교과에서 컴퓨터실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교과 수업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을 확보하거나 일반 교실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와 wifi 환경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개선과 동시에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와 소 트웨어에 해 문  안내를 해  상시 인력을 배치해  필요가 있다.

5. 실과(기술･가정)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실과(기술･가정)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해, 먼  디지털 리터러

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에 

유의할 목을 짚어보고자 한다. 

등학교 실과과의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등의 항목에서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과과는 교육과정상에  기술과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종합 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다양하게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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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교과 내용에서도 인터넷과 정보사회의 특징, 사이버 공간의 정보 윤리, 소 트웨어 

교육과 같은 주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제재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등학교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의 토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과과 교육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 들이 

교과 수업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학습 시기의 한계와 교수·학

습  평가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문제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실과과 교육과정은 등학교 5-6학년군에 한정되어 실과 교육을 통해 등 

학년부터 체계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개하기 부 합한 상황이다. 행 실과 교육과

정 체계만을 기 으로 본다면 실과과의 내용 역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에서 소 트웨어 

교육과 로그래 , 사이버 독 방과 개정 정보 보호, 로 의 제작과 활용과 련된 성취기

 8개만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등학교  과정

에서 체계 으로 육성되어야 할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기와 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단된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시기가 늦고 한정 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키보드 타이

핑이나 인터넷 활용법, 스 드시트 사용법과 같은 컴퓨터 기  활용 기술을 창의  체험활동

과 방과후 학교에서 배우거나, 사교육이나 가정교육을 통해 배우게 되어 학생들 간에 기술 

수 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실과과의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교수･학습의 방향’과 ‘평가 방향’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육성과 평가 방향을 효과 으로 포 하지 있지 못하다. 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과정에는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등의 항목에서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요소가 직 으로 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의 방향에는 인터넷 자료, 사진 

 동 상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만을 시하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의 목   일부의 목 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평가 방향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된 직 인 내용을 언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4가지 

범주 즉, 디지털 기술에 한 이해나 활용, 정보와 내용물의 탐색과 활용, 정보와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정보와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과 창조를 포 할 수 있는 세부 인 내용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실과과 교육과정에 드러난 교과내용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거나 이러한 기술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기술의 도구  활용’을 한 교육이 제한되어 있다. 

실과의 컴퓨  사고력이나 로 의 제작 활동은 련 소 트웨어 자체의 사용법 학습을 한 

기본 리터러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과 

동, 인터넷 자료 검색과 같은 기본  디지털 리터러시가 제되어야 수업이 효과 으로 진행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과의 교과과정의 내용 편제와 성취기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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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에 한 도구  교육 과정을 찾아보기 힘들며 이는 교사들의 사  비와 학생들의 

수 차를 고려한 교수·학습 과정 운 에 한 부담을 가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실과(기술·가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에서 제기된 바를 고려할 때, 다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등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해서 등학교  학년에 용 가능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등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실과 교과 역

의 역할을 명세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 이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기 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사용하여, 정보를 탐색･활용하고, 

분석･평가하며, 생산 으로 소통･창조하는 개인의 복합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등학교 학년 

시기부터 단계 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 교과에 포함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은 

교과마다 상이하며 일 성 없이 산재해 있다고 야 한다.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을 본다

면 실과는 5-6학년에서야 교과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학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수를 등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해  

수 있다. 그러기 해서는 재 일선 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의  체험활동과 방과후 

활동의 소 트웨어  컴퓨터 활용 교육 과정을 포함해 각 교과별로 실시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추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 일선 학교에 보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학교 실과를 한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에 한 세분화와 함께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과정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등학교 5-6학년 실과 교육과정에는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등의 항목에서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요소가 직 으로 언 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교수･학습의 방향에는 인터넷 자료, 사진  동 상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

한 교수･학습 활동만을 시하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일부의 목 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매체 활용 이외에 디지털 도구의 활용 방법 습득, 도구의 활용과 비  

활용을 한 다차원  도구의 비교, 동 상 제작과 SNS를 통한 소통 방법과 같은 구체  과제

들을 포함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  유의 사항 등에 녹여낼 필요가 

있다. 한, 평가 측면에서도 실과과의 ‘평가 방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된 직

인 내용을 언 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4가지 범주 즉, 디지털 

기술에 한 이해나 활용, 정보와 내용물의 탐색과 활용, 정보와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정보와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과 창조를 포 할 수 있는 세부 인 내용들이 용된 구체  

평가 방법들을 교육과정상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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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야 하며, 학생들의 

디지털 도구 활용 수 에 한 사  분석은 수업 설계를 한 요한 차로 인식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교수설계 차에 따르면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한 분석은 수업 설계에서 요한 

사  분석 활동이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다양한 학내외 사정의 문제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비하기 한 학습자 분석의 차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수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한 학생들의 사  지식을 수업 설계에 반 하지 못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 기존 디지털 리터러시 수  검사 결과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를 온라인으로 개발하거나,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 합한 사  검사 도구를 세분

화하여 수업 직 에 간단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보 할 필요가 있다. 

6. 정보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정보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해, 먼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 결과 에 유의할 

목을 짚어보고자 한다. 

교과 특성상 정보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필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취기  측면에서는 체 17개의 성취기   13개가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보과는 교육과정 반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직 으로 연계하고 교과 간 연계성까지 고려하도록 기술되어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계발을 

한 기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실태 설문과 문가 교사 면담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교육 장의 문제 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교과 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 체계와 정보과의 소 트웨어 교육 심 내용 

체계에 한 구분이 모호하여 정보과 수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과 목 은 소 트웨어 

교육의 개념과 목 과는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소 트웨어 교육의 일반 인 상황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동일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과의 코딩 소 트웨어나 로그래  

도구의 활용 자체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표 인데, 이 게 단순 도구 

활용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 교과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정보과 교육과정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내용 역과 주제를 풍부하게 포함하

고 있는 반면 실제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 간 융합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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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보과의 목표와 내용 체계의 요소들은 정보윤리 의식부터 컴퓨  사고력을 통한 문제

해결까지 통합 교과 운 을 한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과 간 융합을 한 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정보과 교사들  상당수는 소 트웨어 교육을 한 

기  로그래  도구 교육을 수업 시수 내에서 운 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교과 내에서 다루어

야 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과 내용의 과잉과 수업 시수 부족은 교과 간 수업 

연계를 한 교과 연구 시간 부족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매체 활용이 주로 학습 내용 달을 한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 정보과 수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수 은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자

들의 동기를 향상시키거나 수업 내용을 달하는 것, 그리고 로그래  실습을 한 도구로 

활용하는 정도로, 정보과 수업 모형과 차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제한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식은 수업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수동  참여로 이끌고 교사의 로그래  시연을 따라하는 실습 심 

수업의 형태로 운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분석, 설문 조사  수업 

사례를 통한 교육 실태 분석에서 제기된 바를 고려할 때, 다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각  학교와 교육청은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교과별 특성에 맞게 재정립하고, 다양한 

교원 연수 내용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일 성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다 쉽게 풀이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를 들어 설명한 안내 자료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교수･학습 방법 으로 필요하면 사용하게 되

는 기기 활용 수업 정도로 가능하며, 무 무분별하게 실행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교육 활동’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 자체에 한 교사들의 인식도 

자신의 경험이나 담당 교과에 따라 매우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수업을 재미있

게 해주는 도구이기는 하나 교사의 수업 속에 자주 활용되지 않는 디지털 로그램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인터넷･게임 과몰입 같은 부작

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커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해하는 교육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편 인 디지털 도구의 

사용이나 여가를 한 매체 사용을 뛰어 넘는 역량의 형태로 계발되어야 하는 필수 능력이며, 

자기주도  매체 활용과 성숙한 도구 활용 태도와 같은 도덕  측면을 종합 으로 고려한 

인의 고등정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교와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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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확립하고 그에 기 한 교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연수 내용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일 성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가 단순히 도구의 활용을 넘어 본인이 지녀야 할 미래인재 역량이라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교육청과 단 학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융합교과 주제 발굴과 수업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과 간 융합

교과 설계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교수･학습 소재와 방법을 제공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은 의 디지털 기술에 한 이해와 활용을 포함하며, 디지털 기술 자체가 다양한 

학문 역의 산물이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등학교와 학교 교과 교육의 훌륭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 조사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가 의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융합 교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이를 

한 교사 간 의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 트웨어 교육 의무화와 같은 사회  분 기에서도 정보과나 기술과 같은 교과 교사 

이외에는 엔트리 로그램이나 클라우드 컴퓨  기술의 활용은 의외로 미비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를 해 각  교육청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교 단 의 교수･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융합교과 운 을 한 교과 융합 의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교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과 소 트웨어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두 교육 활동 간의 차별성은 교과 교육 측면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소 트

웨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실과(기술·가정)과와 정보과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한 이해

와 함께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한 일련의 활동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과의 소 트웨어 교육은 궁극 으로 일상의 문제 해결을 해 컴퓨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러한 시스템 활용을 극 화할 수 있는 컴퓨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과 교육의 범주를 넘어서 

범교과 인 개념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정보과의 다양한 교과 내용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 교육 

활동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교과 담당자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각 

교과에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용되고 있는지를 구체  사례로 제시하고, 이것이 정보과

의 컴퓨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능력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자료 

제작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과 교사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 에 따라 다양하게 개되며, 정보과를 포함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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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교원 

연수 활동이 필요하다. 정보과 교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비도가 상 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는 하 지만, 여 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디지털 

기술 활용 교수･학습 방법, 기본 로그램 사용법 등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기본 교육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한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은 수업 내용의 달과 

실습을 해 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수 기회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과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신장에 도움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이미 개발된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여 각 교과에 합한 로그램들로 재구성해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보완되어야 할 연수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연수를 통한 지식의 

용 가능성을 확 하기 해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지역 문가들과 업을 통해 교사들의 

실제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한 워크 을 운 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자면, 지 까지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실행하는 데 부딪히는 재의 난

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가운데 각 교과가 공통 으로 제시

한 문제 과 개선 방안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 으로 마련되

어야 한다.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의 교수･학습과 평가의 근거가 되고, 교과서 개발의 거가 

되는 문서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상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불충분하게 반 되어 있다면 

이는 곧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 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즉, 교과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  내용

이 마련되어야,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교과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련 개념과 내용을 보다 시의성 있게 선도 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 수업은 학습자의 실질 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질 인 단계로 검해 볼 때, 재의 교과 수업은 여 히 교사 심의 

경향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교사 심에서 학생 심으로 환하면서, 

학습자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소극 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사용하여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며, 교실을 넘어 실제 세계

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기존의 수업과 다른 차별화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과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설계 지원을 한 디지털 자원 리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주요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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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에서, 교과별 수업에 이를 

용하기 한 방법과 련 자료가 시의성 있게 제공되었을 때 원활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과의 특성에 맞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지원을 해 온라인 학습 자원 리 포털을 

구축해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수업 자료나 교수･학습지도안 등을 게시한 기존의 온라인 

자료실의 기능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표 ,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기능별 소 트웨어나 모바일 앱 등을 종합 으로 

제공하는 수업 지원용 웹사이트이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 앞서 학교와 교실 단 에서 디지털 

기기와 환경이 사 에 마련되어 함은 물론이다. 

넷째, 교과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재의 소 트웨어 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정보 교사를 포함한 교과 교사들에게 일반 인 차원의 소 트웨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연수가 각 교과의 수업에 투입되려면 

각 교과의 성취기 을 달성하는 직 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교과별 연수가 요청된다.

다섯째, 교과 교사가 상시 으로 업 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보 교사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문 인력이 요청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특정 교과, 개별 교사 단독으로 

의지를 갖고 진행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간 지속 이고 상시 으로 

업할 수 있는 체제와 문 인력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하여서는 교과 간 역할 분담과 공조가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지능정보사회의 기  소양이면서 범교과 차원의 복합 인 역량이므로, 각 

교과가 책임져야 할 일정한 몫이 있다. 따라서 교과의 특성에 맞게 책임져야 할 역할을 교육과

정에 명시하고 교과 간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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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학교･ 학교의 주요 교과를 심으로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를 종합 으로 검하여,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함양을 한 

실제 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 련 내용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교과 교육의 주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제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를 다층 으로 검하 다. 이와 같은 교육 실태에 한 종합 인 조망을 통해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문제 을 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 다. 이는 궁극 으로는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시사 을 도출해 내고자 함이다. 

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이해 

먼  연구의 기  방향을 수립하기 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 이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

기 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사용하여, 정보  그 내용물을 하게 탐색･활용하고, 

비 으로 분석･평가하며, 생산 으로 소통･창조하는 복합 인 역량”으로 잠정 정의하 다. 

국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동향을 살피기 해 캐나다, 핀란드, 랑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국가를 심으로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극 으로 다루고 있으며, 차 공동체로서의 역량, 즉 ‘디지털 시민성’, ‘사이버 복지’, 

‘온라인 안 ’ 등에 심을 둔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해 법  근거를 마련하거

나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으로 직  제시한다. 셋째, 기술, 정보 등의 일부 교과만이 아니라  

교과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룬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 교육과정, 교수･

학습, 평가가 긴 히 연계되어 실행된다. 다섯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기

업･공공기 ･비 리기  등에서도 심을 갖고 구체 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한다. 여섯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의에 맞추어 빠르게 환하여 제공해 다. 일곱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간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국내의 경우는 ICT 활용 교육,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소 트웨어 교육 등의 황을 고찰하여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두 가지 상황을 진단하 다. 

첫째, 우리의 경우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국가 교육정책 차원에서 ICT 소양 교육, 디지

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 등의 교수･학습 방법  지원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교과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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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단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지원이 일부 선도 인 교사와 연구학교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한 문 강사와 교육 로그램도 일회성 방문 

교육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 일반 인 교실과 일반 학교의 교과 교육의 실행에서 지속 이고 

체계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52)

(1)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

등학교･ 학교의 주요 8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정보, 어)의 

교육과정을 살펴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 다. 먼 ,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주요 변화를 요약 으로 제시하면 <표 Ⅵ-1-1>과 같다. 

<표 Ⅵ-1-1> 교육과정 시기별 각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주요 변화

52) 본 ‘나’ 항목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시기 교과의 주요 변화

5차 ∙실과(기술･가정) : 등 ‘컴퓨터와 생활’ 내용 신설, 학 기술 선택과목 ‘컴퓨터의 이용’ 역 신설

6차
∙수학: 교육 방법  측면에서 공학  도구 활용 권장

∙실과(기술･가정) : 등 ‘컴퓨터로 쓰기’ 내용 신설, 학 ‘컴퓨터’ 선택과목 신설

7차

(공통) 모든 교과의 학습 활동에 IT 활용을 명시하도록 요구

∙국어: ･  ‘쓰기’ 역에서 ‘컴퓨터로 쓰기’ 내용 신설

∙사회: 학 ‘  사회의 변동 특성’의 심화 과정으로 ‘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악하기’ 내용 신설

∙실과(기술･가정) : 등 ‘컴퓨터 활용하기’ 내용 신설

∙과학, 사회 등: 컴퓨터･인터넷 활용을 통한 자료 탐색과 조사 강화, 컴퓨터 보조 학습 로그램(CAI)

과 인터넷 활용 교육(IE) 극 활용하도록 명시

2007 

개정

∙국어: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역에서 ‘매체 특성’ 내용 반 , 고등 선택과목 ‘매체 언어’ 신설

∙도덕: 등 ‘인터넷 ’, 학 ‘사이버 ’ 련 내용 신설

∙실과(기술･가정) : 등 ‘인터넷과 정보’ 단원으로 확장, 학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단원 신설, 학 

‘컴퓨터’ 선택과목을 ‘정보’로 명칭 변경

2009 

개정

∙국어: 고등 2007 ‘매체 언어’가 다른 선택과목으로 통합되어 축소

∙실과(기술･가정) : 등 ‘정보윤리’와 ‘사이버 ’ 강조

∙ 어: 목표에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통신기술 도구 등 흥미로운 교육 매체’ 이용 강조

2015 

개정

 (공통) 총론에 핵심역량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명시하여, 부분의 교과가 ‘지식정보처리 역량’ 

련 교과 역량 제시 혹은 교육 내용  방법 수 의 반

∙국어: 고등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로 제목 변경하여 재등장

∙실과(기술･가정) : 등 ‘정보윤리’, ‘로 ’ 련 내용 강화, 학 ‘미디어와 이동통신’ 신설

∙정보: 학 선택과목 ‘정보’를 필수과목으로 변경･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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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5차 교육과정 시기에 처음으로 실과(기술･가정)에서 컴퓨터와 련한 내용이 들어오면서, 

등에서 유능한 생활인 양성을 목 으로 ‘컴퓨터와 생활’이라는 내용 요소를 신설하 고 학

교는 기술53) 선택과목에서 처음으로 통신기술과 련지어 ‘컴퓨터의 이용’ 역을 신설하 다. 

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수학에서 교육 내용 인 측면은 아니지만 방법 인 측면에서 공학  

도구의 활용을 권장하 고, 실과(기술･가정)에서는 교과 특성상 지속 으로 컴퓨터 련 교육

을 강화하면서 학교에 ‘컴퓨터’를 선택과목으로 신설하 다. 

7차 교육과정 시기는  교과의 교수･학습에 IT 활용을 요구하면서 과학, 사회를 포함한 

부분의 교과가 교수･학습 측면에서 이에 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명시하 다. 국어의 경우 

선도 으로 등 ‘쓰기’ 역에서 ‘컴퓨터로 쓰기’를 교육 내용으로 격 수용하 고, 사회의 

경우 학교 ‘  사회의 변동 특성’ 학습 내용  심화 과정 안내로 ‘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악하기’를 진술하 고, 실과(기술･가정)의 경우 ‘컴퓨터 활용하기’를 신설하여 차 

련 내용을 확 해 나갔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이르러 컴퓨터와 인터넷 련 내용을 몇몇 교과에서 본격 으로 

수용하기 시작하 다. 국어에서는 ‘쓰기’ 역만이 아니라 다른 역에서도 ‘매체 특성’을 체계

으로 내용에 반 하고, 특히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매체 언어’를 신설하 다. 도덕에서는 

‘인터넷 ’과 ‘사이버 ’ 등을 내용으로 직  반 하 다. 한 실과(기술･가정)는 등에

서 ‘인터넷과 정보’ 단원으로, 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단원으로 차 그 내용을 확장

하 고, 학교는 ‘컴퓨터’ 선택과목을 ‘정보’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의 을 소 트웨어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기조를 유지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변화가 감지

되는 교과는 국어의 경우 고등 선택과목의 수를 이면서 ‘매체 언어’의 련 내용이 다른 선태

과목으로 흡수되었다. 실과(기술･가정)의 경우는 차 ‘정보윤리’와 ‘사이버 ’에 심을 기

울이기 시작하 다. 어의 경우 다소 특징 인 양상으로 목표 진술에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

통신기술 도구 등 흥미로운 교육 매체’ 이용을 강조하 다.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들이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포함한 핵심역량을 교과 

역량으로 반 하면서 직･간 인 방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한 내용을 수용하고 교수･학

습  평가에서도 디지털 매체 활용을 강화하 다. 특히 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필수과목으

로 신설한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53) 5차에는 ‘기술’ 과목이 ‘실업가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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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수용하고 있는 양상을 교육과정 제시 

항목(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 ,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에 따라 개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취기  수용 양상에 주목하 다. 성취기 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 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 ’이므로(교육부, 2015b, p. 7), 교과의 성취기 에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직  명시한 경우는 수업 목표에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의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5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도된 설계와 그 실천이라

는 측면에서 볼 때 교과의 교육과정 수용 양상 가운데 성취기 을 명시 으로 언 한 교과는 

주목하여 살필만하다. <표 Ⅵ-1-2>는 각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명시 으로 언 한 시이다.  

<표 Ⅵ-1-2> 등학교･ 학교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 ’ 디지털 리터러시 련 명시 항목 

54)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성격, 목표, 교수･학습, 평가 등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은 포착된다. 다만 

이러한 수용 양상은 교과 수업에서 성취기 에 비해 직 인 제어 역할이 떨어지므로 성취기 을 심으로 

단하 다.  

교과 개수 성취기

국어 8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 으로 발표한다. 

[6국02-05]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하게 용하며 읽는다.

[6국03-02]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을 쓴다.

[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단하며 듣는다.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9국02-08] 도서 이나 인터넷에서 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을 읽는다.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 ,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을 
쓴다. 

[9국03-08] 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 한다. 

도덕 2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

[9도02-05] 정보화 시 에 요구되는 도덕  자세와 책임의 도덕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 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사회 5

[4사01-02] 디지털 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들의 치를 악하고, 백지도에 
다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 는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4사04-05] 사회 변화( 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9사(지리)01-03] 지리 정보가 공간  의사 결정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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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개수 성취기

[9사(일사)02-03] 매체와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문화를 비 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9역06-03] 20세기 후반의 탈권 주의 운동과 문화의 발달을 구체 인 사건들과 인물들
을 사례로 탐구한다.

수학 1
[9수05-03]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

고 해석할 수 있다.

실과

(기술
･가정)

12

[6실04-07] 소 트웨어가 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

[6실04-08] 차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용한다.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 

[6실04-10]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로그램을 
설계한다. 

[6실04-11] 문제를 해결하는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6실05-05] 사이버 독 방, 개인 정보 보호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6실05-06] 생활 속에서 로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6실05-07]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 을 제작한다. 

[9기가04-15] 정보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 정보의 통신 과정을 구체
으로 설명한다.

[9기가04-16]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특징을 설명
한다.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 으로 탐색하고 실
하며 평가한다.

정보 13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 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향과 가치를 분석하
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9정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와 작권 보호의 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 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9정01-03]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하는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 
방지와 게임･인터넷･스마트폰 독의 방법을 실천한다.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 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 한다.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한다.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 한다.

[9정03-04] 문제 해결을 한 다양한 방법과 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 한다.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한 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3]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와 연산자를 활용한 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4] 순차, 선택, 반복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세 가지 구조를 활용한 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한 소 트웨어를 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9정05-01] 컴퓨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기 인 
상호 계를 분석한다.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동작 제어 로그램을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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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가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체계 으로 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과별 성취기

을 고려할 때 각 교과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Ⅱ장 1  참조)을 심으

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국어과의 경우,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을 직  다루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 역,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에 두루 여하

고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필요한 기반을 상당 부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덕과의 경우, 교과의 정체성  성취기 의 특성상 윤리 인 측면에 주로 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을 심으로 

련 내용이 집 되어 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건강하고 가치로운 도덕  토 를 

형성해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에 성취기 이 집 되어 있으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역까지 부분 으로 여하고 있다. 이는 사회과가 

사회  상에 한 탐구 능력을 기르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련하여 용력 혹은 활용력을 높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학과, 과학과, 어과의 경우 통 인 성취기  진술 방식으로 인하여 상 으로 직

인 련성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교수･학습 방법상 디지털 매체의 활용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역에 그 역할이 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과(기술･가정)과는  기술에 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는 

교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각 역을 고루 다루고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등학교 에 

해당하는 실과는 학교의 정보과에서 담하는 소 트웨어 교육을 한 기 소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각 역인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를 

내용 으로 모두 반 하고 있다. 한편 학교 기술･가정과의 경우, 소 트웨어 교육 내용이 학교 

정보과로 나 어지면서 ‘기술시스템’ 역을 심으로  정보 통신 기술의 이해와 활용에 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학교 기술･가정과는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를 심으로 내용이 개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은 부분 인 수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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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보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한 기본 인 역할을 하는 교과로서, 부분

의 성취기   그 내용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모든 역을 직 으로 다루고 있다. 들 들어,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과 련하여 [9정01-01]와 [9정01-02]와 같은 성취기

은 의 정보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와 개인정보  작권 련 지식 획득을 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과 련하여

서는 [9정02-03]과 같은 성취기 이 인터넷과 응용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 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9정05-01]와 같은 성취

기 은 실생활 문제 해결을 한 소 트웨어를 력하여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넘어 비교･분

석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9정04-05]에서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한 력  소 트웨어 개발

과 소통을 강조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역의 

내용을 구 하고 있다. 이 게 볼 때 실과(기술･가정)과와 정보과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각 역

을 구체 인 수 에서 모두 구 하고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는 교과 특성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을 부분 인 혹은 폭 인 수 에서 수용하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해하면 <표 Ⅵ-1-3>과 같다. 

<표 Ⅵ-1-3> 교과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단계

구분 기 내용

단계 5 교과 목표  성취기  직  다수 제시
해당 역량이 요한 목표(성격 포함)로 명시되고 성취기

이  역에 걸쳐 직 으로 명시되어 제시됨. 

단계 4 교과 목표  성취기  직  일부 제시
해당 역량이 성격이나 목표에 명시되고 일부 성취기 이 직

으로 명시되어 제시됨. 

단계 3
교과 성취기 으로 직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사 수 에서 포함할 가능성 높음.

해당 역량이 성취기 으로 직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사 

수 에서 극 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

단계 2

교과 성취기 으로 직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수･학습  평가 방법에서 활

용할 가능성 높음. 

해당 역량이 교과 목표  성취기 으로 직  제시되어 있

지 않지만 교사가 교수･학습  평가 방법에서 활용할 가능

성 높음. 

단계 1

교과 성취기 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

만 교수･학습  평가 방법에서 활용할 

가능성 있음. 

해당 역량이 교과 목표  성취기 으로 직  제시되어 있

지 않지만 교사가 교수･학습  평가 방법에서 활용할 가능

성 있음. 

단계 0
교과 성취기 , 교수･학습  평가와 련 

없음. 

해당 역량이 교과 목표  성취기 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

고 교수･학습  평가 방법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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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실행력을 갖추려면 교육과정의 반 인 체제에서 뚜렷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기 으로 교과가 어느 정도에 치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단계 

5에 해당하는 것이 실과과  정보과가 될 수 있다. 이는 교과의 특성상 성격은 물론 목표, 

성취기  등이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체계 으로 마련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단계 

4의 경우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등이 치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표 그리고 성취기  구성에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이 일부 제시되고 있는 경우이

다. 단계 2～3의 경우 수학과, 과학과, 어과가 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교과 특성상 교과 

성취기 보다는 교수･학습 방향이나 평가 측면에서 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언 하고 

있거나 교사 수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극 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단계 구분은 교육과정상의 문제로, 실제 교과 수업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양상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교육과정에 

체계 이고 한 방식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수용하고 있는 양상을 통해 몇 가지 재고해야 할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교육과정상 그 체계성과 일 성이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이나 교과의 성격 측면에서의 핵심역량 

강조가 교과 내용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고 다소간의 불일치를 보이는 측면과 부합한다. 일례로, 

수학과의 경우 성격에서 련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성취기 에서는 련 내용이 

부족하고, 도덕과의 경우 그 반 로 성격이나 목표에서 특별하게 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

만 성취기 에서는 구체 으로 언 되고 있었다. 둘째, 각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

여 시의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이는 내용도 에 띄었다. 를 들어, 도덕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하여 제시된 내용 수 을 ‘디지털 시민성’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학과나 수학과의 경우 ‘컴퓨  사고력’을 극 으로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그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구체 으로 어떤 성취기 에 어떠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환경이 

필요한지,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설문 조사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55)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을 해 국 등학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55) 본 ‘나’ 항목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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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설문 조사를 2회 실시하 다. 교사는 등학교 교사가 최  2,631명, 학교 교사가 

최 1,947명56)이 응답하 고, 학생은 등학생 1,739명, 학생 1,505명이 응답하 고, 학부모

는 등학생 학부모 662명, 학생 학부모 638명이 응답하 다. 

교사용 설문의 목

▪ 국 등학교  학교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변

화와 교과별 시행 실태 

검  지원 요구 사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사와 학생의 비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교 여건  장애 요인 진단 

  

  

학생용 설문의 목

▪ 등  학생들의 디지

털 리터러시 실태 검

▪ 등  학생들의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황 검

▪ 등  학생들의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황 검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교 여건  

개선 방안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용 설문의 목

▪ 등  학생 학부모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실태 검

▪ 등  학생 학부모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황 검

▪ 등  학생 학부모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황 검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

육을 한 학교 여건  개

선 방안 학부모들의 의견

 

먼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에 한 교사･학생･학부모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학교 교육이나 교과 수업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고, 

일선 등학교와 학교 교육 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

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교과별 핵심역량의 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셋째, 교사들은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진행하

기에는 학생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상 으로 자신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 을 높게 평가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황’에 한 교사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과 교과 간 련성에서는 등학교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실과 등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에서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하  역별 목 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담당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교수･학습 방법 측면

에서 필요한 경우’가 모든 교과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

털 리터러시 기능과 유형은 등학교와 학교 모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의사소통, 

56) 교사 설문은 총 2회 실시하 다. 1차 설문에서 등학교 교사는 2631명이, 학교 교사는 1749명이 설문에 응답하

다. 2차 설문에서 등학교 교사는 2129명, 학교 교사는 1947명이 응답하 다. 여기서는 2회의 설문 응답자 

 최  숫자만을 진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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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발표, 멀티미디어 활용과 같은 기능이 강조되고 있었다. 넷째, 교과 수업

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은 체로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내용을 달하고 학생이 

이를 시청하는 활동이나 교사의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개별 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해진 방식

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은 교과 수업에서 

학생의 동기 유발, 자료 설명, 자료 수집, 시범과 조언, 수업시간 실습 활동 등으로 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학교 여건과 지원에 한 요구 사항’에 한 교사･학생･학부모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상당수 교사들은 본인의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 으며, 그 이유로는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고,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설과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애 요인으로 학교 환경  지원의 부족, 시수 부족과 실  교실 문제, 

교사 역량 부족과 교사 연수 부족,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인한 목  이외의 무분별한 기기 

사용, 게임 과몰입 등과 같은 부작용의 문제 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교사는 학교 시설이나 

지원 미비와 같은 행정  제도  지원의 문제 을 지 하고 그에 한 개선을 요구하 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는 기기 결함이나 인터넷 연결 문제,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인한 부작

용,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 한 학교 간 형평성 등과 같은 문제를 지 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 다.  

다. 교과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57)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하고 있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실과(기술･가정), 정보의 6개 교과에 한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교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 다. 이에 따른 교과별 수업 사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과는 등 성취기 인 ‘[6국03-02] 목 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

여 을 쓴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강원, 구 각 1개, 부산 2개씩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평정  분석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국어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 두랑, Spark page, Padlet, 

클래스 ) 등을 사용하 고, 체로 성취기 을 달성하기에 한 수 의 것을 교사가 제시하

거나 학생이 선정할 수 있었다. 둘째,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도 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

57) 본 ‘다’ 항목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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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편이었고, 디지털 기술로 단순 기록뿐만 아니라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실제 학생 삶과 연 지어 자료를 확보하는 실제성을 터득하고 있었다. 셋째, 국어과 특성상 

디지털 기술을 통해 력  실행을 진행하고 있었다. 즉, 을 쓰고 공유하는 과정, 공유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 하여 자신의 을 수정하는 과정, 활동 마무리 소감을 공유하는 

과정 등 활동 반에 걸쳐서 력 으로 활동하 다. 넷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격차가 있었으며 이는 학교의 기술  자원과 환경  조건에 많은 향을 받았다. 넷째, 평가에 

있어서 평가 요소나 내용에 한 진술이 통 인 국어과 평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도덕과는 등학교 성취기 인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

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울, 인천, 세종 지역 각 1개씩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도덕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성취기 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 인 측면이 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내용 자체와 련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다소 제한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사용되고 있더라도 보조 이거나 수단 인 맥락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체 차

시 흐름을 볼 때 도덕과 심의 교과 간 연계  융합교육을 극 으로 시도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도덕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정의  측면의 내용을 타 교과 활동에

서 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도덕과의 특성을 반 하듯 주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활동들을 보면 학습 목표와 련된 학생들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계획과 

련된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는 학교 성취기 인 ‘[9사(지리)01-03] 지리 정보가 공간  의사 결정에 미친 향

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지리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

울, 경기, 세종 지역 각 1개씩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사회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학교의 여건에 따라 수업에서 구동하거나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  시설은 조 씩 차이를 보

지만 성취기 에서 ‘지리정보기술’이 명시된 만큼 반 으로 수업 목표와 련성이 높은 디지

털 기기를 설정하여 활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업에서 학생들이 부여받은 과제  

활동은 부분 학생들의 극 이고 주도 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그 성격도 실생활 

 삶과 하게 련되어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효과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수업에서 보여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학교별로 비교  많은 차이

가 있었으며, 이는 학교의 디지털 기기 구축 환경  해당 교사의 수업 방법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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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는 학교 성취기 인 ‘[9수05-03]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울 지역에서 

2개, 경남 지역에서 1개를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

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수학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수학과

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학  도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처음으로 교과서의 단

원으로 편성하여 비  있게 다루고 있어 교사들은 이 성취기 을 달성하기 해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많았다. 둘째, 공통 으로 통계청에서 배포한 

‘통그라미’라는 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공학  도구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학생들로 하여  다

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 다. 셋째, 컴퓨터실 확보, 태블릿 보유, wifi 환경 구축 

등의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충실도에 차이가 있었다. 

실과(기술･가정)는 등학교 성취기 인 ‘[6실04-09] 로그래  도구를 사용하여 기 인 

로그래  과정을 체험한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울 지역에서 1개, 경기 지역, 1개, 경남 

지역에서 1개를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실과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실과의 학습 

목표는 교과의 성취기 에 따라 학생들의 소 트웨어 로그래  역량을 신장시켜 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는 목 을 달성하는 데 효과 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코딩 활동이나 소 트웨어 교육 활동을 해 로그래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 할 때 수업의 반 인 활동이 디지털 도구의 활용법 시연에 이 맞춰지는 경우가 발생

하 다. 셋째, 디지털 수업 환경은 학생들이나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하기 한 

최소 기 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업 내용의 설계와 운 에 있어서 실제  과제와 

자료의 선정, 동  문제해결 과제를 용한 수업 운 에 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정보과는 학교 성취기 인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 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리한다.’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를 서울 지역에서 1개, 경기 지역, 

1개, 세종 지역에서 1개를 수집하 고, 이를 문가 그룹이 항목별로 심사  평정을 하며 분석

하 다. 해당 성취기 에 따른 정보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정보과

의 수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육은 교과의 다양한 성취기 과 연계되어 

비교  효과 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 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술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업에 용된 디지털 기술들은 학생들의 동학습을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

털 리터러시를 개발하기에 한 것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세 학교의 정보과 수업

은 수업의 내용과 학습 과정 설계 측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개했

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 을 받았지만, 일부 학교의 수업은 제한된 수업 시간으로 인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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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형 시연과 수동  학습을 심으로 진행되었다는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라.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 탐색58)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과정 수용 양상, 교육 주체의 설문 조사, 교과 수업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 으로 언

된 6개 교과를 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 다. 

국어과의 경우 첫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 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매체’, ‘디지털 미디어’란 

용어를 극 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모든 학년과 역에 걸쳐 이를 체계 으로 반 해야 한다. 넷째, 국어과 디지털 리터

러시 수업 개선을 해서 학생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 인 디지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국어과 디지털 교과서를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국어 교사에게 합한 지원을 해주어

야 한다. 일곱째, 국어과 교사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도덕과의 경우 첫째,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일 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언 이 필요하다. 

둘째, 도덕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을 보다 확장하여 다루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향이나 평가 방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도덕과가 어떻게 근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 인 진술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한 학교 여건의 개선이 필요

하다. 여섯째, 도덕과 수업에서 학생의 삶을 반 하는 맥락화된 자료의 개발  보 이 필요하

다. 일곱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과의 경우 첫째, 교육과정과 련하여서는 사회과 교과 역량  하나인 정보 활용 능력

이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 ,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에서 일 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과 내의 교과 역, 즉 지리 역과 일반사회 역 내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실천 

역량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담아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명시 으로 언 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개별 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할 경우 수업과 련되지 않은 정보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해 교사와 학생의 사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업에 활용되는 디지털 자료는 사 에 교사들 간 제작, 공유하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단  수업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의 이해  활용과 련

한 격차를 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에 

58) 본 ‘라’ 항목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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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고 이를 활용할 때 비  분석  평가와 련하여 교사의 피드백이 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여덟째,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효과 으로 함양하기 해서는 무엇

보다 학교 여건의 개선이 시 하다. 

수학과의 경우 첫째, 수학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하여 재보다 그 역할을 강화해

야 한다. 둘째, 수학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실행하는 데 교사 심에서 학생 심으로 

극 으로 환해야 한다. 셋째, 수학과 성취기 에 맞는 소 트웨어나 디지털 자원이 제공되

어야 한다. 넷째, 수학 수업의 경우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과 력  양상이 부족한 

만큼 이에 한 처가 요구된다. 다섯째, 무엇보다 교과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디지털 

시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실과(기술･가정)의 경우 첫째, 등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해서 등학

교  학년에 용 가능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등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실과 교과 역의 역할을 명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학교 실과를 한 교수･

학습 방향  평가 방향에 한 세분화와 함께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과정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야 하며, 학생들

의 디지털 도구 활용 수 에 한 사  분석은 수업 설계를 한 요한 차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보과의 경우 첫째, 각  학교와 교육청은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교과별 특성에 맞게 

재정립하고, 다양한 교원 연수 내용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일 성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교육청과 단 학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사연구 활동을 지원하

고, 융합교과 주제 발굴과 수업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교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과 소 트웨어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두 교육 활동 간의 

차별성은 교과 교육 측면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보과 교사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지 까지 각 교과가 공통 으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종합하면 첫째,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 수업은 

학습자의 실질 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교과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설계 지원을 한 디지털 자원 리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과 교사가 상시

으로 업 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보 교사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문 인력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각 교과가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선 방안은 결국 교과 간 역할 

분담  공조 속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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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종합 인 조망을 통해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의 문제 을 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 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한 제도 ･

환경  여건 조성’,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한 수업 여건 조성’, ‘교과의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인  자원 체제 구축  문성 신장’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 제언을 

도출하 다.

 

[그림 Ⅵ-2-1]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한 정책 제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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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환경적 여건 조성

제안 배경 추진 방안 기대 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유사 

법안이 반 인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제고하기에 미흡함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

행에 실효성 있는 근거가 부족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 있

는 교육 정책들이 분리 실행되어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법률 강화 

 종합 계획 수립 •디지털 리터러시 련 법안  

정책들을 연계･추진함으로써 정

책의 일 성  실효성을 제고함

•제도 ･환경  여건 마련을 통

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지속

이고 안정 인 실행 기반을 확

보함

2. 국가수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 설정  강화

3. 자유학기제  고교학 제 활용을 통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4. 소 트웨어 교육 정책 연계를 통한 디

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추진 방안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법률 강화  종합 계획 수립 

⁍ 추진 략 1 :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추진 략 2 : ‘디지털 역량 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 도입  
 

추진 략1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법 인 기반과 이를 통한 

체계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재 는 향후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직간

으로 향을  수 있는 법률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등을 표

으로 들 수 있다.59)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 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함.60) 

(2018. 2. 일부개정, 2019. 2. 22 시행)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 산업환경의 변화에 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함.61) (2017. 10. 24. 부개정, 2018. 4. 25. 시행)

59) 본 ‘추진 략 1’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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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09년에 정보화 진기본법(1995년 제정)에서 법률명 변경  

부개정 하고 이후 몇 차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 등교육에 심을 확 해왔다. 2018년 

2월에도 일부개정을 하면서 그 개정의 이유를 “ ･ ･고에 실시하는 인터넷 독 방 교육은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교육 횟수를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독 방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검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독 방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함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62) 한 2013년 개정부터도 제29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은 계 앙행정

기 의 장과 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 ･ 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 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 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로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63) 이러한 조치는 교육 분야에

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사실이나 여 히 학교 교육에 극 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즉, 인터넷 독 방 교육에 한 교육 횟수를 늘이고 이를 검하는 것은 상당한 

강제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에서는 일회 인 의례 행사 정도로 운용하기 쉽다.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이 교육부에서 다루는 교육과정의 기 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한 교

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상 포 이고 느슨하여 이것이 실질 으로 기능

하도록 하는 근거로서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여타의 항목을 

통해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반 인 학교의 기본 시설과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사실상 환경  여건이 실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이러한 국가  차원의 법률 시행은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

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으로 안착시키려면 정보문화를 포함한 여타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내용은 교육부의 주  하에 강력하게 포함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60)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02275# 참조 (2018. 10. 5. 

검색)  

61)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98221# 참조 

(2018. 10. 10. 검색)  

62)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02275# 참조 (2018. 10. 5. 

검색)  

63)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02275# 참조 (2018. 10.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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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제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은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 ･

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 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 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제29조 (일부개정 안)

  교육부장 은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

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 ･ 등교육법｣ 

제23조에 교육과정의 기 과 내용에 정보문화

에 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은 그간 과학교육종합계획(2016～2020), 수학교육 종합

계획(2015～2019), 소 트웨어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STEAM 장기계획(2018～2022) 등의 

유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과학･수학･정보가 4차 산업 명의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교과

여서 서로 연계와 융합이 필요한 만큼 이를 법률로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수

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  소속으로 과학･수학･

정보 교육융합 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64) 이에 교육부는 2018년 10월 첫 시행으로 과

학･수학･정보 교육융합 원회를 <표 Ⅵ-2-1>과 같이 구성하 음을 밝히고 있으며 본원도 이

에 포함되어 있다.65) 

<표 Ⅵ-2-1>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 원회 원

구분 원 인원

원장 교육부 차 1명

정부
교육부 담당 국장(평생미래교육국장),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사회 산심의 ), 

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국장(미래인재정책국장)
3명

학계

과학 교육 련 학계 문가 2명

수학 교육 련 학계 문가 2명

정보 교육 련 학계 문가 2명

융합 교육 련 학계 문가 1명

교원

과학 교과 련 장 교원 2명

수학 교과 련 장 교원 2명

정보 교과 련 장 교원 2명

련 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3명

 (출처: 청와  한민국정책 리핑, 2018. 10. 2.)

64) 국회뉴스ON (2018. 7. 6.)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07/03/45c2feeb-7e6a-4786-8b8d-24b4abd7

78e7.html 참조 (2018. 10. 15. 검색) 

65) 청와  한민국정책 리핑 (2018. 10. 2). http://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54337&c

all_from=naver_news 참조 (2018.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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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 원회가 교육부 주 으로 련 부처와 학계, 교원, 련 기 들이 

함께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학교 교육에 미칠 극 인 행보가 

기 된다. 다만, 이러한 법률과 그 시행도 특정 교과들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여 히 학교의 

교과 교육 반에 동력을 고루 제공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즉, 흩어져 있던 개별 교과의 교육 

정책을 종합하여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으로 강화한 데에는 4차 산업 명의 기반을 제

공하는 교과들이 서로 연계와 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교육융합 원회의 명목에 부응하여 과학･수학･정보 교과들 간

의 융합을 강조함과 더불어 다른 교과와의 융합도 정책의 일환으로 극 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유사한 과학･수학･정보 교과들만이 아니라 융합의 창의  폭발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국어･도덕･사회 교과들이나 미술･음악 교과들과의 융합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안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

기 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문성 강화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한 교재･교육자료

(소 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보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 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한 기반 구축

6. 과학 , 수학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련 

시･체험시설의 설치･운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 의 지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지원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제5조 (일부개정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융합 

교육을 진흥하기 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융합 교육에 한 종합

계획의 수립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문성 강화

3. 과학･수학･정보 교육  융합 교육을 한 교

재･교육자료(소 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개발･보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수학･정보  융합 교육의 교육과정과 교

육 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  융합 교육을 한 

기반 구축

6. 과학 , 수학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련 

시･체험시설의 설치･운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 의 지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지원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융합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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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략2 ‘디지털 역량 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 도입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의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의 신 략을 어젠다로 하여 새롭게 

장기 이고 종합 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4년 8월 ｢디지털어젠다

(2014-2017)｣에 이어 2016년 3월 ｢디지털 략 2025｣를 선포하고 10  추진 과제  하나로 

‘  생활부문 디지털 교육 실 ’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디지털 교육 략 목표 달성을 

해 학교 교과부터, 직업 훈련, 학 교육, 직업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인 라 개선을 해 연방과 주 정부가 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66) 이에 독일의 연방 

교육과 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2018년에도  과제로 디지

털 교육을 내세우고 디지털 교육 잠재력 개발을 한 ‘디지털 지식 세계를 한 교육정책’ 략

을 시행하고 주 정부와 디지털 정(Digital-Pakt)을 맺고 모든 교육 분야의 디지털 교육 잠재

력 개발을 하는 한편, 주 정부는 디지털 교육을 한 교육 내용, 교사 교육과 연수, 공동의 기술 

표  마련을 한 교육 략을 마련하 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디지털 교육 정책에서 주목할 

바는 이러한 교육  실천에 모든 교과가 주력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는 이다. 멘주 

교육부 장 은 “디지털화가 모든 과목을 포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하며, 

디지털화를 별개의 하나의 과목으로 간주한다면 과목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디지털화 교육의 목표는 모든 지식을 연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67) 따라서 향후 

우리도 국가 차원의 교육 정책을 새롭게 설정함에 있어서 일부 교과 교육으로 한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학교의 모든 교과가 디지털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역량 교육 활성화를 한 종합 계획｣(가칭)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몫은 모든 교과에 있기 때문이다.68) 

66) 주독일 연방공화국 한민국 사  본분  뉴스. (2016. 5. 4.) http://overseas.mofa.go.kr/de-bonn-ko/brd/m_76

90/view.do?seq=1220413&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

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2

018. 10. 15. 검색)

6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독일] 디지털 교육 정책. (2016. 3. 16.) https://bil

dungsklick.de/schule/meldung/digitales-lernen-im-schulunterricht/ (2018. 10. 15. 검색)

68) 본 ‘추진 략 2’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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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안 2    국가수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설정  강화 

⁍ 추진 략 1 :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설정  강화

⁍ 추진 략 2 :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연계 명시  

⁍ 추진 략 3 : 범교과 주제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설정  강화  

추진 략1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설정  강화

교과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실행력을 갖추려면 교육과정의 반 인 체제에서 뚜렷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국외 교육 동향 분석 결과, 2016년에 개편한 핀란드 교육과정에는 7개의 

주요 핵심역량  멀티리터러시, ICT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국, 호주 등의 

경우도 국가 수 에서 ICT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확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력기구(OECD)에서는 OECD회원국

을 비롯한 29개국이 참여하는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 The OECD Education 2030” 

교육사업을 출범하 다.69) OECD Education 2030 로젝트는 “OECD DeSeCo사업의 후속 연

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는 학습자들의 역량 함양을 

한 학습 임워크를 개발하고, 2019년 이후부터는 2단계 사업을 통해 21세기 역량에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학습 환경 등에 한 탐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이미경 외, 2017, 

p. 3). 특히 OECD Education 2030의 교육과정 내용 분석(Curriculum Content Mapping) 단계에

서는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이 역량과 어떠한 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OECD 2030 연구 과정에서 제안된 역량에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 컨 , Foundational Literacies에서는 ‘ICT 리터러시/디지털 리터러시’가 

주요 역량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Compound Competencies for 2030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컴퓨  사고력/ 로그래 /코딩’이 주요 역량으로 제시되어, 주요 교과 내용과의 련성을 탐

색하고 있다(이미경 외, 2018 참조). 

우리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결과, 각 교과가 시 의 변화를 수용하여 디지털 리터

러시와 련한 부분을 확 ･수용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 으로 교육과정상 그 체계성

과 일 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련한 핵심

역량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에서도 그 요인을 짚어볼 수 있다. 2015 

69) OECD Education 2030. http://www.oecd.org/education/2030/ (2018.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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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  사고 역량, 심미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개 역량을 제안하고 있는데, 향후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70)으로 강화하거나 는 이를 새로운 핵심역량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재의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 이해, 분석 등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사회 변화에 응하기 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비 인 분석 

 평가, 생산 인 소통  창조 등의 복합 인 역량으로서의 핵심역량, 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요구된다.    

현행 제안

 ￭ ･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71)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

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차기 개정 안)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 이고 가

치로운 삶을 살아가기 해 디지털 기술을 올

바르게 이해･사용하여, 정보  그 내용물을 

하게 탐색･활용하고, 비 으로 분석･

평가하며, 생산 으로 소통･창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실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한 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역량과도 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핵심역량의 의미 증폭에 따라 

체 핵심역량에 향을 미치므로, 반 으로 핵심역량을 새로운 시 와 교육  요구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는 있다. 무엇보다 행의 6개 핵심역량과 그 의미로는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응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명시 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역량에 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추진 략2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연계 명시

행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그 로 유지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새로 추가하거나 강

화할 수 없다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련성을 문서상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뉴질

랜드 교육부는 핵심역량을 ‘사고’, ‘언어, 기호  텍스트 사용’, ‘자기 리’, ‘다른 사람과 계 

70)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가 개념상 역량을 포함하고 있으나 맥락상 필요한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으로 쓰고자 

한다. 

71) 교육부. (2015a). ･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 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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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기’, ‘참여  기여’ 등으로 설정하 는데, 이러한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과 하게 

련됨을 안내하 다.72)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 교육과정의 6개 핵심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련성을 명시하여 교과 교육과정에서 련 내용이 선택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다. 

제안

 ￭핵심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연계 (안)

  -자기 리 역량: 디지털 환경에서 주도 인 삶을 살아가기 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사용함.  

　-지식정보처리 역량 : 디지털 환경의 정보  그 내용물을 하게 탐색･활용함. 

　-창의  사고 역량: 디지털 환경의 정보  그 내용물을 비 으로 분석･평가하고, 생산 으로 소통･

창조함. 

  - 심미  감성 역량 :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문화를 소통･창조하면서 문화  감수성을 향유함. 

  - 의사소통 역량 :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과 효과 이고 안 하게 계를 맺고 상호작용함. 

  -공동체 역량: 디지털 환경을 통해 지역, 국가, 국제 사회에 쉽게 근하고 참여하면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함. 

추진 략3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설정  강화

범교과 학습 주제는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망하여 국가･사회 인 차원에서 요하게 요구

되는 교육의 주제들이면서도 다양한 교과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 이며 통합 인 학습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16, p. 3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음의 10가지, 즉 안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 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  교육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응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양한 

교과들을 통해서 효과 으로 함양될 수 있고 미래 사회에서 그것이 지니는 요성을 고려해 

볼 때, 하나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안해 볼 수 있다. 

국외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교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범교과 학습을 통해서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과 핀란드의 경우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2) 뉴질랜드 교육부. https://natlib.govt.nz/schools/digital-literacy/understanding-digital-literacy/digital-literacy

-and-the-new-zealand-curriculum (2018. 10. 15. 검색)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380

￭ 국의 범교육과정 역 73)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

∙건강한 생활양식

∙공동체 참여

∙진취성

∙지구  차원과 지속가능한 발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창의성과 비  사고

￭ 핀란드의 통합과 범교육과정 주제74)

∙인간으로서의 성장

∙문화  정체성과 국제주의

∙미디어 기술과 의사소통

∙참여  시민성과 기업가 정신

∙환경･좋은 삶･지속가능한 미래에 한 책임

∙안 과 교통

∙테크놀로지와 개인

주지하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설정하여 디지털 기술

과 그 활용 그리고 그에 따른 의사소통과 생산 능력을 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성격과 그 요성이 미래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를 고려할 때, 차기 교육과정에서도 

해당 역량은 여 히 요한 하나의 핵심역량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보다 

효과 이고 체계 인 역량 함양 교육을 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련 

주제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추진 방안 3   자유학기제  고교학 제 활용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추진 략 1 : 자유학기제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 추진 략 2 : 고교학 제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추진 략1 자유학기제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재 추진 인 자유학기제와 고교학 제 제도를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와 고교학 제는 모두 학생 심의 교육과 하게 련되어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 심의 수업을 통해서 효율 으로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73) 국의 범교육과정 역.  https://schoolsonline.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el/98010.pdf 참조 (2018. 10. 

15. 검색)

74) 핀란드의 통합과 범교육과정 주제. https://www.oph.fi/download/47675_POPS_net_new_2.pdf 참조 (2018.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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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 학생 심 수업과 과정 심 평가로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 과정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 하는 제도 (교육부, 2017. 9. 12.)

￭고교학 제 :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 이 기 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  제도 (교육부, 2018. 8. 17.)

먼  자유학기제와 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직 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유연한 

교육과정 운  지원에 해당하는  추진 과제인 ‘학생이 심이 되는 수업 지속 확 ’와 ‘학생

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유학기 활동 운  내실화’이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심이 되는 수업 지속 확 는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로서, 다양한 수업 방법의 용과 이로 인한 학생 참여형 수업의 강화를 의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수업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 심의 수업 구도를 학생 심으로 환시키는 데 매우 효과 이며 따라서 학생 

주도 인 수업 활동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강 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다루며 교사가 달하는 내용을 그 로 따라하는 수 을 넘어 

자신만의 표 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학습에 한 몰입도를 높임으로써 수업에 한 참여 

자세를 극 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유학기 활동 운  내실화와 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은 주제선택 활동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탐색 활동에서 극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선택 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심사를 반 하여 여러 가지 문 로그램으로 운 되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는 데,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표 으로 3D 린터 

활용이나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이 언 되고 있다(교육부, 2017. 9. 12.).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심사를 기반으로 조직  운 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학생의 

특기와 성을 계발할 수 있는 활동을 일컫는데,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나 그 활용과 련된 

공동의 활동을 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진로탐색 활동의 

경우 학생의 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말하는데, 최근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상  순 에 유투버나 크리에이터 등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을 상기해 본다면 직업과의 연 성 상에서 련 내용을 구체 으로 다루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는 무엇보다도 미래 사회에 합한 인재 양성과 련이 있다(교육부, 2017. 9. 12.).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궁극 인 취지와 련하여 극 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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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략2 고교학 제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다음으로 고교학 제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하게 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교학 제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미래 사회 망에 따른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환에서 

비롯된다. 즉, 4차 산업 명 시 의 도래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단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요해 졌으며 빠르게 변하는 직업 세계와 고용구조에 

응할 수 있는 진로 개척 역량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궁극 으로는 미래형 교육 

실 이 실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b, p. 2). 즉, 미래 사회를 비하

여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극 반 하는 학생 심 교육의 맥락에서 고교학 제의 도입이 논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한 역량  하나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 으로 함양시켜  수 있다는 데에 고교

학 제의 도입 배경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교학 제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의 목 과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권장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활용 측면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 제의 취지에 맞게 단  학교가 학교 내 교원, 외부 강사  학교 시설 등을 

극 활용하여 학생들로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한 과목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

하여 개설, 학생들에게 직 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 과목을 통해 기  

소양을 함양한 학생들이 각자의 성과 진로를 찾아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

을 개설하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 체계 인 진로교육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문 교과의 선택 과목을 고려할 수 있다. 한 ‘정보 보안’이나 ‘미래 

사회와 정보 생활’ 등 상황에 따라 보다 극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과목을 개설하

여 학생들로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하여 다양한 근이 가능한 과목을 개설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모범 인 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여건에 따라 고교학 제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계가 있다면 타 학교

와 연계하여 공통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다. 는 지역 교육 시설을 활용

하거나 지역 학의 도움을 받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지역 학과의 력의 경우 심화 

과목, 실습 등을 심으로 지역 학 내에 고교생 상 수업을 개설  운 하고, 계 수업 

등을 활용해 정규 교과로 이수하는 형태를 일컫는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b, p. 11), 이는 

향후 해당 고등학교 학생의 지역 학 진학에 있어서도 정 인 향을 미치므로 양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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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물   인  인 라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  지역 등을 심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운 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b, p. 11). 우수한 교수진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온라

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각 학교에 공개하여 지역  측면에서 제한이 있는 학교들이 자유롭

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교학 제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 심의 수업을 실 하면서도 

미래 사회에 능동 이고 극 으로 비할 수 있게 해 다는 강 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고교학 제 면 도입 시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극 으로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 활성화

∙학생 주도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주제선택 활동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동아리 활동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진로탐색 활동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진로 선택이나 문 교과 선택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과목 신설

∙타 학교 연계, 지역 교육 시설 활용, 지역 학 

력,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추진 방안 4    소 트웨어 교육 정책 연계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추진 략 1 : 소 트웨어 교육 활동과 교과 간 융합 교육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 추진 략 2 : 소 트웨어 교육 수업 시수 확보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추진 략1 소 트웨어 교육 활동과 교과 간 융합 교육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소 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하 으

며(교육부, 2016. 12. 1.), 소 트웨어 교육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등학교 실과와 학교 

정보과 교육과정 운 의 주요 변화 동인이 되었다(김수환 외, 2017, p. 122). 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과별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등학교 실과과는 12개의 성취기

이, 학교 정보과는 13개의 성취기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직 으로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교 실과과와 학교 정보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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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해 소 트웨어 교육 정책과 

연계 활동을 개하는 것은 필수 이다. 

￭소 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소 트웨어 교육 필수화의 성공

 안착을 해 인 ･물  인 라를 포함한 종합 인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소 트웨어 교육 

강화와 발  방안을 마련하기 한 계획 (교육부, 2016. 12. 1.)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 트웨어 교육은 실과과나 정보과 

교사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가 의회, 2018. 9. 11), 타 교과와의 업을 통해 디지

털 리터러시 계발을 한 시 지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 의회, 2018. 

10. 10.). 아울러, 일선 학교의 소 트웨어 교육 담당 교사들의 상당수는 수업 시수가 확보되지 

못해 순회교육을 하며 소 트웨어 교육 업무를 담하는 등 소 트웨어 교육을 한 교과 간 

융합 교육 연구를 한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 의회, 2018. 10.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 교육 활동과 교과 간 융합 교육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신장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한 소 트웨어 교육 시수 

확보를 주요 략으로 도출하 다. 

정보과(실과과) 교원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  학교의 소 트웨어 교육은 소 트웨

어를 활용해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컴퓨  사고력 계발이라는 목 을 달성하

기 해 타 교과와의 융합 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수 학교의 소 트웨어 교육 담당 

교사로 지정된 정보과 교사는 단  학교 소 트웨어 교육 문화 정착을 해 동료 교사들과의 

교과 간 교류를 통해 융합 교육 주제를 발굴하고 수업을 설계해야 하나, 정보 교사의 교과 

융합에 한 경험 부족이나 타 교과 교사들의 소 트웨어 교육에 한 무 심은 정보과 수업과 

타 교과 간의 교과 융합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문가 의회, 2018. 10.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식에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정보과는 소 트웨어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의 련성이 가장 높은 과

목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융합 수업 설계에 한 정보 교사들의 역할 기 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정보 교과와 타 교과와의 융합 수업 설계를 통한 연계 강화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동 강화에 요한 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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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해 일선 학교에서는 소 트웨어 교육을 기반으

로 한 교과 융합 주제를 개발하고 보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융합 주제 탐색과 자료 개발의 

문가로는 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심으로 수업연구동아리 등을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 트웨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 은 컴퓨  사고력이나 

디지털 역량과 같은 실천  문제해결력 신장을 한 간학문  근을 통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 일선 학교에서 정보과 교사들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소 트웨어 교육을 담당하

기로도 벅찬 상황이며, 타 교과 교사들은 소 트웨어 활용 방법조차 새롭게 배워야 하는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이 장 교사들의 반응이었다( 문가 의회, 2018. 10. 8). 따라서 최근 2∼3년간 

소 트웨어 교육 지원 사업에서 육성된 직 교사  학계 문가들을 심으로 융합 수업 

주제를 발굴하여 보 하는 것은 소 트웨어 교육을 통해 등학교와 학교 학생들에 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소 트웨어 교육과 교과 간 융합 수업을 해 창의  체험활동을 통한 로젝트형 

융합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소 트웨어 교육의 

필수화에 따라 일선 등학교에서 컴퓨터 활용이나 코딩 교육에 한 요구의 상당 부분이 창의

 체험활동에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가 의회, 2018. 9. 18). 창의  체험활동 

시간 활용을 통한 소 트웨어 교육은 행 등학교의 5-6학년 심 실과 교육 체계 하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실  략이다(김수환 외, 2017, p. 123). 이를 해서, 창의  체험활동을 

활용한 로젝트형 소 트웨어 융합 수업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로젝트 주제를 발굴

하고 학교 장에 맞게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집이 개발･보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선 학교 교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재와 교수･학습 자료에 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

년 ‘소 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에 따르면, 소 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해서 교육부와 

등학교와 학교 SW교육 교과서를 개발하 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소 트웨어융합 교육

을 한 주제 10종을 개발하여 SW교육을 비하 으며, 이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 등 

소 트웨어 교육 변 확충을 한 교재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소 트웨어융합 

주제 설계를 한 교원 역량 개발을 해 기존에 개발된 교재의 활용성을 재고하고, 지속 인 

융합 주체 탐색을 한 교재  교수･학습 자료 개발하여 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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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략2 소 트웨어 교육 수업 시수 확보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일선 학교 정보과 교사  상당수는 교내 정보과 수업 시수 부족으로 순회교육을 해야 

하며, 소 트웨어 선도학교 등과 같은 교내 사업을 담당하며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은 

정보 교사들을 심으로 한 소 트웨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문가 의회, 2018. 9. 18). 소 트웨어 교육이 지향하는 컴퓨  사고력은 단순한 

코딩 방법의 습득이나 정보 탐색과 같은 일차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반에 소 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한 장기  교육 활동을 해  담 인력이자 수업을 운 할 교사여야 

한다. 

한, 행 교육과정에는 키보드 타이핑, 인터넷 사용하기 등과 같은 학생들의 기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성취기 을 찾기 힘들며, 학생들의 기  리터러시 부족은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을 한 교과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며, 학생들은 방과후 수업이나 사교육을 

통해 기본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역량 

편차가 심해져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의 기본  리터러시 교육을 일반 교과 수업

에서 병행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 의회, 

2018. 9. 11). 이러한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소 트웨어 교육  기본 인 디지

털 리터러시 습득을 한 수업 시수의 확보가 필수 인 상황이다( 문가 의회, 2018. 9. 11).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 교육 수업 시수 확보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한 

세부 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 , 등학교 1∼4학년을 한 소 트웨어 교육 시수 확보를 통해 등학교 체 교육과정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제 편성을 통한 등학교 학년 소 트웨

어 교육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배 권과 신승기(2017, p. 

32-34)의 연구에서는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등학교 1학년에서 학교 3학년에 소 트웨어 

교육을 국가수 의 의무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 으로 등학교 실과에서 17시간과 학교에서는 3년 동안 34시간을 기 으로 1개 학년에

만 소 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수업 시수에 한 양  차이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북유럽의 사례들에 기 하여, 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3학년의 9개 학년에 한 

교육과정이 계를 형성하여 소 트웨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제 편성을 

한 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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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소 트웨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통합 운 을 한 학제 편성 (안) 75) 

(좌측그림 출처: 배 권․신승기(2017), [그림 Ⅲ-1] 소 트웨어 교육 체제 구성의 시사  p. 34) 

아울러, 소 트웨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한 수업 시간의 추가  확보를 해 

창의  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2016년에 발표된 

‘소 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에 따르면 등학교와 학교 SW교육 활성화 략으로 

학생 동아리 지원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소 트웨어 교육에 한 추가  수요를 흡수하기 

한 장치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교육부, 2016. 12. 1.),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등학생들의 소 트웨어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은 창의  재량활동

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 등학교의 실과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소 트웨어 교육의 지원 방안으로 창의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수업 설계 자료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 하여 교사들의 창의  재량활동 수업 

비를 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75) 본 그림은 배 권과 신승기(2017. p. 34)의 좌측 그림인 소 트웨어 교육을 포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통합 운  학제 편성(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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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 여건 조성

제안 배경 추진 방안 기대 효과

•교과 교육과정 반에 디지털 

리터러시 련 체계 인 교육 

설계가 미흡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을 

한 학교의 여건  자원이 부

실함 

•학부모와 학생의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에 한 인식  비

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교과의 종합 ･체계 인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수업 여건의 종합 인 개선으

로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

업 활성화에 기여

•학부모의 부정  인식을 환

하고 학생의 비도를 향상시

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실

제  실행에 기여

2. 교과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교수･학습 

자원 체제 구축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3.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 제고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4. 학부모･학생 상 연수  행사의 

개최  지원      

추진 방안 1   교과의 종합 ･체계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 추진 략 1 : 교과 간 공조를 통한 체계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 추진 략 2 : 등 학년부터 단계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추진 략1 교과 간 공조를 통한 체계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리터러시는 지능정보사회의 기  소양이면서 범교과 차원의 복합 인 역량이므로, 

각 교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교과 간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이에 국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으로 행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과 련 활동을 재구성함으로써 교과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한 

안내와 함께 일정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76) 

독일의 메 부르크-포아폼메른 주 교육부는 디지털 매체가 교육 상인 동시에 교과 수업

을 개선하고 학습을 용이하게 함에 주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교과 수업에 안착시키기 

해 2018년에 ‘디지털 역량 교육 계획’을 발표하 다.77) 이 계획은 모든 학교 형태와 학년, 

76) 본 ‘추진 략 1’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a)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7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 [독일]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한 새 규정 마련. 

(2018. 6. 27.) 참조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nTbBoardArticleSeq=818381 

(2018. 9.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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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에 같이 용되는 과도기 교육과정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추후 개별 교과(과목) 교육과정

에 통합되어 단계 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구체 으로 이 33쪽 분량의 과도기 교육과정 

문서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역량을 ‘검색, 처리  장하기’, ‘의사소통  력하기’, 

‘생산  젠테이션 하기’, ‘보호  안 하게 사용하기’, ‘문제 해결  처하기’, ‘분석  

반 하기’의 6단계 하  역량으로 나 고 각 하  역량들을 다시 세목화하면서 해당 역량을 

성취하는 데 책임 있는 하나의 주요 교과를 설정하고 여기에 교육과정상 용할 수 있는 개별 

교과들의 내용을 시로 제시하 다. 다음은 이 교육과정의 문서 목차와 일부 내용을 보여 다.78) 

78) 메 부르크-포아폼메른 주 교육부. 디지털 역량 교육 계획에 따른 기본 교육과정. https://www.regierung-mv.

de/serviceassistent/_php/download.php?datei_id=1600476 참조 (2018. 9. 10. 검색) 

￭독일 메 부르크-포아폼메른주 2018년-2019년 ‘디지털 역량 교육 계획’에 따른 기본 교육과정 목차 

1. 토

 1.1. 기본 교육과정의 구성과 연결

2. 디지털 세계의 역량 습득을 한 역량의 역할

3. 디지털 세계의 역량 

   1. 검색, 처리  장하기

   2. 의사소통  력하기

   3. 생산  젠테이션 하기

   4. 보호  안 하게 사용하기

   5. 문제 해결  처하기

   6. 분석  반 하기

￭독일 메 부르크-포아폼메른주 ‘디지털 역량 교육 계획’에 따른 기본 교육과정 내용 (일부 pp. 2-3)

1. 검색, 처리  장하기

1.1. 찾기와 필터링하기

  - 주요 교과 : 독일어

주요 교과의 기본 역량 할79)

작업  검색에 한 흥미 설명하고 확정하기  

검색 략 사용하기와 계속 발 시키기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찾기

련 출처 확인하고 합쳐서 정리하기

검색엔진의 작동 방법 알기

검색을 한 설명력 있는 개념 구성하기(핵심어)

공공도서 의 카탈로그 알고 사용하기

학문  질문을 한 특수검색엔진 알고 사용하기( 를 들면, 학도서  카탈로그)
8학년80)

10학년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개선 방안 연구

390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일부 교과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각 교과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안내해 주고 있다. 이때 교과 간 공조가 요한데,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  역별로 나 고 각 하  역량을 담당할 수 있는 교과들에게 역할을 

주되, 이들을 주요하게 할할 주요 교과를 설정함으로써 다른 교과와 업하여 해당 역량을 

함양시키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복합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과 교육의 

체계  실천을 통해 고루 함양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우리도 국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으로 행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수립하면서 

79) 진하게 표시한 것은 독일 연방 주교육부 장  회의 략에서 언 된 기본 역량을 표시한 것이고, 나머지는 주에서 

추가한 것이다.

80) 모든 학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고 특정 학년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별도 표시하는데, 늦어도 

해당 역량이 습득되어야 하는 최  학년을 표기한다. 

81) 진하게 표시한 것은 주제 제안으로 특히 해당 기본 역량의 발 에 합한 교과 특수 인 내용을 뜻한다. 지면 

계상 일부 교과(천주교, 개신교) 내용은 생략하 다. 

교과 교육과정 용 시81)

천문학 역사  맥락에서 발  정도에 따라 사용 가능했던 ( 찰)기술에 한 상이한 진술들 조사하기

노동-경제

-기술

인터넷 시장조사를 통한 상품 계획 진행하기, 원료에 한 수요계획 만들기
설비와 주거, 를 들면 한정된 산으로 공간 설비 (8학년)
가계와 기술, 를 들면 에 지 약을 한 가정의 모델 만들기를 계획하고 진행하기 (8학년)
직업교육을 한 각자의 강 과 약 을 찾아내는 온라인 양식 사용하기

연극 연극에 련한 다양한 랫폼을 주제 검색을 해 사용하기

독일어/

실용 수업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 검색하기
작문 아이디어를 모으고 순서를 맞추기

개인 으로 고른 텍스트와 텍스트의 작가 소개하기

도서  로그램들을 개인   학교교육의 목 으로 사용하기
모르는 단어의 의미 악하기

각자의 흥미에 따라 작문 로그램 고르기

지리학 최근의 사건들(지진, 폭우, 가뭄 등)에 한 정보 검색하고 다시 묘사, 설명, 분류하기

컴퓨터 공학
다양한 검색엔진을 알고 안 하게 사용하기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검색하기(핵심어)

검색결과를 합성에 따라 평가하기

미술 주제, 동기, 시 와 양식에 따라 목표지향 인 그림 검색하기

수학
동인에 한 최근 데이터( 를 들면 가격, 통계  자료) 검색하기

주어진 주제에 한 지오지 라 학습지 검색하기 [geogebra.org/materials/]

물리학 에 지 사용에 한 데이터 검색하기 (8학년)

사회 실물 자료, 신문기사와 보도 자료를 검색에 이용하기

모든 교과와 학년에서 검색엔진의 목표지향 인 사용을 한 로그램이 주기 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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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역으로 나 어 제시했는데, 이러한 역은 각 범주와 그 실천 역량을 염두에 두고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 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  역량으로 나 어 각 교과의 성취기 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Ⅲ장에서 행 2015 교과 교유과정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교과별로 성취기 에 직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련성을 명시한 것 외에도 간 으로 연

계 가능한 성취기 도 검토하 다.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에서 직  는 간  연계 가능한 

성취기 을 토 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따라 이를 재구성하여 제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안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한 교육과정 목차 (안)

1. 교육과정 구성 안내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계 안내

  2. 주요 교과  교과 간 역할 안내

2.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하  역량

  1.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한 탐색  활용

  3.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4.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생산 인 소통  창조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한 교육과정 내용 (일부 안)

 3.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악한 정보와 그 내용물의 비  분석  평가

  3.2. 평가하기

   - 주요 교과 : 국어

련 교과의 성취기  

도덕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한 도덕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과 법을 알고 습 화한다.

[9도02-05] 정보화 시 에 요구되는 도덕  자세와 책임의 도덕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

고, 타인 존 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 각 성취

기 에 

주요 교과의 성취기   

[6국04-03]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단하며 듣는다.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9국01-09] 설득 략을 비 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9국05-03]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5-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 각 성취기 에 

합한 수업 활동과 

디지털 기술을 연

계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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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행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을 심으로 재구성할 때, 특히 4

역의 하  역량 가운데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  사용’ 측면이 부실한 편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행의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의 에서 필히 다루어야 하는 하  역량들은 추가･보완하면서 향후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그 역량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재의 교과 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운 ‘올바른 

이해와 사용’은 별도의 시수나 로그램을 확보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에서 좀 더 구체 인 실천의 모습

이 담긴 수업 활동으로 성취기 을 재진술해 주고, 해당 성취기 과 연계된 활동을 진행하면서 

각 교과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소 트웨어 등)을 함께 안내･제

공해 주면 교과 수업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실질 인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행의 교과별 성취기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유념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교사의 

입장에서 재의 성취기 을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구체  활동으로 구 해내려면 

 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사회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
하는 태도를 기른다.

[9사(일사)02-03] 매체와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문화를 비 으로 평가
하는 태도를 가진다.

[9사(지리)03-02] 해안지형으로 유명한 세계  지를 선정하여 그 지형의 형성 과정을 
악하고, 산업이 지에 미친 향을 평가한다. 

[9사(지리)04-02] 지역 간 문화 과 문화 에 따른 문화 변용의 사례를 조사하고, 
세계화가 문화 변용에 미친 향을 평가한다. 

[9사(지리)09-03] 세계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 변화와 
주민 생활에 미친 향을 평가한다.

[9사(지리)12-03]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합한 수업 

활동과 디

지털 기술

을 연계하

여 소개 과학

[6과04-02]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정 인 향과 부정 인 향에 해 
토의할 수 있다.

[6과05-03] 생태계 보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 을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해 
토의할 수 있다.

[6과15-03] 연소의 조건과 련지어 소화 방법을 제안하고 화재 안  책에 해 토의할 
수 있다.

[9과16-02]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에 한 처 방안을 세울 수 있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해 토론할 수 있다.

실과
(기술･
가정)

[6실05-05] 사이버 독 방, 개인 정보 보호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
서 실천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 으로 탐색하고 실 하
며 평가한다.

정보

[9정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와 작권 보호의 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
보 보호, 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9정01-03]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하는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 방지와 게임･인터넷･스마트폰 독의 방법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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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과 수업으로 실천하기에 용이하도록 구체 인 활동 양상(동사 행  표 )이 드러나게 

다시 제시해  수 있다. 즉, 각 성취기 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의 구체  활동으로 재진술하

여 제시해 다. 이때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Bloom's Digital Taxonomy)를 근거로 재의 

성취기 과 연계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실천 인 활동으로 구 해 볼 수 있다.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는 기존의 분류 체계가 정보통신기술의 출 과 통합에 따른 새로운 수업 활동

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디지털 시 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계보경･김재옥, 2013, p. 

1). 다음은 Churches(2009, p. 7)가 제시한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이다. 

[그림 Ⅵ-2-2]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

(출처: Churches(2009, p. 7)의 Bloom's Digital Taxonomy에 한 계보경･김재옥(2013) 번역 용어를 따라 재구성함.) 　

이 디지털 텍사노미는 학습에서 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력  의사소통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인데 ‘의사소통 역’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진될 수 

있는 이러한 활동 항목을 나열한 것이다. 한 기존의 체계를 토 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실천하

는 행  항목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82) 기존 블룸의 분류 체계를 고려하여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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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교육과정 성취기 들과 연계하여 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 이러한 행  항목이 

특정 기기  테크놀로지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 학습 결과에 도달하기 해 이를 

활용  용하는 것에까지 을 두고 있어서 기술, 정보 교과와 같은 특정 교과만이 아닌 

여타 교과의 수업 활동에도 용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이 디지털 텍사노미에서는 차원 사고력부터 고차원 사고력까지 디지털 기술이 어떻

게 용, 활용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하  역

은 모든 교과에 용 가능한 차원부터 고차원까지의 사고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데, [그림 

Ⅵ-2-2]의 텍사노미를 통해 각 교과의 성취기 을 지식의 이해  사용, 탐색  활용, 분석 

 평가, 소통  창조 등으로 구분하여 외부 세계(아날로그와 디지털)로부터 습득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의 경험을 발달 단계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구조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추진 략2 등 학년부터 단계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본 연구의 Ⅲ장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등학교･ 학교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

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직 으로 명시한 항목은 사회과의 등 4학년 2개 성취기 을 제외하

고 등 5-6학년에 12개 성취기 (국어 3개, 등 1개, 실과 8개), 학 1학년에 27개 성취기

(국어 5개, 도덕 1개, 사회 3개, 수학 1개, 실과 4개, 정보 13개)으로 특정 학년에 교과의 성취기

들이 집 ･제시되어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단계 으로 함양해야 할 복합 인 역량임을 고려

할 때, 향후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등 학년부터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 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교육과정 분석, 설문 분석, 문가 의 등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등 학년부터의 단계 인 계발이 요구되고 ‘디지털 기술에 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에 한 

교육 단계가 미흡하 다. 이에 본격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에서 등학교 학년

부터 새롭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고유 내용을 심으로 교육 내용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볼 수 있다.83) 이는 앞서 제안한 ‘소 트웨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통합 운 을 한 

학제 편성(안)’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82) [그림 Ⅵ-2-2]에서 진하게 표시한 것은 기존 블룸 항목이고 나머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에서 추가한 것이다. 

83) 문가 의회(2018. 10. 8)를 통해 김수환 교수(총신 , 컴퓨터 공학 공)가 제안하고 정 선 교수(경인교 , 

매체 교육)가 보충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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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단계(안)

단계 세부 내용

디지털 리터러시 기  교육

디지털 시민성 기  교육용

컴퓨터 기  소양
정보 리 소양

고

디지털 리터러시 소양 강화

디지털 사고 능력 배양

디지털 시민성 발달

소 트웨어 활용
비  사고력
컴퓨  사고력

등

디지털 실천 역량 강화

디지털 사고 능력 증진

디지털 시민성 강화

비  사고력
컴퓨  사고력
커뮤니 이션, 업
문제 해결

고등

디지털 시민성 확장

실생활 문제 해결 

진로 연계

디지털 사고 능력
콘텐츠 창작
디지털 시민성 실천

추진 방안 2  교과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교수･학습 자원 체제 구축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추진 략 1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수･학습 자원 리 포털 구축

⁍ 추진 략 2 : 교과 수업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도구 개발  탑재 

추진 략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수･학습 자원 리 포털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념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주요 기능들을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에서 디지털 기술 자체에 한 학습 자료

를 포함해 그 기술을 활용하여 교과별 수업에 용하기 한 방법과 련 자료가 하게 제공

되었을 때 원활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운 한 

교사들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활동을 설계하기 해 별도의 자료 검색을 

하고 이를 가공하여 수업에 용하기 한 시간 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응답하기도 하 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고 생산하여 소통하는 복합  역량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교과

의 내용과 목하여 다룰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비하면서 쉽고 빠르게 교수･학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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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자료를 찾고, 필요한 로그램과 자료에 근할 수 있는 학습자원 포털을 구축하여 운

하는 것은 다양한 교과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일선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설계 지원을 해 온라인 학습 자원 리 포털을 구축

하고 교과별 자원 리를 한 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지원을 한 온라인 학습 자원 리 포털은 단순히 수업 자료나 교수･학습지도안 등을 게시한 

기존의 온라인 자료실의 기능을 뛰어넘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표 ,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기능별 소 트웨어나 모바일 

앱 등을 종합 으로 제공하는 수업 지원용 웹사이트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한 로, 캐나다의 

비 리 단체인 Global digital citizen foundation의 The Essential Fluencies 포털 웹사이트84)는 

로벌 디지털 정보 시 에 합한 역량(Fluencies)을 도출하여 학교 교육 상황에 용할 수 

있도록 역량별 교육과정과 련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련 역량별 교수･학습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종합 학습 자원 리 포털이다. The Essential Fluencies 포털은 다양

한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 거와 루 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한 학생용 포트폴리오 로그램 기능을 통합한 모바일 수업 리 앱을 출시하여 교사

들의 로벌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Ⅵ-2-3] Global digital citizen foundation의 The Essential Fluencies 포털 웹사이트

(출처 : https://globaldigitalcitizen.org/21st-century-fluencies/media-fluency)

한,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지원을 한 포털은 교과별･주제별･수 별 학습 자료를 

통합 으로 제공해  수 있는 교수･학습 자원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학습 자원 리 포털은 Teachers Pay Teachers85)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

84) Global digital citizen foundation portal. https://globaldigitalcitizen.org/ 참조. (2018.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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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 자료에 한 공유와 유통을 허용하여, 질 으로 검증된 교수･학습 자료를 지속 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6b. 12.). 한, 기존의 통  

방식으로 제작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학습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교과  수 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도 온라인 교수･학습 자원 리 시스템이 주요 역할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진 략2 교과 수업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 도구 개발  탑재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한 교수･학습 자원에는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설계를 한 학습자 분석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설문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해 보다 교과 수업에서 보다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사례 분석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차이로 수업 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로 볼 때,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에서 각종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로그램 

등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 교과별 수업 역량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개발되어 교사들의 수업 설계의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과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유형에 따라 진단 도구는 루 릭의 형태로 필요할 때마다 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개발되어 교수･학습 자원 리 포털에 탑재되거나, 온라인 검사도구 형태로 개발되어 즉각 인 

검사 시행과 결과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추진 방안 3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 제고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 추진 략 : 교과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 제고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디지털 교과서는 교수(instructor) 심에서 학습자(learner) 심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출 하 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심의 교육 패러다임은 구성주의  철학의 향을 

받은 것으로 학생의 요구에 보다 심을 갖고 자기 주도 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학생 

85) Teachers Pay Teachers. https://www.teacherspayteachers.com/ 참조 (2018. 10. 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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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다양성을 존 하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의 과정  측면을 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요하게 여긴다(김혜정･임희석, 2013, p. 34). 이러한 맥락에서 멀티미디어 활용

을 통한 흥미유발  자료 제시와 련된 정해진 틀이 지닌 한계의 극복, 다양한 활동을 통한 

목표 도달과 결과의 극 인 상호 공유  교환 등은 기존 서책형 교과서로는 구 하기 어렵다

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학습 과정에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가 훌륭한 안으로 등장하 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스스로 탐구해보고 주도 으로 활동하며 지식을 

구성 으로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보다 효과 으로 실행하고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서책

형 교과서를 심으로 한 학습보다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이 극 인 수 에서 권장

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서책형 교과서로는 할 수 없는 생생하고 

실제 인 자료들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 하고 상호 의사소통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자 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  역시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 역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추가 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 디지털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검증된 내용과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교수･학습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와 같은 수 의 디지털 교과서는 이와 같은 이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하

기에 지 않은 한계 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된다. 김혜숙(2015)에 의하면, 재

의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차별화된 자료  내용이 부족하고 구동에 있어서도 불안

한 측면이 엄존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 여건은 디지털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하기에 역부족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라고 할 수 있는 련 정책 역시 자주 변동되며 일 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문제 들을 노출하 다(김혜숙, 2015, pp. 134-135).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 의 질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양   질  측면 모두에서 개선 작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먼  분명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일 성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각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여건 지원도 반드시 언 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가 

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서책형 교과서가 된다면, 그것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한 철학  

질문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교과를 선정할지 그리고 그 교과내의 어떠한 역이 어떻게 디지털

화 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지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기 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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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지털 교과서 자체 역시 서책형 교과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학생을 한 디지털 

자료의 아카이  형태를 가져야 하며 확장성이 높은 포맷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한 

실제 이고 실행성이 높은 자료들이 선별되어 디지털 교과서에 실려야 하며, 그 양도 풍부하고 

잘 유목화되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나 로그램 역시 확장성이 

높은 것들을 심으로 구성하여 향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나 역에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 방안 4 학생･학부모 상 연수  행사의 개최  지원      

⁍ 추진 략 : 학생･학부모 상 디지털 리터러시 련 기본 소양 교육 시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와 련하여서는 구보다도 단  수업의 계획자이자 실행자인 

교사가 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이다. 학생의 

자세와 역량이 결핍되어 있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며, 학부모의 이해

와 신뢰 그리고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처음부터 난 에 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련 기본 

소양교육이 매우 요하며,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가지는 의미에 

한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먼  학생을 상으로 한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 설문 조사  수업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 듯이, 학생 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편차는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

다면 교과의 단  수업에서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디지

털 기기를 이해하거나 다루는 역량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 인 수업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쉽게 

도모하려면 모든 학생을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기본 소양을 고루 갖추도록 하는 사  과정

이 필요하다. 이에 학생을 한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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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 

소양 교육 

내용  용 

방안

( 시 안)

주요 교육 내용 교육 시기

• 디지털 기기의 이해  활용 

 - 교내 디지털 기기 종류  활용 방안 안내

 - 교내 디지털 시설  환경 사용 유의사항

 - 교과별 주요 활용 디지털 기기 연수

• 디지털 세상에서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

 - 바람직한 디지털 기기 이용 방법

 - 디지털 기기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 시 유의사항

 - 디지털 리터러시 련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

• 1학년 3월

 - 입학 후 자유학기제 활용

• 연  수시

 - 창의  체험활동 시간 활용

 - 필요에 따라 교과 수업 시수 일부 

활용

다음으로 학부모를 상으로 한 교육도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 실

으로 볼 때 학교 여건의 열악함만큼 어려운 문제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련한 학부모

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인해 자녀가 오히려 수업 내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목 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학부모와의 공감 를 형성하지 않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상의 연수가 필요하며 그 내용  시기를 를 들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를 

한 디지털 

리터러시 

소양 교육 

내용  용 

방안

( 시 안)

주요 교육 내용 교육 시기

• 미래 사회와 학교 수업

 - 미래 사회의 특징  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 필요성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교 수업의 특징

 - 교과를 통해 근 가능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특징

• 학교-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한 가정의 역할

 -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바람직한 자세

 - 디지털 기기를 통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 3월

 - 학교설명회나 총회 등의 학교 행사 

활용

• 연  수시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홍보 방안 모색

실제로 서울시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효과 으로 실행하고 있는 창

덕여자 학교의 경우, 학기 인 3월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다양한 수 의 정보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를 들어, 학생들은 입학 시 자율학기제로 편성된 

3월 첫 2주를 활용하여 교내의 디지털 기기  환경에 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 

연  상시로 학생을 상으로 하는 교내 자율연수를 시행하여 최신 디지털 기기  환경을 

지속 으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이를 주체 으로 소화하고 자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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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개하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에게는 

학교설명회나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의의와 

그 효과 그리고 학생에게 있어서의 요성에 하여 지속 으로 연수를 하고 있다. 

다.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행 인적 자원 체제 구축 및 전문성 신장

제안 배경 추진 방안 기대 효과

• 등 교원 비 등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성 신장 

사업이 미흡함 

•국외 선도국의 경우 련 단체와

의 업 체제가 상시화되어 있음 

•설문  교사 면담 결과, 학교의 

산 인원에 한 상시 배치 요구

가 강력함 

1. 교과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성 강화

• 비 교원을 포함한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성 

신장에 기여 

•교과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  자원 구축으로 학교 장

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

화에 기여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기   

문가와의 업 체제 구축  상시화

      

추진 방안 1   교과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성 강화

⁍ 추진 략 1 : 비 교원 양성 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과목 개설  이수 필수화

⁍ 추진 략 2 : 교과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혼합형 교원 연수 로그램 강화

추진 략1 비 교원 양성 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과목 개설  이수 필수화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비 교사  직 교원의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에 한 인식 제고  역량 함양이 우선이다. 재로는 등 비교원을 상으로 

하는 ‘교원양성 학 소 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이 교육부 주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과 교육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한 등 비교원에 한 사업 구상은 없다.86) 

86)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연구사와 유선 통화(2018. 10. 11)로 확인한 결과, 2019년에는 

등 교원에 한 지원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하 으나, 정책 제언으로서 등 교원의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련 내용 추가에 해서는 정 으로 답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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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년 교원양성 학 소 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 계획 (안). (2018. 2.)

 ∙ (사업명) 교원양성 학 소 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 (1년)

 ∙ (지원 상) 등교원양성기  12개교

 ∙ (지원규모) 24억 내외(평가에 따라 산 차등 배분 정)

 ∙ (사업내용) 교원양성기  내 소 트웨어 교육과정 개선, 체 학교원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소 트웨어 활용 융합교육 기반 조성, 소 트웨어 교육의 학교 장 정착 지원 등

 교원양성기  소 트웨어 교육과정 개선 (p. 3쪽 참조)

  ◦ ( 체 재학생 상 소 트웨어 교육 필수 실시) 교양과목･교과교육 편성･운   재학  교육실습

체계 개선 

  ◦ (컴퓨터교육 심화 공 내실화) 심화 공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조하여 

내실 있는 교육내용 구성

  ◦ (교육 인 라 구축) 개선한 교육과정에 합하도록, 모둠형 공간과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갖춘 

교육 공간 구성 

이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등 실과(기술･가정)와 학교 정보과에서 소 트웨어 교

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비 등교원의 소 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처

럼 비 등교원을 상으로 소 트웨어 교육을 필수 으로 실시하는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 한다. 다만, 이러한 소 트웨어 교육이 여타의 교과 수업으

로까지 이될 수 있는가는 숙고가 필요하다. 소 트웨어 교육이 등의 실과(기술･가정)나 일부 

교과에 용하는 정도로는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고루 함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 이 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소 트웨어 교육을 특정 교과의 실천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

나 각 교과 수업으로의 이까지 염두에 두고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부가 재 등 비교원을 상으로 이러한 사업 구상조차 없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컨 , 국어과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통 으로 매체의 발달에 따른 

교육  처를 격 으로 수용해 온 편임에도 불구하고, 등 비교원 양성 기 인 사범 학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해 다소간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를 들어, 2018년 7월 

조사 결과, 총 38개 사범 학 국어교육과 에서 24개 학(63.2%)만이 디지털 리터러시 련 

과목( 를 들어, 매체 언어)을 개설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09년 조사 결과 59.3%

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박기범, 2018, pp. 5-6). 지난 9년간 국어교육 반에서 

매체 언어 교육이 강조된 것을 감안한다고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학의 

보수 인 학문 구조와 교수 편의의 교과목 개설이라는 학의 오래된 행과, 강의를 담당할 

공 교수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가 의회, 2018. 9. 19), 지 껏 교육 당국이 실시하

고 있는 교원 양성 기 에 한 평가 지표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할 만한 요소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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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다가 최근에는 ‘학교폭력 방’, ‘창의인성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어 많은 학들이 아  그런 

과목으로 체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등 외에도 등 비교원에 해 디지털 

리터러시 련 과목 개설  이수 필수화를 포함한 지원 사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범 학 

평가에서 교육과정 측면의 평가 지표에 이와 련된 교과목 개설･운 의 충실성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문가 의회, 2018. 9. 19). 

추진 략2 교과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혼합형 교원 연수 로그램 강화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문성은 온라인 강좌나 동 상 

학습과 같이 개인 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었다. 한 재의 교사 연수 로그램

은 소 트웨어 교육 연수에 집 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성 확보

를 지원하기 해 교과 수업에 착된 교과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오 라인 연수가 

섞인 혼합형 교원 연수 로그램 강화를 제안한다. 모범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사 연수 사례로 

다음의 ‘미국의 Digital Literacy Summer Institute’를 제시한다. 이는 상시  연수를 통해 문성

을 함양하고자 하는 요구와 움직임이 있어서 미국의 미디어교육 학자 르네 홉스 교수가 로드아

일랜드 학에서 시작하여, 재는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 하 다.  

￭미국 Digital Literacy Summer Institute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 로그램 내용87)

∙ 상 - ･ 등 교사, 사서, 미디어 문가

∙개요 - 미디어 연구와 교육의 학제 간 로그램이자, 학습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공식

학습과 비공식 학습의 융합을 목표로 한 로그램임.

∙진행 - 1년에 걸쳐 진행됨. 여름 방학 기간에는 면 면 학습이 이루어지고, 가을/  학기에는 집

인 온라인 코스가 진행됨. 여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진하는 리더십 집  연수’도 

진행됨. 이를 모두 이수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학원 과정 이수증  자격증을 받게 됨 

∙내용  

EDC 531: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EDC 586: 세미나-디지털 리터러시와 학습 

EDC 32: 세미나-디지털 작가 되기

EDC 586: 디지털 리터러시 리더 되기 

∙주목할 사항

   1)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작가가 되어보는 경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잡고 학교 안에 확산시키는 경험을 하는 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활용 교육이 아닌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원하는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연수 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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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안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기   문가와의 업 체제 구축  상시화

⁍ 추진 략 1 : 련 기   단체와의 상시  업 체제 구축

⁍ 추진 략 2 : 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사 역량 개발 지원 강화

추진 략1 련 기   단체와의 상시  업 체제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그 향이  연령과 계층에 나타

난다는 에서, 학교 교육의 범 를 넘어 평생 교육과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정부의 련 기  

 디지털 기업과의 력 속에서 지속 이고 실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공공기 과 민간단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 인 력이 가능한 은 정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밖의 교육은 일회성 방문 교육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의 기회

가 제공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에서, 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혹은 

지속 이고 체계 인 연계를 통해 제 로 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를 심으로 국가  지역의 련 기   단체와의 상시 인 업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디지털 리터러시 련 교육 문가, 교사, 교수 등을 심으로 한 디지털 리터

러시 자문 원회를 핵심 조직으로, 국가 차원의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

터넷진흥원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련 기 이 참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련 산업체의 

교육 지원을 받아, 지역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 교강사를 상시 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속 이고 체계 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87) Digital Literacy Summer Institute. https://mediaeducationlab.com/2018-summer-institute-digital-literacy 참조 

(2018. 9. 9. 검색)

   2) 1년간 이루어지는 장기 연수이자 온라인 오 라인 연수가 섞인 블랜디드 러닝을 추구하여, 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

   3) 여름 방학 기간의 리더십 집  연수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자, 미디어 

계자, 도서  사서 등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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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Ⅵ-2-4]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진흥을 한 업 체제 구축(안)

이러한 체제 구축을 통해, 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공공 기 의 사업 내용이 <표 

Ⅵ-2-2>와 같이 미디어 활용과 련하여 부정  활용을 방하는 차원의 교육에 이 맞추

어져 있으므로, 향후 이를 넘어서 교과의 수업에까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Ⅵ-2-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공공 기

기 명 조직 련 사업 내용

한국언론
진흥재단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미디어교육 국 회
∙오 라인 교사연수/자유학기제 실무 의회
∙교사 직무연수 략 체계 구축 컨설
∙온라인 교사 연수 로그램 개발
∙자유학기제 운 학교 강사 견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교육 등

한국정보
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디지털문화기획 , 
디지털격차해소 , 
사이버윤리 , 스마트쉼센터)  

∙인터넷윤리교육 콘텐츠 개발·보   인터넷윤리포털 구축·운  
∙정보취약계층ㆍ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련 콘텐츠, 
교육시스템 지원ㆍ운  

∙인터넷 독상담센터(스마트쉼센터) 구축․운   문인력 
양성 등

한국인터
넷진흥원

인터넷기반단 ∙사이버폭력 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를 토 로 구성, 2018년 10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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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략2 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사 역량 개발 지원 강화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한 련 문가 네트워크는 통 인 교사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를 넘어 새롭고 지속 인 학습 자원을 공 해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교과 수업의 다양한 활동을 설계하고 운 해야 한다

는 측면에서 로 과 물리 컴퓨 88) 등과 같은 기술 특성에 합한 교수･학습 설계에 한 문

성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지원을 한 연수 

주제로 교수･교수･학습 방법과 활용 사례에 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흥미로운 수업,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 교사들도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사례에 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교사 역량 강화를 한 지원 활동으로 메이커교

육 문가와 소 트웨어 교육 문가를 통합하여 구성한 디지털 리터러시 련 문가 네트워

크를 구성하여 일선 학교의 교과별 교원 역량 신장을 한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로, 구 은 자사의 Google Map을 활용해 다양한 지도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

해 메이커 문가들의 치와 련 정보를 제공하는 메이커 맵이 개발되어 시범 운 되고 있다. 

[그림 Ⅵ-2-5] 구 의 메이커 맵
(출처: http://themakermap.com)

88) 코딩과 물리 컴퓨 은 등학교 실과 교육과정에서 운 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활동으로, 메이커교육 

운동의 주요 주제  표 이다(마르티네즈와 스태거, 2015, p. 138). 



Ⅵ. 요약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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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맵은 메이커 운동을 알리고, 문가들 간의 정보 교환과 학교 교육 연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가 네트워킹 지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테크놀로지 문가들의 지역 정보 제공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 지역별 문가

를 소개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시켜 교실 수업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한 구체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은 지역별 문가들이 운 하는 워크 에 참여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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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um and Improvement Plan

  Noh, Eunhee

Shin, Hojae

Lee, Jaejin

Jeong, Hyeon-seon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centering on the major subject-matter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o draw up substantial improvements to foster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subject matters. This study intends to carry out a multi-layered inspection on how 

contents related to digital literacy has been adopted in the subject-matter curriculum, 

how the participants of subject matter education perceive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how they put this into practice in real classes. By this comprehensive prospect on the 

educational reality, this study is supposed to grasp the problems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induce the improvement plan. This study ultimately intends to draw 

implications for policy to enhance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subject matters.

 Understanding on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Education

First of all, the study defined digital literacy so as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study and investigated the trend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is study defined also digital literacy tentativel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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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for learners to understand and use digital technologies properly, explore 

and utilize information and the contents rightly, analyze and evaluate critically, and 

communicate and create productively in digital environment in order to live a 

self-initiated and valuable life.” Along with the definition, it studied the tendency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e trend analysis was for 

diagnos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present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simultaneously for seeking futur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s by examining the best 

practice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alysis of an aspect how digital literacy has been adopted in subject-matter 

curriculum

Researchers investigated aspects how contents related to digital literacy has been 

adopted, by investigating the eight major subject matt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Korean, Ethics, Social Studies, Mathematics, Science,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formatics, English). Firstly, how each subject matter has 

adopted digital literacy is explored historically and the relevancy of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digital literacy appeared i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ith 

digital literacy factors is analyzed. Thus, the study investigated aspects how digital 

literacy has been adopted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each subject-matter curriculum 

and aggregate and considerate aspects how each subject-matter adopted digital literacy 

by characteristics in subject-matters through analysis of achievement standards of each 

subject-matter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subject-matter education

Analysis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subject matter education was conducted 

through surveying and analyzing teaching cases. First, through the current instruction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researchers surveyed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who has been in charge or experienced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examined aspects 

of current digital literacy education implementation of each subject matter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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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ed the overall perceptions on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addition, the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literacy implementation 

through subject-matter education, by analyzing teaching cases of six subject-matters 

(Korean, Social Studies, Ethics, Mathematics,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formatics) which state the relevancy with digital literacy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Exploring the improvements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subject-matter education

Researchers drew up the more real and effective improvements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by subject-matter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educational status through 

analyzing aspects in curriculum implementation related to digital literacy in 

subject-matter education, surveying and examining teaching cases. This study derived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blems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subject-matter 

education, centering on the six subjects whose curriculum mentioned digital literacy 

directly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mplications for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drew three political suggestions so as to enhance digital 

literacy education of the subject-matters in this country: building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strengthen digital literacy education of subject-matters; 

constructing teaching conditions to activate digital literacy education of 

subject-matters; and establishing a system to develop human resources to carry out 

digital literacy education of subject-matters and a system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