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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 19 상황에서 많은 학교에서 사용된 디지털교과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활용되기 위해서는 디지

털교과서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는 전통적인 서책형 교과서에 용어 사전이나 동영상 자료, 평가
문항 등을 추가한 것으로 최근에는 AR, VR, 360 이미지와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실습 교육에도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디지털교과서의 기능 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교과서의 레이아웃은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한 형태에서 벗어나 반응형 레
이아웃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와 학습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용을 개발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외부 자료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에 기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을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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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OVID-19 situation, digital textbooks have been used in many schools. In order for digital textbooks to

become active even in the post COVID-19 era, the functions of digital textbooks must be improved. Digital text-
books are traditional book-type textbooks with glossaries, video materials, and evaluation questions added.
Recently, they are being used usefully for practical education by providing realistic contents such as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and 360 images.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ost COVID-19, we
found the functional problems of digital textbooks and suggested a way to improve them. First, the layout of dig-
ital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as a responsive layout, deviating from the same form as a book-type textbook.
Second, digital textbooks and learning management systems must be integrated. Third, by developing a digital
textbook for teachers, teachers should be able to directly reorganize the contents or add external materials. Fourth,
learning analysis should be possible using data recorded in digital textbooks. Fifth,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various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as digital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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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원격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유치원부터 초중등

학교, 고등교육,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에

걸쳐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165

개국 14억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으며,

지난 1년간 40주 이상 학교를 일부 또는 전체 폐쇄한

국가가 51개국에 달하였다.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2021

년 7월 31일 기준으로 3천만 명이 넘는 학습자들이 학

교에 가질 못하고 있다[2]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

용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화상 회의 솔루션을 활용한

쌍방향 실시간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이 추진되었다. 디지털교과서도 이러한 원격

수업에 활용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에서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원격 수업 자료 제작할 때 주로 활용

하는 콘텐츠 중 디지털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7.27%

이었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2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3].

디지털교과서는 2007년에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정책’

에 따라 개발되었다[8].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현행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사회, 과학, 영어가 개발되었고, 고등학교는

영어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9].

디지털교과서가 정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수

업 상황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디지

털교과서의 개발 과목이나 범위, 교사용 디지털교과서의

필요성, 레이아웃, 뷰어 형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디지털교과서

의 문제점을 학교 활용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지털교과서의 개념

디지털교과서는 [그림 1]과 같이 서책형 교과서에 포

함된 교과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 문항, 보충･심화 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

첫째, 디지털콘텐츠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

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하고, 학습자와 콘

텐츠 간의 개인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정 교

수․학습 모형에 따라 제작되어 교사의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교과용도서를 출원한 발행사에 제

작한 디지털콘텐츠는 전자저작물은 인정되고 있다.

(Fig. 1) 디지털교과서의 개념도

현행 디지털교과서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앱과 웹도 지원하

여 수업 환경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하다.

디지털교과서와 유사한 개념에는 <표 1>과 같이 디

지털콘텐츠,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등이 있으며, 세부

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9].

구 분
디지털
콘텐츠

e-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자료 형태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AR/VR)

교육과정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교과서
재구성

부가적인
교수자료

교과서 외
자료 추가

제한적
재구성

교수 설계 특정 모형 탈 모형 탈 모형
상호작용
유형

개인적
상호작용

개인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교과용도서
로인정여부

인정 안함 인정 인정

학습 분석 없음 없음 일부 가능

형태

※ 출처 : 정영식 외(2008) 재구성

<Table 1>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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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교과서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일환

으로 ‘무거운 책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서

책 교과서를 PDF로 옮겨놓은 형태이다[4]. e교과서는

CD 형태로 배포되었고, 기존의 서책 교과서 위에 간단

한 멀티미디어를 제공하였으며, 교수학습 모형과 상관없

이 개발되었다.

셋째,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에 용어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문항, 보충･

심화학습 내용을 포함한 교과용도서로서, 특정 교수․학

습모형에 종속되지 않으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과용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3. 디지털교과서의 기능 개선

포스트 코로나들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디지털교과서

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보완하고 문제점들을 해

결하면 더욱 유용하게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1. 서책교과서의 틀 탈피

디지털교과서는 현재의 서책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단

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신의 정보와 연결이

가능하며 즉시 수정이 가능하다. 서책교과서는 인쇄되

어 나오는 순간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디지털교

과서는 내용을 수정해 학생들에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가르칠 수 있다.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위해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면 교사

의 자율성이 높아지며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용

이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안에 있는

그림 등 다양한 요소들을 교사 마음대로 레이아웃하여

서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3.2. LMS와 콘텐츠 통합

LMS(학습 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콘텐츠의 통합으로 학습 분석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다. LMS는 온라인 기반학습에서 학습

자를 관리하고 콘텐츠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써 학습자

들의 교육활동에서 학샙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습의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1]. 학

생에게 학습 참여의 주도권을 주어 능동적인 학습을 촉

진하며 디지털교과서 안에서 위두랑 등의 다양한 콘텐

츠를 이용해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과 토론을 증진시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메타인지, 동기조절, 행동조절과 같은 학

습의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써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학습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6]

3.3. 교과서 재구성

현재의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현재의 서책형 교과서

의 순서 그대로만 되어 있어 교사만의 교육과정을 구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교사가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 한 가지의 방법

으로는 현재 학생용 모드로만 되어 있는 디지털교과서

에 교사용 모드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교사용 모드는 교

사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교과서 안의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 자

료를 교과서 안에 추가할 수 있다. e학습터처럼 학생들

은 교사가 재구성한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 참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한 교과에서 다른 교과

와 연계하는 수업 역시 교사가 재구성하여 책을 따로

가져와 펼쳐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미리 하이퍼링크

로 설정하여 바로 이동하여 보게 된다면, 불편함 없이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3.4. 외부자료 링크 자유롭게

현재 허용하지 않고 있는 외부자료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 안에 있는 자료들은 일부에 불과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우려면 교사가 조사한 유튜브나 교

사용 학습사이트 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콘텐츠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생용 디지털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4학년 1학기 사회에서 학생들은 지역의 문

화유산 및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 배운다. 서책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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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현재의 디지털교과서에는 일부 지역의 문화유산

및 역사적 인물들만 나온다. 하지만 이 단원의 중요한

것은 본인 지역의 문화유산 및 역사적 인물을 배우는

것이다. 교사들이 교과서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살고 있

는 지역의 문화유산 및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여 교과서

를 재구성한 후 외부자료를 불편 없이 가져와 학생들에

게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수업을 이해

할 수 있다.

(Fig. 2)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3.5.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분석

디지털교과서에 학생이 접속한 정보나 학습 활동 기

록 등을 ‘나의 학습 기록’ 메뉴를 통해 일별 접속 현황

과 학습 활동(북마크, 하이라이트, 메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집중해서 듣고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교사는 다음 수업

을 준비할 때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수업 이해에 대한 평가 및 단원 평가 등도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평가

를 보고 어느 부분에 시간을 소비하였고,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각

의 학생들에게 수준별 학습 및 기초학력 향상에도 도움

을 줄 수 있다.

위두랑과 연계한 의견 교환, 협업 활동 등을 통해 관

계를 분석 하고, 마무리 퀴즈, 보충·심화 활동 및 단원

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예측하고 이를 적용하여 학생들

의 학습 정보를 통해 학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학습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6. 디지털교과서 내 학생 의견 추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 익숙해졌으

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원격수업이 종종 이루어질

수도 있다.

초등학교 원격 수업에서는 주로 줌이나 e학습터를 이

용해 왔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이러한 프로그램 안에 적

거나 발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서 말

했던 교사용 모드를 이용해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

으는 발표 커뮤니티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더욱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 음성,

동영상 등으로 표현해 커뮤니티에 올리고, 다른 친구들

의 생각을 그 안에서 보고 댓글을 다는 등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의 내용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 또한 향상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줌이나 e학습터를 활용한 원격 수업을

할 때 그 안에 적은 내용은 다시 보기 어렵지만 디지털

교과서 안에 발표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게 되면 학생들

이 복습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클릭하여 학습 내용을

재기억할 수 있다.

3.7. 다양한 교과의 디지털교과서화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는 초등 교과는 사

회, 과학 및 영어(천재교육)뿐이므로 좀 더 많은 교과에

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

술과 음악의 경우 감상 영역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이용

한다면 서책 교과에 비해 더욱 효과적으로 수업이 진행

될 수 있다. 또한, 체육 교과는 동작을 설명하거나 운동

의 예시 등 다양한 부분에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한다면

학생의 이해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실과의 경

우도 설명의 예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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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사진으로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디지

털교과서 내 동영상 자료나 실감형 자료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교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코로나 19로 시작된 원격수업은 코로나 19가 종식되

어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격수업은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

는 교과서 중에서 교과 내용 위에 메모하고, 정리하고,

공유하는 데 유용한 것이 디지털교과서이다. 디지털교

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교

과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료와 함께

평가 문항,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포

함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활용률에 나

타난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 빈도가 그렇게 높

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

다 쓰기보다는 단말기 형태에 따라 가독성이 높도록 문

자나 이미지의 크기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와 학습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는 위두랑이라는 별도의 커뮤니티 시스템이

디지털교과서와 연동되어 있으나, 디지털교과서 내에서

직접 화면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사용 모드를 추가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외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학생들마

다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므로, 그에 맞게 교사가 학생들

에게 원하는 자료를 제작하거나 참조하여 제공할 수 있

도록 디지털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

고, 그것이 기록되어 학습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디지털교과서로 이루어지는 진단평가, 형성평

가, 단원평가, 총괄평가 등 다양한 평가 결과를 기록하

여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교사

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과학, 영어

이외에도 다양한 교과목을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원격수업 상황에서 디지털화된 자료가 없

어서 수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선택 과목

이나 전문계 과목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AR/VR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 실습은

학생들의 실습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시작된 사업이다[8]. 그동안 10년 넘게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학

교에서 사용하였다[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 실시

한 종단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가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4]. 디지털교과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고, 그로 인

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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