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7.674

보편적 학습 설계에 근거한 영어과 디지털 교과서 개선 방안
Prospective Changes of English Digital Textbook Based on th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김정렬
한국교원 학교 등교육과

Jeong-ryeol Kim(jrkim@knue.ac.kr)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보편  학습 설계 거를 제시하고 이 거를 활용하여 재 실험학교에서 운용되고 

있는 어과 디지털교과서를 분석함에 있다. 보편  학습 설계 거를 기 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학년과 

학 간에 의사소통기능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학습자들 에 언어  성이 있는 학생들에

게 친화 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성의 학생들은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어휘의 계열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하게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통사  복잡성은 학

교에서 갑자기 문장당 어휘수가 격하게 올라가면서 보편  학습 설계 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한 보완이 시 하다.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디지털 교과서는 멀티미디어 자원의 통합이 용이하고 

볼륨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본 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구성할 때에 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가진 

언어  성 외에 다양한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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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부에서는 2014년부터 어, 사회,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국의 100개 실험학교에 보 함으

로서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교육  목 으로 활용하

는 계기를 획기 으로 늘여가고 있다[1]. 정보기술을 활

용하여 디지털교과서를 구성할 때는 분량이 제한된 서

책형 교과서와 달리 교실 수업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가 핵심 설계 요소가 되어야 한다. 

보편  학습 설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학습 

자료가 제시되고,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동기유발 장

치를 필요로 한다. 학습 자료는 인지  수 에 따라서 

수직 으로 계열화 되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수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략과 학습 유형을 고려하여 수평 으로 계열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내용에 한 표  양식도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와 상호작용하고, SNS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교사 는 학습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고 상  

인지  학습 리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에 

한 동기유발은 흥미와 자신감을 길러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진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 과 성취의 선순환 구조를 제

공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를 만드는 연구자나 교육과정을 입안하

고 만드는 문가들과 달리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일선

에서 하루하루의 실천행 로 규정하고 행동한다. 따라

서, 의도한 디지털교과서나 교육과정이 실천  행 로 

교실의 변화를 가져오기 해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지

까지 해오던 교수행 를 어떻게 수정하여 실천하면 

보편  학습을 한 디지털 교과서나 교육과정의 정신

이 실천될 수 있는지 교사들에게 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편  학습 설계의 개념을 디지털교과서 교수

요목과 내용 그리고 학습활동 속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의 방법은 

어 디지털교과서를 UDL의 3가지 원칙(principle)인 

표상의 다양성, 표 의 다양성, 다양한 형태의 동기부여

와 9가지 가이드라인, 32가지의 세부 선택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4]. 분석결과 분석 상 디지털 교과서 

속에 보편  학습 설계에 필요한 종 , 통합  계속성

과 연계성이 어떻게 반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증될 디지털 어교과서 활용을 진할 수 있는 보편

 학습 설계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보편  학습 설계에 근거하여 재 부분 으로 출시

되고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등학교 학

교 어 디지털교과서를 종 , 통합  계속성과 연계성

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출시된 디지털 교

과서를 분석하기 해서 어과 보편  학습 설계기반 

거를 개발한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의 보편  학습설

계를 한 구조와 학습요소를 분석한다. 셋째, 보편  

학습설계를 한 어과 디지털 교과서의 의사소통 기

능과 상황의 통합  계속성과 연계성을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보편적 학습 설계와 디지털 교과서
보편  학습 설계에 한 논의는 교재, 교수법, 평가 

그리고 교실환경에 이르기까지 소외받는 학생들을 보

듬고 가는 학습을 해 학습의 모든 요소에 걸쳐져 있

다[2-4]. 좀 더 구체 으로 표상(representation)에서 인

지, 언어/기호, 이해/스키마에 한 척도가 있고 표 , 

동기유발  지속과 련된 3가지 하부 요인들로 나

어서 UDL의 범교과  분석 거를 제시하 다[4]. 우리

나라에서는 보편  학습 설계를 수학, 컴퓨터와 같은 

이과 교과에 목시킨 시도는 일부 있으나 어와 같은 

외국어 교과에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

에서는 Shelly, Davis와 Spooner(2011)의 보편  학습 

설계를 재 개발되어 보 된 디지털교과서의 연계성 

개념의 분석에 맞추어서 수정하여 분석 거로 사용한

다. 

어과 교육과정의 구체  실  수단인 디지털교과

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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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문법과 같은 언어 요소와 의사소통 기능 간의 연

계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연계성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체로 계속성과 함

께 상보  개념으로 사용된다. 계속성은 학습 목표가 

되는 언어가 반복 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개념이고 연

계성은 학습 목표가 되는 언어가 학습자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 수 으로 진 으로 난이도를 더 해서 진행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7]. 

연계성을 합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8] 합성

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주로 학교 간, 학년 간 연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종  상호 련을 의미한다. 학년 간 

합성은 계속성, 계열성과 련이 있다. 계속성은 교육

내용이나 경험을 수직 으로 조직하여 지속 으로 반

복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디지털교과서의 상

호작용성에 한 연구[21]와 내용구성의 선호도[22]에 

한 연구들이 있다.

2.2 영어 교과서 내용 분석 준거
언어요소를 심으로 한 학년간 단원간 종  연계성

의 분석은 학습해야 할 총 어 과 어휘수, 신출 어휘수, 

어휘 다양성 정도, 동일 어휘 출  빈도, 문장의 길이, 

통사  복잡성, 가독성, 속사 정보, 의미  응집성, 

명사 정보  어휘 정보 등 다양한 에서 이들 요소

를 분석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좀 더 구체 으로 항목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내용에 포함된 어휘와 어 의 수는 학습의 양을 

단할 수 있는 좋은 기 이 된다. 학습내용의 난이도

를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9]에서 어휘의 수를 학습량

을 단하는 기 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출어휘는 이  학년 는 학교 의 교육내용에 포

함되지 않고 해당 교육내용에 처음으로 등장한 어휘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출어휘는 학습자가 처음 하는 정

보이므로 신출어휘의 수가 많을수록 학습량은 증가하

게 된다. 어휘다양성은 내용어에 한 타입-토큰 비율

을 통해 악할 수 있다[10]. 타입-토큰 비율이 높으면 

신출어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독성을 측정하기 해 가장 리 통용되는 지표로

는 FRE (Flesch Reading Ease)와 FKGL 

(Flesch-Kincaid Grade Level)이 있다. FRE는 표  가

독성 지표로 0부터 100까지의 수로 산출되며, 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낮다. FKGL은 0부터 12까지 수

로 표시되며, 수가 낮을수록 난이도는 낮아진다. FRE

와 FKGL을 활용하면 교육내용으로 제시되는 텍스트

의 가독성을 하게 분석할 수 있다[11].  

Halliday와 Hasan(1976)은 속사 정보가 문장의 응

집성을 악할 수 있는 효과 인 기 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 다. 속사 정보는 속사 체의 발생률 

수를 악함으로써 분석 가능하다[12]. 의미  응집

성은 LSA(Latent Semantic Analysis)를 활용하여 측정

할 수 있다. LSA는 서로 인 한 문장들이 얼마나 의미

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로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통계법을 통해 용량 

텍스트를 100에서 최  500개의 연결된 의미 차원으로 

구분해 다[13].

명사는 교육내용에 활용되는 텍스트의 이해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명사가 많이 등장할 경우 학습

자는 해당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이 추론해야 한

다[9]. 어휘의 출  빈도는 학습의 난이도와 높은 연

성을 갖는다. 출  빈도가 높은 어휘를 학습하는 것은 

빈도가 낮은 어휘보다 수월하다[14][15]. 이처럼 어휘출

 빈도는 학습내용의 난이도를 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문장의 길이는 문장의 복잡성과도 한 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내용으로 제시되는 문장은 길

이가 길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16]. 

양지윤, 김정렬(2012)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학교 6학년 검정 어 교과서 6종과 학교 1학년 

검정 어 교과서 6종을 상으로 Coh-Metrix를 이용

하여 학교 간 교과서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텍스트 유

형별 난이도의 양상을 악하 다[17]. 

3. 연구방법

보편  학습을 한 디지털 어교과서의 설계는 기

본 으로 서책형 설계와 달리 구성된다. 무엇보다도 서

책형 교과서가 매시간 간정도 수 의 학생들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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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진도를 나가는 단선형 설계로 구성된다면 디지털

교과서는 다른 수 의 학생들이 다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는 복선형 설계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어 교과서의 

내용을 언어 요소들의 학년  단원 간 종  연계성으

로, 의사소통 기능은 어 표 이 상황과 결합할 때에 

의사소통 기능이 발 되는 통합  연계성으로 나 어 

구체 인 항목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의 

상과 내용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3.1 분석대상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출시된 행 어과 디

지털교과서를 분석 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1]

에 제시된 서책형 교과서 체용이 아니라 보완용으로 

서책형교과서와 함께 보 된 등학교 3-4학년 교과서

와 학교 1-2학년 교과서를 상으로 실시한다. 

표 1. 영어과 디지털교과서 분석 대상
분석 
상

내용의 구성 분 량

2009 
개정 
영어
과 
디지
털교
과서

<총 34주 주당 2-4시간 
분량 4수준>
•초등 3학년 12개 단원
•초등 4학년 12개 단원
•중학 1학년 12개 단원
•중학 2학년 12개 단원

초등 3-4학년: 각 68시
간

중학 1-2학년: 각 136
시간

 (총 56개 단원 204시간)

교과서의 언어요소는 구어와 문어 자료를 심으로 

단원당 신출어휘수, 문장당 평균 어휘수, t-unit당 평균 

어휘수 등을 분석하여 학년간 종  연계성을 분석한다. 

3.2 연구 도구
3.2.1 UDL 분석준거
보편  학습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어 디지털교

과서 근성 향상 방안 도출을 해 본 연구는 2009개

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 출시 에 있는 어 디

지털교과서를 UDL의 3가지 원칙(principle)과 9가지 

가이드라인, 32가지의 세부 선택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

자 한다[4]. UDL의 3가지 원칙은 표상의 다양성, 표

의 다양성, 다양한 형태의 동기부여이고 3가지 원칙

별 3가지 가이드라인 도합 9개 가이드라인과 세부 인 

32가지 선택요소는 다음과 같다.

▪ 표상(Representation; R)
새로운 어휘와 표 을 다양한 인지(Cognitive; C)방

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RC): 새로운 어휘와 

표 을 시청각정보로 제공하기, 새로운 어휘와 표 을 

청각정보로 제공하기, 새로운 어휘와 표 을 시각정보

로 제공하기

새로운 어휘와 언어를 다양한 언어 (Linguistic; L) 

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RL): 새로 나온 

어휘와 표 의 정의 제공하기, 새로운 문법과 표 에 

한 설명을 제공하기, 비언어  표 으로도 핵심개념

을 정리해주기

새로운 어휘와 언어를 이해하기 해 다양한 방법으

로 스키마(Schema; S)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다

(RS): 언어내용에 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거나 제공

해주기, 언어내용 에 요한 부분이나 큰 주제와 

계 등을 하이라이트해주기, 언어내용 정보의 처리를 경

험과 련시켜 가이드 해주기, 표 과 의사소통 기능간 

상호 련성을 상기하는 것을 도와주기

▪ 표현(Expression; E)
언어 내용에 한 이해의 표 을 인지 으로 

(Cognitive; C)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EC): 

언어를 이해하고 시각  방법으로 표 하기, 언어내용

과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청각  방법으로 제공하기, 

언어를 이해하고 표 할 수 있는 시청각  방법으로 표

하기

언어 내용을 이해하고 표 하는 언어  (Linguistic; 

L)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

(EL): 언어내용을 이해하고 의사 달에 필요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언어내용을 이해하고 작성

과 문제 해결을 한 언어  도구를 제공해주기, 어휘

와 표 에 한 연습과 수행을 진할 수 있는 언어활

동 제공

언어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키마

(Schema; 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ES): 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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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필요한 스키마 사용을 진해주기, 외국어를 잘 

하는 친구들의 학습 습 을 알려주기, 언어학습 내용과 

경험을 련시켜주기, 언어학습에 한 진도를 모니터

링하는 능력 키워주기

▪ 동기 (Affective Motivation; A)
언어학습에 한 흥미를 가지도록 다양한 인지  

(Cognitive; C)선택권을 제공한다(AC): 언어학습과 

련된 인지 인 선택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언어학습

에 한 가치와 참신함에 한 인식을 증강시키기, 언

어학습의 단 과 주의분산 요소들을 이기 한 

인지  노력

언어학습에 한 노력과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Linguistic: L) 선택권을 제공한다(AL): 

언어학습에 한 언어  성취목표와 가치를 높여주기, 

언어학습에 한 도 과 지원을 다양한 언어  수 으

로 제공하기, 언어학습을 한 력과 의사소통을 장려

하기, 언어학습에 한 완성 지향  언어  피드백을 

증진시키기

언어학습에 한 자기규제를 해 개인의 경험과 

련된 스키마(Schema; S) 형성을 진한다(AS): 언어학

습에 한 개인의 목표설정과 기 치를 안내해주기, 언

어학습을 한 기술과 략을 융합하도록 스키마 활성

화, 자신의 언어학습에 한 자기평가와 성찰을 발 시

켜나갈 수 있는 경험

 

3.2.2 종적 계속성과 연계성 분석
종  연계성의 분석은 어휘와 구조와 같은 언어요소

를 심으로 실시한다. 먼  분석요소를 설정하고 분석

요소에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분석 범주를 끌어내고 그 

특성을 악한 다음에 이들 특성을 근거로 종  연계성

을 분석한다. 분석 요소의 범주화를 통해 범주와 각 범

주별 UDL 분석요소를 도표화해서 종  연계성 측정 

기 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각 범주별 UDL 분석요소 선정
범  주 UDL 분석요소
학습량 어휘 수, 어절 수, 신출어휘 수, 어휘다양성
난이도 가독성, 어휘출현 빈도, 문장의 길이, 통사적 복잡성
응집성 접속사 정보, 의미적 응집성 
이해도 대명사 정보
추상성 어휘정보
복잡성 문장의 길이, 통사적 복잡성

분석 범주는 술한 분석 요소를 보편  학습 설계의 

범주에 따라서 표상측면, 표 측면, 동기유발 측면에서 

학습량, 난이도, 응집성, 이해도, 추상성, 복잡성의 각 

범주별 분석요소들이 제시되는 양태를 분석한다. 

 

4. 결과 및 논의

4.1 영어과 보편적 학습 설계기반 준거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 시문을 

어느 정도 반 하고 있는지 각 범주에 따른 분포도를 

분석한다. 한종임, 성춘자, 고범석, 정의석(2008)이 연구

한 분석 도구를 응용하여 수 별 등 어 디지털교과

서의 의사소통 기능이 각 수 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분포 정도를 분석하여 [표 3]과 같이 나타낸

다[18]. 

표 3. 의사소통 기능의 수준별 분포도 분석 도구

개정교육과정 
의사소통 기능

UDL 의사소통기능 계속성 연계성(%)
초3학년 초4학년 중1학년 중2학년

R E A R E A R E A R E A
진술하기/
보고하기

C
L
S

질문하기
C
L
S

질문에 
답하기

C
L
S

요청하기
C
L
S

분석 방법은 [표 3]에서 나온 결과를 2009개정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능 시문을 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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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 분류 항목을 분류한 다음 이를 각 단원별

로 분포도를 조사하여 각 수 에 총합하여 각 의사소통 

기능의 학년별 디지털 교과서의 계속성과 연계성이 

UDL 거를 충족도를 지표화하여 빈도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4.2 의사소통기능의 학년간 분포 
등학교 3, 4학년 디지털 교과서와 학교 1, 2학년 

디지털 교과서의 화문을 60개의 의사소통기능별로 

분류한 후, 각 학년별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상  4개 

항목을 추출하 다. 각 항목별로 보편  학습설계에 근

거한 학년별 표상(R), 표 (E), 동기(A)별로 인지(C), 

언어(L), 스키마(S)를 의사소통기능별로 빈도수를 살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의사소통기능의 학년간 분포 

순 의사소통
기능

빈도수
초3학년 초4학년 중1학년 중2학년

R E A R E A R E A R E A

1

진술
하기
와 
보고
하기

C 67 45 19 62 47 14 97 89 26 91 82 22

L 95 87 47 106 98 42 217 189 73 235 191 68

S 6 9 12 9 7 10 15 21 17 18 17 15

2 질문
하기

C 56 42 13 51 39 9 86 72 22 83 75 15

L 87 66 38 99 78 31 187 157 65 211 169 56

S 5 8 9 7 4 6 14 19 15 14 12 11

3
질문
에 
답하
기

C 48 37 16 42 35 11 92 79 25 89 83 19
L 82 71 39 72 69 37 207 193 67 227 201 61
S 7 9 9 8 6 6 16 21 16 15 13 12

4 요청
하기 

C 41 36 31 21 18 11 54 51 17 82 71 19

L 59 54 21 47 41 32 78 122 85 187 137 47

S 3 5 6 6 4 3 14 11 11 13 10 8

[표 4]의 학년별 어교과서 의사소통기능 에서 최

다빈도에 해당되는 의사소통기능 4개를 선택해서 이들

에 한 보편  학습설계에 근거한 각 요인별로 차지하

는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의사소통기능은 진술하기

와 보고하기,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 요청하기의 순

으로 나타났다. 3, 4학년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의 

의사소통기능수가 높은 반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표

상  인지 빈도는 서서히 어들고 학교의 경우는 수

업시수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의사소통기능 수가 

단순 비교하여 다소 늘었지만 실질 으로는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요청하기를 제외한 세 가지 항목은 정보 달을 목

으로 하는 기능으로 세 항목의 비율 합은 학년별로 

37~44%에 이른다. 교육과정상의 권장 의사소통기능 수

가 60개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특정 의사소통기능에 

편 되어 있는 것을 악할 수 있다. 어교과서 4종에

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 총 빈도수는 3학년 1215개, 4

학년 1385개이고 학교 1학년 1547개, 학교 2학년은 

1578개 다. 등학교 3, 4학년 어교과서와 학교 1, 

2학년 어교과서 제시 빈도 편차가 약 300개 내외로 

수업시간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아니다. 등학교 3, 4

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의 어교과 시간이지만 학교 

1, 2학년은 일주일에 4시간의 어교과 시간이라는 것

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 의 의사소통기능 빈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등학교는 의사소통기능에 기반

을 둔 듣기와 말하기 심으로 이루어지고 학교는 듣

기와 말하기 이외에 상당한 양의 문어 교육, 특히 읽기 

교육이 심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말해, 

등학교 교과서가 구어 심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학교 교과서는 읽기와 쓰기 차시의 비 이 크기 때문

에 상 으로 체 인 구어 양이 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보편  학습설계와 련해서는 표상  언어  형태

로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꾸 히 늘어가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학생들의 스키

마를 활용하는 표상은 주로 활동의 도입부에 나타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꾸 히 늘어난다. 표  인지 역

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어들고 언어 역은 반

로 서서히 늘어난다. 

새로운 의사소통기능이 제시되는 비율이 학년에 따

라 차 늘어나기는 하지만 등과 등 교과서에 제시

된 의사소통기능 간 보편  학습설계에 근거한 요인별 

빈도수의 차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표상이 표 보다 앞서고 표 은 다시 동기보다 높

은 출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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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언어  제시빈도가 가장 높

고 인지  제시가 그 뒤를 따르고 실제로 스키마를 활

성화 하는 장치는 상 으로 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제시 방법은 좌뇌 인 언어  

성이 높은 학생들 주로 교과서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

어서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교사가 의도 으로 수업내

용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

의 련성에 해서 회의를 품고 궁극 으로 수업에 인

지 으로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등학교보다 학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서 학

생들의 수업에 한 참여도가 상 으로 학교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4.3 의사소통기능의 학년간 계열성 
학년 간 교과서가 의사소통기능 측면에서 연계성을 

갖기 해서는 학년에 따라 문장의 길이가 확 되거나, 

복잡한 구조로 반복되며 다양한 표 이 나타나야 한다. 

UDL 분석 요소를 심으로 의사소통기능의 계열성을 

살펴보기 하여 화문 코퍼스를 통해 의사소통기능

항목 별 문장을 추출한 후 표 인 문장을 학년 간 비

교 하 으며, Coh-Metrix를 통한 검증을 병행하 다. 

진술하기와 보고하기는 학년별로 제시된 빈도 수가 

가장 높은 항목이다. 교육과정 의사소통기능 시문에

는My sister is a nurse/..., It's on the right/left., I'm 

taller than..., I met..., They will... 과 같은 문장들이 

등권장기능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문에서 보

듯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표 은 의사소통 내용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으로 집필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별로 

다양하게 집필된 문장 형태  표성을 갖는 표 을 

선택하여 학년간 직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표 5]와 같이 Coh-Metrix 분석 결과만을 통해 의사소

통기능이 계열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표 5. 진술하기와 보고하기의 Coh-Metrix 분석 결과
분석항목

학년 

3 4 1 2

문장 길이 단어수 평균 3.88 4.10 5.72 6.82  
표준편차 1.36 1.24 2.30 2.66 

어휘 길이 철자수 평균 3.02 3.27 3.67 3.98  
표준편차 1.62 1.83 2.02 2.13 

어휘다양성 타입_토큰 비율 0.18 0.26 0.34 0.45 

통사적
복잡성

본동사앞 단어수 
평균 0.73 0.83 1.25 1.94  

명사구 수식어 수 
평균 0.65 0.28 0.59 0.66 

문장의 길이 항목에서는 3학년의 경우 단어 수 평균

이 등학교 3학년 3.88, 등학교 4학년 4.10, 학교 1

학년 5.72, 학교 2학년 6.82로 학년에 따라 문장 길이

가 진 으로 확 되고 특히 학교 1학년과 2학년 사

이의 차이는 상 으로 문장의 길이가 크게 증가하

다. 평균 철자수로 측정하는 어휘 길이 항목 역시 등

학교 3학년 3.02, 등학교 4학년 3.27, 학교 1학년 

3.67, 학교 2학년 3.98로 각 학교  내에서 학년이 올

라갈수록 조 씩 길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은 구나 

측할 수 있다. 

어휘 다양성 항목에서는 등학교 3학년의 경우 0.18

이고 등학교 4학년은 0.26으로 학년간 차이는 있지만 

제시된 어휘가 비교  자주 반복하여 나타난다. 학교 

1학년의 경우는 0.34이고 학교 2학년은 0.45로서 마찬

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복율은 떨어지고, 마찬가

지로 등학교 교과서에 비해서는 반복율이 상당량 떨

어져서 타입-토큰 비율이 높아져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기능에 사용된 어휘가 학년간 연계성 있게 제시되고 있

다고 단할 수 있다. 

본동사 앞 단어수는 통사  복잡도를 측정하는 거

가 되는데[19], 본동사 앞의 단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분지 언어인 어의 이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하고 통사 인 이유로 이독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통사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학교 3학

년 0.73, 등학교 4학년 0.83이고 학교 1학년 1.25, 

학교 2학년 1.94로 높아져 학교 간 학년간 통사  복

잡도가 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학년 교과

서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이 언어 형태 측면에서 계열

성을 이루고 있으나 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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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도가 상 으로 격한 복잡도 상승을 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통사  복잡도는 명사구

내에서 명사구 평균 수식어수는 평균 으로 얼마나 많

은 수식어가 명사 앞에 오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

가 높아질수록 문장의 형태가 복잡해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19]. 특이하게 등학교 3학년의 수치가 0.65로 

가장 높게 나오고 등학교 4학년에서는 0.28이고 학

교 1학년은 0.59이고 학교 2학년은 0.66으로 차 확

되었다. 3학년의 명사구 도가 가장 높게 나온 이유

는 수세기에 한 표 을 처음 학습하면서 'One, two, 

three, four, four cows.'와 같은 문장들이 교과서별로 

반복하여 제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명사 수식

어가 길어지긴 하 으나 문장의 난이도나 복잡도가 증

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3학년의 통사  복

잡성 수치를 제외하면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기능은 학

년에 따라 문장 길이가 길어지며, 타입-토큰 비율이 높

아지고, 통사 으로 복잡해져 계열성을 이루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언어의 형식  복잡도로 조사해본 의사소통기능의 

계열성은 동일 의사소통기능 내에서 나선형식으로 심

화확  되어간다는 기능  교수요목의 구조성을 일부 

학년을 제외하면 비교  잘 반 하고 있다. 그러나 

등학교 3, 4학년 어교과서에서는 상황맥락이 명확

히 제시되고 있으나 학교 1, 2학년 교과서의 경우 

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화의 상

황에 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  교수설계를 고려한 의사소통 기능의 나

선형 구조를 구 하는데 어려움을 래한다. 왜냐하면 

보편  교수설계를 반 하기 해서는 동일한 의사소

통기능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 화

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편  학

습설계의 구조  복잡성이 체계 으로 반 될 수 없다. 

분석결과를 보면 언어  표상을 심으로 언어  인지

학습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을 심으로 계열화되어 있

다. 이는 언어  표상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는 

반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스키마를 활용하는 표상이

나 표  인지 역과 정의  역에 한 고려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동일 

의사소통기능 내에서 구조  요인들에 표 역과 정

의  역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

호도를 고려한 철 한 보편  학습에 기반한 나선형 구

조 설계가 반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편  학습 설계를 해서 지식 정보

화 사회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어교육의 근간이 되는 어디지털 교과서를 분석하

다. 어과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분석과 계열성 분석

을 보편  학습 설계를 한 디지털교과서의 종  계속

성과 연계성의 기 은 교과서에 나타나는 내용체계  

언어 요소의 복성과 복잡도의 계열성을 분석함으로

써 알 수 있고, 통합  계속성과 계열성은 동일 의사소

통 기능의 시문이 상황  요인들과 결합하는 양태를 

조사하여 나선형으로 나타나는 계속성과 의사소통 기

능 시문의 난이도, 계열성을 고려하여 연구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 다. 행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

를 그 로 옮겨놓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서책형 교과서

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20],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 2009 개정교과서의 

경우 학년간 의사소통 기능 간 계열성과 동일 의사소통

기능의 나선형 구조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표상  인지

학습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구성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수정 보완하기 해서는 상황의 제시가 분

명해서 그 속에서 학생들이 참여자로서 사회 , 심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경험을 반 할 수 

있도록 하여 스키마를 통한 표상의 학습 면이 넓어

질수록 함과 동시에 표 역과 정의  역의 계열화

도 어과 디지털교과서의 보편  학습설계에 반 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교과서 자료를 가지고 교실 수업

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병존될 서책형 교과서와 상보  

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책형 교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7682

서가 교사주도 인 새로운 표 의 제시와 상황  연계

성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기능간의 개념  확산

을 목표로 한다면 디지털 교과서는 보편  학습 설계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수 과 학습유형에 맞추어

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내재화 

해나가는 도구로 활용되는 상보  계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근거로 해서 학교 장에서 교

사들이 학생들의 어능력 신장을 한 디지털 어 교

과서의 학교수업을 돕는 매체로서 보편  학습이 활성

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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