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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의 등학교 컴퓨터 교육을 한 디지털 교과서를 설계하고 구 한 것으로서, 디

지털 교과서의 장 인 상호작용성을 극 화하여 개인의 수 과 선택에 따라 자율 으로 공부 할 수 있는 자

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로 본 연구에서는 엑셀의 차트 

기능을 활용하 다. 구 된 디지털 교과서를 등학교 학습자들을 상으로 평가해본 결과 기존에 활용되던 

인쇄형 자료에 비해 차트를 작성하는 과제의 수행시간이 단축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igital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 computer education based on smart 

phone. It suggests how to cultivat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depending on the level and selection of individuals by maximizing 

on interaction as advantage of digital textbooks. As the content of the digital textbooks, this study used Excel's charting 

capabilitie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elementary learners having a implemented digital textbook, execution time of creating 

a chart is reduced in comparison with paper-based textbook us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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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학교의 교육환경도 변

화시키고 있으며 표 인 변화로는 바로 디지털 교과

서의 도입이다. 정부는 시 에 맞는 인재 육성 방안

으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신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2014년 학습 장에 면도입을 목표로 실행 이며, 

2007년부터 본격 으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

획을 실행하 다[1][2].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PC기

반의 환경에서 구 되고 있으며, 컴퓨터교과가 정규교

육이 아니므로 교과부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포함되

지 않고 있어 이마  개발되지 않는 형편이다. 

Regular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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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과 선택에 있어 등학교 컴퓨터 교육을 

담하고 있는 컴퓨터과목의 선택이 가장 높고, 컴퓨

터 수업을 선택한 학생의 48%는 워드 로세서 자격

증 취득과 같은 실용 인 부분에 높은 심을 나타냈

다. 최근 디지털 교과서 환경이 PC에서 IPAD와 같은 

테블릿 기반으로 변화됨에 따라 방과 후 수업에 있어 

테블릿 PC기반의 컴퓨터 교육을 한 디지털 교과서

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3][4][5].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등학교 컴퓨터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디지털 교과서의 다양한 상호작용

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수

과 선택에 따라 자율 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

도학습을 가능하게 하는데 을 두어, 자기주도학습 

도구로써 스마트디바이스와 디지털 교과서의 장 을 

최 화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설계·구 하 다.

Ⅱ. 디지털 교과서 설계

본 연구를 해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제 근 교수설계 원리

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 다. 체제 근 

교수 설계는 수업 비와 계획을 개념화 한 것으로 

교수설계과정을 체계 으로 안내한다는 에서 교육

로그램 설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6][7].

교수 체제 설계 모형  ADDIE 모형이 표 이

다. ADDIE 모형은 교수체제 개발의 주요 차인 분석

(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를 표하는 말로 

교수설계의 기본모형으로 불리며 실행 차는 그림 1

과 같으며 이 모델을 바탕으로 설계된 본 연구방법 

 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ADDIE 모형의 수행 차
Fig. 1 Execution process of ADDIE model

그림 2. 연구방법  차
Fig. 2 Research method and process

본 연구에서는 ‘ · 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

지침 개정안  해설서’의 내용과 방과 후 교육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OA소 트웨어 활용 교수내용에서 

공통 을 가지는 부분인 활용 지침서 2단계의 숫자와 

문자 정보의 표 방법과 엑셀 소 트웨어의 활용 부

분에 을 두었다. 한 수학 교과와의 연계성이 높

은 엑셀 실습 교육 에서 차트기능을 이용한 통계 

자료를 다양한 그래 로 나타내는 부분을 선정하 다.

‘정보처리의 이해와 정보 가공과 공유’의 목표는 정

보 처리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며 특히 정보 처리를 해 숫자와 문자 정보의 표

하는 방법을 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

다[8][9].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 시킨 교과별 활용방법

을 보면 그림 3과 같이 수업을 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림 3. 통계자료 표  방법  이해 교육을 
한 목표

Fig. 3 Standard method of statistics and the 
goals for understand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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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운  지침과 재 방과 후 수업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스 드시트 활용 소 트웨어 실습 

과정 그리고 등학교 수학 교과 수업 내용을 고려하

여 ‘통계 자료를 다양한 그래 로 나타내기’ 부분에 

을 두었다.

2.1 교수 목표의 선정

컴퓨터교육은 지 , 정의 , 기능  역으로 구분

되어 있음에도 방과 후 컴퓨터 수업은 주로 기능  

목표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컴퓨터 활용은 

개인의 지 활동이며, 소 트웨어는 이러한 활동을 도

와주는 도구의 확장으로 보아야하므로 지 목표가 기

능  목표를 통해서 실  되며, 이러한 실 과 달성을 

통해 정보통신의 기본 인 소양과 정의  목표가 달

성된다[10]. 컴퓨터 교육의 목표 구성은 그림 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교수목표  교수학습 진행 방향
Fig. 4 The direction of instructional objectives and 

teaching-learning

2.2 학습 시나리오 구성

교과서는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순서

에 맞추어 도입, 내용 개, 시범, 학습자의 수행행동 

유도, 피드백 제공  학습 정리 순으로 구 한다. 

도입단계에서는  시간의 수업 내용을 물어보고, 

학습목표 제시하며, 내용 개단계에서는 차트의 필요

성과, 개념, 종류 구성에 해 상호작용 가능한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시범  학습자의 수행행

동 유도 단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엑

셀의 차트마법사를 이용해서 차트를 그리고 수정하는 

법을 보여주고 설명한다. 피드백 제공  학습정리단

계에서는 차트의 종류와 구성에 한 퀴즈를 제시하

고 차트를 직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5는 이를 도식화 한 학습시나리오 구성도이다.

 

그림 5. 학습시나리오 구성도
Fig. 5 Learning scenario diagram 

일반 으로 학교 수업환경의 제약 때문에 컴퓨터교

육은 강의와 시범실습이 혼합하여 사용되며, 디지털 

교과서 역시 이러한 학교 수업환경을 고려하여야한다

[11][12]. 수업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한 디지털 교과서

의 교수·학습모형  세부 활동은 그림 6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6. 교수·학습 시나리오별 세부 활동
Fig. 6 Detailed activities for each teaching-learning 

scenarios

Ⅲ. 디지털 교과서 구

본 논문에는 그림 7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디지털 

교과서를 구 하 다.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한 iOS

기반의 스마트디바이스에서 읽을 수 있는 디지털 교

과서로, 상호작용 기능을 해 HTML5와 Java 

Scripts를 사용하 고, 멀티미디어 일의 포맷은 

MPEG4와 MPEG layer3 포맷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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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디지털 교과서의 페이지 구조
Fig. 7 Page structure of digital textbook

3.1 인터페이스 구조

디지털 교과서의 시작은 자책장을 통해 근할 

수 있으며, 그림 8과 같이 구성되었다.

그림 8. 교과서 시작 화면
Fig. 8 Textbook main window

디지털 교과서의 기본 인터페이스 화면은 그림 9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화면 쪽에 6가지의 메뉴가 

있다. ① 보 함으로 이동, ② 목차로 이동, ③ 메모장 

불러오기, ④ 화면밝기 조 , ⑤ 검색기능, ⑥ 책갈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 함으로 이동은 교과서를 보다가 그림 8의 책장

으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목차로 이동 기능

은 디지털 교과서의 목차를 펼쳐 바로 이동할 수 있

도록 한 기능이며, 디지털 교과서 사용  해당 페이

지에 필기나 강조를 할 수 있는 메모장 불러오기 기

능을 제공한다. 하이라이트 기능은 해당 페이지에 강

조를 하기 해 사용되는 기능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단어를 1  이상 터치하면서 드래그하면 책에 형 펜

을 칠할 수 있다. 한 화면의 밝기를 조 할 수 있는 

화면 밝기 조  기능과 책갈피 기능을 구 하 다.

검색  선택기능은 단어를 1  이상 터치할 때 작

동되며 용어사 에서 뜻을 불러오거나 용어집에 없을 

경우 웹을 통한 검색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림 9. 인터페이스 화면
Fig. 9 Interface window 

3.2 학습 기능 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수 별 학습 기능 

구 에 을 두었다. 

그림 10. 데일의 경험의 원추
Fig. 10 Dale's cone of experience

수 별 학습은 수직  학습과 수평  학습으로 나

어 구성하 다. 수직  학습은 학습의 난이도를 뜻

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수 에 따라 보수 의 학습

자는 차트 마법사를 이용하여 차트를 손쉽게 작성하

는 방법을 배우고, 고 수 의 학습자는 차트의 도구

모음을 이용하여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

도록 하 다. 수평  학습은 학습자의 수 에 따라 인

터페이스의 자유도  자료의 정 도를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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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  사용자에게는 문자와 같은 추상 인 매체

로 달하며, 자는 그림을 통한 순차 인 시연 정

보를 제공하고, 보수 의 학습자는 직  목  

경험이라는 시연 동 상을 제공하도록 하 다. 수 별 

학습을 하여 그림 10의 데일의 경험의 원추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 다[13]. 학습을 한 상호작용은 크게 

펼침형 상호작용과 역형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상호

작용으로 구분하 다. 

펼침형 상호작용 기능은 소 트웨어의 작동 순서와 

같이 순서가 있거나, 유사한 개념들을 한꺼번에 학습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림 11과 같이 학습 내용 

달을 해 한 페이지에서 련된 여러 그림을 탐색하

고 설명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교과서에

서는 이러한 기능을 다양한 차트의 종류 설명과, 차트 

작성을 한 제작 단계를 설명하는데 사용 하 다. 그

림 11에 있는 ① 내용설명 역으로 이 역을 드래

그하거나 이동 할 경우 의 그림과 설명으로 이동 

할 수 있으며, ② 멀티미디어 조  인터페이스 역으

로 직  선택하여 이동 할 수 있다. ③ 멀티미디어 정

보 역으로 그림 부분을 두 번 터치 할 경우에 ④와 

같이 체화면에서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림 11. 펼침형 상화작용
Fig. 11 Unfolding interaction

역형 상호 작용기능은 소 트웨어의 인터페이스

와 같이 한 화면에 다양한 개념을 설명할 경우 사용

하는 학습기능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트의 구성 요소, 

실습 차트의 제작 시 등을 보여  때 사용하 다.

그림 12. 역형 상호작용
Fig. 12 Area interaction

그림 12에서 ①의 이블 부분을 터치하면 ②와 같

이 좌측 역에 자세한 기능 설명이 나타날 수 있도

록 하 다. 이러한 상호 작용 그림 제시 기능은 호기

심에 의한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차트 

등을 제작할 때 궁 한 기능을 즉각 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멀티미디어 상호작용은 실습을 한 차나 과정을 

보여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그림 13과 같이 차트

의 제작  수정에서 사용되는 직 인 목격을 한 

실습 상  음성 설명에 사용된다. 그림 13과 같이 

가장 기본 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제어 기능

이 구  된다. 

그림 13.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Fig. 13 Multimedia interaction

디지털 교과서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달성하기 

한 평가 기능은 그림 14와 같다. 학습한 내용을 복습

하기 해 퀴즈 풀이를 할 수 있으며, 퀴즈 풀이 정답

과 이에 한 해설을 확인함으로써 학습자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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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문제풀이  정답확인
Fig. 14 Problem solution and correct answer check

Ⅴ. 실험 평가

디지털 교과서의 평가를 해 총 남자 등학생 20

명을 상으로 10명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

어 차트를 그리는 기능 평가를 실시하 다.

디지털 교과서 인쇄물

학생1 501 학생11 830

학생2 464 학생12 920

학생3 502 학생13 수행못함

학생4 473 학생14 798

학생5 498 학생15 844

학생6 510 학생16 876

학생7 446 학생17 915

학생8 513 학생18 903

학생9 488 학생19 897

학생10 495 학생20 892

평균 489 평균 875

표 1. 과제 평균 수행시간
Table 1. Assignment average execution time 

실험집단에는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는 방법을 안

내하고, 비교집단에는 인쇄물로 학습방법을 제시하여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모든 학생들이 학

습을 마친 후 10분 내에 차트를 그릴 수 있는 동일한 

수행 문제를 제시하여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

정하 다. 측정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들이 더 빠르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

서를 사용한 집단에서는 수행을 하지 못한 피험자가 

없기 때문에 동기 유발 측면에서도 디지털 교과서가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정부의 ICT교육 운  안을 바탕으로 스

마트폰 기반의 등컴퓨터 디지털 교과서를 설계하고 

구 하 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의 장 인 상호작용성

과 개인의 수 과 선택에 따라 자율 으로 공부 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는 기능을 극 화 하

는데 을 두었다.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로는 국

가교육과정에서 ICT 운  지침과 방과 후 수업에서 

활용되는 분야와 공통 을 가지는 엑셀의 차트 기능

을 활용 하 다. 기존의 PC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상 심의 단조로운 상호 작용을 가졌다면 본 연구에

서는 펼침형 상호작용과 역형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상호작용으로 나 어 설계  구 하 다. 디지털 교

과서를 평가해본 결과 기존에 활용되던 인쇄형 자료

에 비해 과제의 수행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도 포기

율도 낮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더 폭넓은 내용에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를 개

발하고 이에 한 보  방안  작권 문제에 한 

구체 인 개선 방향에 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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