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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매체 디자인에 관한 국외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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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초 록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교육 

디바이스의 발전을 가져왔다. 교육 선진국인 영국은 전자 칠판, 전자 책

상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매체를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Ditt 액션 플랜을 

계획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 발전시키고 있다. 인터

넷 선진국인 한국의 경우는 2007년 수학 디지털 교과서를 시작으로 과학 

교과서를 거쳐 2010년 영어 공교육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1년 영어 

디지털 교과서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다. 빠르게 디지털 교육 

매체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있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효율적인 교육 효

과와 디자인 가이드의 설립을 위하여 디지털 교육 선진국의 디지털 교과

서 및 교육 매체의 적용 사례연구를 통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 디지털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LG 유럽 디자

인 센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육의 선진국인 영국과, 복지 사회의 기반위

에서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을 이끌고 있는 스웨덴을 사례 연구 대상국으

로 선정하며. FGI, 집중 관찰 분석, 설문, 휴리스틱, KJ 법을 통해 2차례

로 분석하며, 현황분석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는 영국을 중

심으로 살펴보며, 스웨덴은 사례연구 및 설문 분석 시 포함한다. 분석 결

과 대체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육보다는 프린트 교

과서 사용을 병행하여 각 매체의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

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학생 및 교사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

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의 GUI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었

다. 

이에 향후 디지털 교과서 디자인 기획에 있어서 타겟층(교사와 학생)의 

사전 조사 및 설문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교육 매체

만을 위한 디자인 기획을 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해외 선진국

의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디지털 교육산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

의가 있다.

주제어 :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미디어 교육, 국외 디지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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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7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의하여 디지털 교과

서의 디바이스로서 태블릿 PC 개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탄생되

었으며, 3개의 시범학교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 전국적으로 초, 중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적극적인 수

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큰 학습 향상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데, 2008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교과

서의 학습 효과는 과학 과목을 제외하면 기존의 프린트 형 교과

서 사용효과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교

육학술정보원(2010)1)에서 전국 132개 디지털교과서 시범사업 학

교의 학생 6000여명과 교사 357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학습

몰입, 자기주도 학습 능력, 문제해결력 등을 조사한 결과 <표1>

과 같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프린트 교과서 학습 학급 디지털 교과서 학습 학급

표준점수 49.7 50.3

점수차 0.6

표 1. 프린트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사용 학급의 점수 차 

<표 1>과 같이 디지털 교과서 사용 시범학교의 점수가 0.6점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했을 때 기존 프린트교과서를 사용한 학

습 대비 학업 성취도가 크게 오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교수매체의 중심인 교사집

단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2)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학술자료 정보화기관으로 교육학술정보화 추진, 교

육,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2) 조사결과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오류가 잦다:42.9%, 수업자료가 부족하

다:16.1%” 라는 의견과 지속적인 운영방안 개선의 필요성, 비용 과다 등이 

지적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정보화백서』, 교육

과학기술부, 2011, pp.85-93 참조.



179

결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

털 교과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디

지털 관련 교육 매체를 중심으로 선진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국

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디지털 교과서 및 디자인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국외 사례 연구 국가는 영국과 스웨덴으로 정하며 그 이유는 

영국은 국가가 대학을 제외한 공교육에 미국의 4배가 넘는 예산

을 투입하여 교육에 힘쓰고 있는 선진국이며, 스웨덴 또한 탄탄

한 복지 국가의 기반아래 디지털 매체를 적용한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교육에 실제적으로 참

여하는 교사와 학생으로 제한하며, 국외 현황은 교육 선진국이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례 연구 및 분석은 디지털 교육 디자인 연구로 LG 전자 디자인

센터를 통해 영국과 스웨덴에서 국외 디지털 교과서 및 교육에 

관한 FGI를 실시한다. 이는 디지털 교과서 및 디지털 교육 매체 

분야에 LG 전자가 관심을 두고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 시장에 진

출하게 될 것을 대비한 조사로 연구자는 디지털 교육 선진국의 

교육 및 디지털 매체 디자인 실태와 장단점을 교사 및 학생을 통

해 휴리스틱(Heuristic), KJ법3), 관찰 및 설문으로 조사한다. 영

국, 스웨덴의 FGI 및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Hatch End High School, Futurum Skola와 

Young Business Creative의 4개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설

문 조사는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을 받

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표 집단을 랜덤으로 선

별하여서 FGI를 제한된 공간에서 시행하였다. 영국 학생 6명, 영

국 교사 6명, 스웨덴 학생 6명과 스웨덴 교사 6명, 총 24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각 집단에 오리엔테이션

을 실시하였으며 정해진 질문을 통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며 FGI를 시행하였다. 사례 연구 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

3) 동경공대 문화인류학자인 가와키타 지로(川喜田二郞) 교수가 고안한 발상법.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된 자료를 맞춰감으로 문제의 전체성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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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 국외 사례 분석 연구 모형

Ⅱ. 디지털 교육 매체의 국외 선진국 현황

디지털 교육 매체의 국외현황은 국가의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

어 디지털 교육 매체의 활용도가 높은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 영국의 디지털 교과서 분야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의 전자 

교과서는 이미 보급 단계를 거쳐 발전 단계에 이르고 있다. 보다 

풍부하고 효과 높은 가상 체험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교과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림 2>의 단체 책상 및 

<그림 3>의 교사용 전자 칠판 등 교실전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림 2. 영국 학교의 Co-Study Table4)         그림 3. 인터랙티브한 전자칠판5) 

4) SMART사 제공. 

5) 좌: SMART사의 전자칠판, 우: Promethean사의 전자칠판, SMART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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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종류
Feature & 

Usage
특징

IWB

(Interactive 

White 

Board)

디지털 펜으로 

터치기능 구현 

40%이상에서 사용

판서 칠판으로만 

활용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 사용, 

대기업의 

시장지배. 

특히 전자 칠판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로 발달 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그림 3>의 두 회사이다. 이들

의 특징은 전자칠판을 구매하면 교육 콘텐츠를 1년 동안 무상으

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무상지원 콘텐츠의 질 또한 한국의 디지

털 교과서의 콘텐츠에 버금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교육 디지

털 칠판의 특징은 아래 <표 2>6)와 같다.

SMART Promethean

Model 660,      680i3,      685ix 370Pro,     387Pro,     395Pro

Size 64'',        77''        87'' 78'',        87'',        95''

Price $1,119,     $1,549,     $1,969 $1,044,      $1,425,     $1,804

With 

projector
$3,079,     $3,299,     $4,299     -       $3,324,     $4,179

Features

Touch System (펜, 손으로 가능)

Front-Of-Room Centralized Control

 :교실 내 다른 Device들 (ex. 

DVD Players, 디지털 카메라, VCR 

등)을 ‘Extended Control Panel'로 

컨트롤, Dual-User Mode, Virtually 

Shadow & Glare Free

SMART Exchange에서 무료 교육자료 

제공

판서, 이미지, 비디오 등을 저장 및 

디지털 Note를 바로 E-Mail 전송 

가능 

Touch System With Pen 높낮이 조

절 가능

Software를 통해 학생 컴퓨터의 스

크린을 IWB에 게시 할 수 있음

Dual-User Mode

Shadow Free

PrometheanPlanet.Com 에서 무료 

교육자료 제공 

표 2. SMART, Promethean사의 대표 전자 칠판분석

6) LG 전자 디자인경영 센터 디지털 교과서 관련 프로젝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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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late

IWB7) 추가, 

쓰는 내용이 

화면에 바로 

보여짐.

필요성을 

공감하나

고가의 제품이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Responder

 IWB 추가 기기

객관식 문제에 

대한 오답 비율 등 

간단한 통계 기능

단순 응답내용만 

취합

흥미요소 수준의 

제품

Visualizer

책자를 촬영하여 

화면에 전송

대부분 교실에 

구비 

전자 교과서 

출현으로 

사용저하 예상. 

여전히 고전적인 

사용방식 선호

Signage 교내 정보에 대한 

공유

활용도 낮음

디자인 질이 

떨어짐

Film 

Equipment

예술 교육용 

고급장비~일반적인 

기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함  

공용으로 활용 

경우 파손 우려

표 3. 영국에서 2011년 현재 활용 중인 디지털 교육 기계 분석8)

또한, 영국은 PC를 사용하는 교육과 대면 교육이 줄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 입학과 

동시에 집에 가져갈 수 있는 PC를 제공하며, 스마트폰(Smart 

Phone)경험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초, 중, 고등학교에

서 디지털 교과서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기들은 위의 <표 3>과 같

다.

영국의 학교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디지털 교육을 받아들이며 

발전시키고, 교사들도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이외에 인터넷에

서 더 나은 콘텐츠를 찾아서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7) Interactive White Board.

8) LG 전자 디자인경영 센터 디지털 교과서관련 프로젝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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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경

쟁하듯이 힘쓰는 데는 영국의 교육 정책이 다른 나라와 다른 데 

있다. 의무 교육기관의 재정이 대학보다 훨씬 우수하며 <표 4>에

서 보듯 Form 1-6까지의 학교가 같은 학교 내 존재하고 있어 학

생관리가 쉽다.

표4. 영국, 한국, 스웨덴의 학교 시스템 분석표9)

영국의 교육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첨단 교육과 효과적

인 교육을 제공하게 되는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동

일 학교에서 장기간 수료를 하게 되므로 한 학생에 대하여 단기

간이 아닌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다. 그

러므로 단기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의 교육을 지속

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대학보다 의무 교육 기관의 재정이 튼

튼하다. 2011년 LG 디자인 센터 연구 조사에 의하면 영국은 연 

458억 파운드(정부재정의 12%, 2001년) 중 60%가 의무교육, 26%

가 대학에 지원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에 연간 2500만 원을 지

급하고 있어서 미국의 연간 1000만 원의 2배가 넘는다. 마지막으

9) LG 전자 디자인경영 센터 디지털 교육 관련 프로젝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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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국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에 도입하고 있다. 영국이 

1988년 교육개혁을 할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가 학력평가를 통

한 폐교, 교명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저성취도 학교를 기업이 관

리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한국의 사교육 확대와 비교되는 것으

로, 영국은 이러한 학교에 대한 리워드 개념으로 학교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10). 학교 인증제는 <표5>

와 같이 학교가 특정 분야에 뛰어난 성과나 최신 디지털 기기 도

입 등 업적이나 환경을 이루었을 때 그에 맞는 인증 마크를 주는 

것으로 인증이 많은 학교는 명문학교이며 많은 학생이 가길 원하

는 학교가 되는 것이다. 학교들도 인증제를 도입하고 마크를 따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간판이나 사이트에 본 학교가 

취득한 마크를 메인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 학교가 경쟁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 교과서와 디지털 교육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

게 습득되었다.11)

표 5. 영국 학교 인증제

10) LG 전자 디자인경영 센터 디지털 교육 관련 프로젝트 中.

11) 영국 교사 인터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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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광합성 작용의 교육 시뮬레이션 게임(Adaptive 

curriculum사)

콘텐츠 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성숙 단계에 있는 

영국의 가장 높은 교육 효과와 미래 디지털 교과서의 표본으로 

꼽히는 교육 디지털 콘텐츠 사는 Adaptive Curriculum12)이다. 

Adaptive Curriculum사의 콘텐츠 중 <그림4>의 과학 콘텐츠는 광

합성의 효과를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아

니라 식물과 산소, 이산화탄소를 직접 대입해 반응을 살펴볼 수 

있게 시물레이션화13) 해놓았으며 어린이들이 재미나게 게임을 하

듯이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와 거의 흡사한 3D 그래픽으로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사용된 컬러는 밝고 명쾌한 느낌의 고명도, 

고채도의 색감을 사용했다. 즉 교과서의 디지털화의 문제를 넘어 

교육의 풍부함과 높은 질 그리고 효과 높은 가상 체험을 제공하

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도입단계인 한국의 디지털 교과

서가 추구해야 할 방향 중 하나이다.

12) 450개 이상의 레슨 을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사로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한

다.

   Distinguished Achievement Award, Best Science Instructional Solution, 

Education Newcomer of the Year, Teachers' Choice Award, Best Middle 

School Math & Science Website 등의 상을 받는 등 상당한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www.adaptivecurriculum.com 참조.

13) 시뮬레이션: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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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국, 스웨덴 사례 연구

LG 전자 디자인 센터(유럽)에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중반까지 디지털 교과서 및 디지털 교육 매체 제안을 위한 영국 

및 스웨덴 등 교육 선진국14)의 현황 분석을 시행하였다. 디지털 

교과서 시장의 장기적 관점의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교육 부분의 

디지털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이

를 위해서 디지털 교육 선진국의 교육 실태와 장단점을 교사 및 

학생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리고 그 목적이 본 연구의 국외 디지털 교과서 및 매체 현황 분

석과 일치한다. 분석은 3개 팀15)으로 나뉘어서 스웨덴, 영국 현

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총괄 관리한 곳은 LG European Design 

Center in London에서 진행되었다. 영국은 교육 분야에 국가단위

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중심의 강한 사회적 열

의를 보이고 있다. 또한, IT의 첨단제품이 출시되면 학교에서 먼

저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교육 시장 규모가 매우 발전되어

있다. LG 사전 조사(2010)에 의하면 영국에서 교육 개혁의 선두

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으로서 글로벌 벤처 마켓의 

주 대상국이기도 하다. 스웨덴 교육은 사회복지 국가답게 복지 

개념의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인교육, 대안 학교 등 교육 

관련 신개념 실험학교 등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발전시키는 

교육 분야의 선두자이다. 

위 두 나라의 학교 중에서 디지털교육 및 디지털 교과서 분야

의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면서 각 나라의 장점을 충분히 내

포하고 있는 학교를 영국, 스웨덴 각각 두 학교를 선정하여 디지

털 사용 전 학년의 설문 조사, KJ법 및 FGI 조사를 시행하였다.

14) LG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조사 결과, 2010.

15) HEB Product Design Team, HEB GUI Design Team, HEB ISD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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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 대상 학교 Innovation Type16)

1.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영국

명문사립학교로 학사관리에 우수, 풍부한 재원으로 미래학교도의 변모 모색

2. Hatch End High School-영국

다문화권 학생 흡수, 외국어 교육이 절실, IT Based 교육이 정착화 단계

3. Futurum Skola-스웨덴

무학년제, 자율 교육의 선도, 학문적 교육보다 실질적인 생활교육에 중점

4. Young Business Creative-스웨덴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 실험, 1인 1 iMac 지급, IPhone 강의 

교재 Upload 보편화

표 6. 대상 학교 특성

위의 <표6>의 특징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

16) LG 전자 디자인경영 센터 디지털 교과서 관련 프로젝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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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교과서 관련하여 FGI를 영국 및 스웨

덴에서 실시하였다.

  

그림6. FGI 실시한 영국과 스웨덴 학생그룹(LG 디자인)

그림7. FGI 실시한 영국과 스웨덴 선생그룹(LG 디자인)

영국, 스웨덴의 FGI 및 설문 조사는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교

과서를 사용하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중 대표 집단을 랜덤으

로 선별하여서 FGI를 제한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그림6>과 <그

림7>같이 영국 학생 6명, 영국 교사 6명, 스웨덴 학생6명과 스웨

덴 교사 6명 총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관찰 결과 스웨덴은 IT사용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

이며 디지털 문화에 이미 익숙한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아날로

그 방식만큼 활용이 수월한 디자인의 교육 장치가 필요하다. 영

국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며 교사의 교육 열의가 학생들과 공유

가 될 수 있고, 학생들과 교사의 사용이 용이한 디자인의 기기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직관적인 디자인의 GUI 등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디자인이 요구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이미 디

지털 교과서에 변화에 적응하고 프린트로 수업하는 교과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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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증을 느끼고 지루해해 학업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다루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교사가 사용을 못 하는 것을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도출되었다. 그리고 교사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교

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업을 하길 원하고 있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영국 스웨덴 대상학교 4곳에서 디지털 기계를 

사용해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

며 이를 KJ법을 이용하여 그룹화 하여 <그림 9>와 같이 정리하였

다.

그림8. FGI 및 KJ법 분석 과정17)

17) LG 디자인경영 센터 디지털 교과서 관련 프로젝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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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GI결과 및 설문 분석 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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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FGI 내용 디지털교과서관련

1 수업시간에는 수업에만 집중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으로 집중력 강화

가능,디자인보강

2

수동적으로 강의만 듣는 것보다 

interactive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으면  

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게임 및 다양한 콘텐

츠디자인으로 상호 연계수업 가능

3
협동 작업을 통하여, 결과보다는 과정 

안에서 의미를 찾는 공부를 하고 싶다

단체 활동으로 지식습득을 하게하는 콘

텐츠 및 협동 디지털 테이블로 수업

4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미

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 체험 콘텐츠 디자인으로 실질적인 

체험 가능

5
때로는 환경에 변화를 주어 야외학습이

나 박물관 견학 등을 하는 것이 좋다

프린트 교과서를 준비 하지 않고 하나

의 디지털 교과서만 들고 이동이 편리

함

6
수업 내용을 쉽게 공유하고, 공유 받고 

싶다

온라인 및 인터넷으로 실시간 수업 내

용 공유 및 배포 가능

7
다양한 Media 기기를 활용, 이해도 높

은 교육을 하고 싶다

전자칠판, 디지털 교과서, 현동 책상 등 

다양한 기계사용 가능 멀티미디어 교육 

디자인 활용

8
학생 각자의 level에 맞는 수업이 진행

되면 좋겠다.

디지털 콘텐츠는 학생의 레벨에 맞는 

맞춤형 문제 출제가 가능

9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체험과 관

심이 반영된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콘텐츠의 생생한 정보와 가상 

체험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 나라의 학생들과 합동 수업

도 가능하다.

10
수업시간에 문제풀이에 대한 feedback

을 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도 디지털 콘텐츠

를 통해 교사와 실시간 연결이 되어있

으면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11
정규 수업 이외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디지털 교

과서의 콘텐츠만 제공받으면 원하는 활

아래 <표7>의 분석결과는 스웨덴, 영국의 4개 학교의 전 학년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을 선

별해 FGI 집단에게 다시 질문하며,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

고 학생과 선생의 요구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그림 

9>를 다시 휴리스틱 분석으로 시행한 결과이다. 

18) LG 디자인경영 센터 디지털 교과서 관련 프로젝트에서 스웨덴과 영국의 4개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재 및 기기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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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지원이 가능하다.

영국은 전자 칠판을 구매하면 1년 무상

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12
수업시간 별로 나누어준 프린트물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프린트자료는 금방 낡아지고 잃어버리

기 쉽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저장 

및 보관이 용이하다.

13
수업자료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필

요할 때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수업 자료를 디지털 교과서에 보관함으

로써 원할 때 프린트 혹은 스크린으로 

습득이 용이하다.

14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실 공간을 최

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하나로 통합 되거

나 병합 사용 시에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음으로 공간의 활용률이 높다.

15
언제 어디서나 공부가 가능했으면 좋겠

다.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국외에 나가도 

업데이트가 용이하므로 시간 공간에 관

계없이 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같은 내

용을 접하기 쉽다.

16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즐겁게 배우는 

과정에서 지식도 쌓여갔으면 좋겠다. 

디지털 콘텐츠의 목적은 놀이처럼 즐겁

고 재미나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데 

있다.

17
점수뿐 아니라, 취약한/노력해야 하는 

부분 결과 분석이 나오기를 원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의 탑재로 인해 점수 

및 취약 부분과 보충할 단원 등이 즉각

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18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쉽게 커뮤니케

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의 시도가 쉽고 빠르다.

19
컴퓨터를 사용 시 학교생활과 관련 없

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웹사이트 접속에는 락을 걸어

서 교육관련 활동에 충실하도록 제한을 

건다.

20
교육 기기들은 사용법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들도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나라

별 특성 및 나이를 분석하여 최대한 사

용이 간단하도록 디자인 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디지털 세대에 

적응을 하는 세대이므로 디지털 관련 

기계에 대한 적응이 뛰어나다.

 표 7. <그림 9> 의 분석결과표

<표 7>을 보면 교육상에서의 부족함을 볼 수 있으며 그 중 디

지털 교재 및 디지털 교과서로 해결되는 부분도 상당수 내포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의 학생, 및 선생 그룹의 FGI 및 KJ법 분석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선진국의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 및 디지

털 교재의 디자인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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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태이며, 이것을 선생들이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선생들은 전자 칠판 업체가 제공하는 여러 교육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에 응용하면서 동시에 선생의 재량

으로 더 나은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 수업에 이용하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학교가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에서 볼 수 있

는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디지털 매체만을 사용해 하는 수업의 

단점이 지적된 상황이므로 선생이 교육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

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디지털 교과서 및 프린트 교과

서를 적절한 콘텐츠에서 적당히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이러한 영국과 스웨덴의 

상황을 분석하여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피해 가는 콘텐츠 및 

디자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영국, 스웨덴 등 디지털 교육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일

본 등의 나라에서도 디지털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

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용 커리큘럼 교재와 전자 

교과서를 만들어 교과서 산업을 와해하고 모든 책과 학습 교재, 

그리고 평가는 디지털을 이용한 쌍방향의 학생별 맞춤 형태가 되

어야하며 실시간 피드백도 제공되어야한다’19)라고 오바마 대통

령에게 주장한바 있다. 이렇듯 해외 선진국들의 디지털 교육의 

국가차원의 투자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적 보조는 

디자인 퀼리티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려면 영

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디지털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하여 아

날로그적 교육매체와의 교육을 병행함으로서 디지털 교과서의 장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디자인을 기획해서 적용

해야한다. 한국의 디지털 교과서가 매우 발전하고 있으나 디지털 

교재로의 급작스러운 전환은 학생과 선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19) 월터 아이작슨, 안진환 역,『스티브 잡스』, 민음사, 2011, p.851, p.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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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칠 수 있으므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디자인 기획하되,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의 병행 사용의 선호도와 교육 효과가 높

았으므로 디지털, 아날로그 교육 매체의 장․단점을 보완 할 수 있

는 디지털 교과서의 디자인을 확립하는 시간과 과정을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 향후 UI 분석을 통한 구체적 디자인 방향제시 연구

예정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교재의 디자인적인 정확한 

방안 모색에서 부족함이 있으나 선진국 현황을 통한 해외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디지털 교재 및 교과서를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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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Digital Media Design Of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Kim, Jung-He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and interest in education bring big 

progress at digital device of education globally. UK which is 

advanced country of education is using digital education devices 

such as digital chalkboards, digital desks etc.  and Japan plan 

digital text book's <Ditt action plan> through the state. At 2011, 

Korea which is advanced country of internet adopted digital text 

book 2007 with mathematics, through science and English digital text 

book through the state. Korea's digital textbook is in a transition 

period, that needs case-study of advanced country of education for 

setting design guide and educational effect to Digital text book 

plan. All researches are based on LG europe design center at London, 

UK and target countries are UK and Sweden which is advanced country 

of education and a welfare state. Analysis by using FGI, KJ, survey 

of questionnaire, heuristic method, concentration observation. 

Through analytical researches prefer using digital text book with 

paper text book to using solo that can offer each advantage to user 

and teacher. Especially Interactive GUI design of digital text book 

to easy to access for teacher whom not friendly with digital device. 

When plan Digital text book content and design needs methodical  

design guide for target who students and teachers an in-depth study 

of the appraisal and metho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introduce the design plan as a basic research and giving useful 

design plan to make digital text book and digital educational media 

in industrial aspect.

Key Word : Digital Text Book, Digital Education, Digi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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