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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비수학교사들의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에 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충청북도 소재한 H 학교의 수학교육과에 재학 인 52명의 비수학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하 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에 정 으로 인식하

으며, 상호작용에 해서도 보통으로 인식하 다.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흥미 요인에 

해 정 으로 인식하 으며, 디지털교과서가 학생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 보통으로 인식하 다. 비수

학교사들은 디지털교과서가 수업운 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보통으로 인식하 다. 일부 비수학교사

들은 함수 역과 기하 역에서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함을 강조하 으며, 일부 비수학교사들은 서책형 

교과서가 더 합하다고 하 다. 본 연구는 향후 사범 학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에 한 비교사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한 기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 중심어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예비수학교사∣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perceptions  for 

mathematics digital textbook. To do this, we provided a questionnaire to 52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and analysed the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 was investigated using 

5 point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perception on effectiveness of mathematics digital textbook was positive. 

Second, the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perception on interaction of mathematics digital 

textbook was normal. Third, the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perception on interest of 

mathematics digital textbook was positive. Fourth, the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perception on students’ health of mathematics digital textbook was normal. Fifth, the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perception on class-management of mathematics digital textbook was 

normal. Sixth, some preservice mathematics responded that mathematics digital textbook was 

efficient to teach a function or a geometry, others responded that paper textbook was more 

efficient to teach a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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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 반에서 정보 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부분의 국민이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에서 책은 종이로 만든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에 변화를 

주어 e-book, 웹툰과 같은 다양한 자책의 형태로 개

발되었으며 학교 교육도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변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

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는 스마트교육 추진 략과 실행 계획을 발표하 으며, 

스마트교육을 실 시키기 한 주요 략  하나로 디

지털교과서를 제시하 다[1][2].

디지털교과서는 1990년 부터 정책 으로 연구되기 

시작하 으며 2006년부터 연구학교의 운 을 통해 개

발 방향과 효과성 등을 지속 으로 검하 다[3]. 교육

인 자원부는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향’[4]에서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서책

이 가지는 장 과 아울러 검색․내비게이션 등의 부가 

편의 기능, 그리고 애니메이션․3D 등 멀티미디어, 학

습 지원 기능을 구비하여 편의성과 학습 효과성을 극

화한 디지털 학습교재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 으며, 

2008년에는 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수학과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연구학교에서 시범 으로 활용하

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에 한 효과성 

연구와 수업 모형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5][6]. 이후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교육 추진 략’에서 

수학, 어, 사회, 과학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계획되

었으나 2012년의 ‘스마트교육 추진 략에 따른 교과서 

개선 계획(안)’에서 수학과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무기

한 연기되었으며[1][2][7], 2016년의 ‘2015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발 방향 연구’에서도 수학과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제안되지 않았다[8]. 하지만 2016

년 6월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 . 등

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안)」 행정 고’를 통

해 등학교 3-6학년의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를 국정교

과서로서 개발 공 하겠다고 하 다[9].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10][11]. Visual Math는 이스라엘 Haifa 

학의 Yerushalmy와 Shternberg에 의해 개발된 디지

털교과서로 일차함수와 이차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어그램과 시각  표 을 활용하여 수와 함수와

의 연결, 일차함수와 이차함수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12]. Epodreczniki.pl은 폴란드의 디지털교과서로서 

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여러 과목이 개발되어 있

다. 특히 Epodreczniki.pl의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에는 

GeoGebra Web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학  탐구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13]. 마찬가지로 미국의 

McGraw-Hill이 제작한 디지털교과서 ‘Algebra 2’와 일

본의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작도구인 ‘dbook’도 학

생들의 활동을 통한 수학  탐구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 으로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에 심

을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  조작 활동을 기반으로 

한 탐구에서 나타나는 효과성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

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 변호승 외의 연구[14]에서는 학업 성취가 

낮거나 학습 격차가 큰 지역의 학생들에게 수학과 자

교과서가 효과 이었으며, 방정숙 외의 연구[6]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이 교사의 문제해결력 수업 방법

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 수학과 문제해결력 신장에 효과

이었다. 변호승 외의 연구[15]에서는 수학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농산어 지역과 도시지역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향을 주었으며 수학과 

문제해결력 신장에 도움을 주었고, 노정민 외의 연구[5]

에서는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에 한 인식과 흥미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수학  원리  개념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박웅규

와 안병홍의 연구[16]에서는 웹코스웨어를 등학교 4

학년의 각도 학습에 용한 결과 학업성취도 향상과 흥

미, 자기주도  학습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조은순

과 김인숙의 연구[17]에서는 온라인 게임형 콘텐츠를 

학교 수학수업에 용한 결과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학습 동기 향상에 정 인 향을 주었다. 허남구와 

류희찬의 연구[10]에서는 활동 심의 수학과 디지털교

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 인 개념을 이해와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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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학생들의 수학  추론  

정당화, 수학  의사소통에도 도움을 주었다. 해외의 수

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에 한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아이디어를 확인

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18]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19].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으로부터 나타나는 효과는 디지

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인식과 수업 방법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5][6][14][20-22]. 따라서 디지털교

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인식에 한 연구와 교사교육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직교사의 재교육과 비

교사의 교육을 해 직교사와 비교사의 인식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져야 한다. 직교사의 재

교육을 한 직교사의 인식에 한 연구는 상당수 이

루어졌지만[3][8][20][23], 사범 학에서의 비교사 교

육을 한 첫 걸음인 비교사의 인식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학과 디지털교

과서에 한 비수학교사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향

후 사범 학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에 한 비교

사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것

이다. 본 연구의 목 은 비수학교사들의 수학과 디지

털교과서에 한 인식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

털교과서의 활용에 한 비교사 교육 로그램의 개

발에 한 시사 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를 해 아

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 다.

비수학교사의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다양한 요인

(효과성, 상호작용, 흥미, 학생 건강, 수업 운 )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해 충청북도에 소재한 H 학교 수학교

육과에 재학 인 비수학교사 52명이 참여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52명의 비수학교사는 H 학교에 개설

된 수학교육공학과 련된 강의를 1강좌 이상 수강하

으며 이를 통해 학교수학에서의 공학 도구의 활용에 

해 학습한 경험이 있었다. 52명의 비수학교사는 1

학년 28명(남: 22명, 여: 6명)과 4학년 24명(남: 16명, 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해 선행연구[8][15][24-26]에서 제시한 

디지털교과서와 ICT의 인식에 한 평가항목들을 수정

하여 [표 1]과 같이 구성하 다.

본 검사지를 통해 비수학교사들의 수학과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 상호작용, 흥미, 학생건강, 수업운 에 

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검사도구의 모든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생건강과 수업운

의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도구의 각 요인

에 한 Cronbach’s 의 계수는 효과성은 .822, 상호작

용은 .736, 흥미는 .795, 학생건강은 .881, 수업운 은 

.742이다. 한 비수학교사들이 수학과 디지털교과서

의 개발에 있어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자유

반응문항을 별도로 제시하 다.

요인 검사문항 신뢰도 출처

효과성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822

[15]
[24]
[25]
[26]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신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다.
수준별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더 많은 교육적 내용이나 경험을 학생에게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상호작용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736
[24]
[25]
[26]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토론과 협동학습이 강조하는 수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흥미
수업의 동기 유발이 용이해 질 것이다.

.795
[24]
[25]
[26]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어 할 
것이다.

학생건강
학생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에 대한 중독이 
심해질 것이다. .881 [8]

[26]학생의 건강에 악역향을 미칠 것이다.
수업운영 학생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742 [8]

[26]교권이 하락할 것이다.

표 1. 검사도구의 문항

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PSSWIN 12.0 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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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하 다. 비수학교사의 수학과 디지털

교과서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알아보았으며, 단일표본 t검정

을 실시하여 통계  유의성을 분석하 다. 자유응답문

항에 해서는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에 해 정 인 

응답, 부정 인 응답, 립 인 응답으로 나 어 분석하

다.

Ⅲ. 결과 및 논의

비수학교사들의 디지털교과서에 한 효과성, 상

호작용, 흥미, 학생건강, 수업운 의 요인에 따른 인식

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2]와 같다.

요인 평균 표 편차 95% 신뢰구간

효과성 3.2340 .7233 [3.033,3.435]
상호작용 3.0962 .8040 [2.872,3.320]
흥미 3.7212 .8879 [3.474,3.968]

학생건강 3.2019 .9715 [2.932,3.472]
수업운영 3.1058 .9718 [2.835,3.376]

표 2.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식

1. 효과성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에 

해 평균 3.2340, 표 편차 0.7233으로 정 으로 인

식하고 있다. 효과성에 한 세부 문항에 한 빈도와 

백분율은 [표 3]과 같다.

26명(50%)의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

서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에 비해 창의력을 신장시켜  수 있다.’의 항목에 해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정 인 응답을 하

으며,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창의성 신

장을 신장시켜  수 있다는 인식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 32명(61.6%)의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

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

한 수업에 비해 더 많은 교육  내용과 경험을 학생들

에게 제공해  수 있다.’의 항목에 해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정 인 응답을 하 으며, 수학과 

항목
응답

1 2 3 4 5

창의력 신장 n 1 8 17 23 3
% 1.9 15.4 32.7 44.2 5.8

문제해결력 신장 n 3 11 21 13 4
% 5.8 21.2 40.4 25 7.7

학업성취도 향상 n 6 10 22 11 3
% 11.5 19.2 42.3 21.2 5.8

수준별수업 n 3 8 21 15 5
% 5.8 15.4 40.4 28.8 9.6

자기주도적 학습 n 1 11 20 17 3
% 1.9 21.2 38.5 32.7 5.8

다양한 내용과 
경험 제공

n 2 6 12 20 12
% 3.8 11.5 23.1 38.5 23.1

항목 평균
표
편차

t df p값

창의력 신장 3.37 0.886 2.973 51 0.004
문제해결력 신장 3.08 1.007 0.551 51 0.584
학업성취도 향상 2.9 1.053 -0.659 51 0.513

수준별수업 3.21 1.016 1.501 51 0.14
자기주도적 학습 3.19 0.908 1.527 51 0.133

다양한 내용과 경험 제공 3.65 1.083 4.355 51 0

표 3. 효과성 문항의 빈도분석과 t검정 결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더 많은 교육  내용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것이라는 인식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문제해결력의 신장, 수 별 수업, 

자기주도  학습과 련된 항목의 경우, 정 으로 응

답한 비수학교사가 부정 으로 응답한 비수학교사

보다 조  많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

지만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련한 항목의 경우, 정

으로 응답한 비수학교사보다 부정 으로 응답한 

비수학교사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은 비수학교사들의 

인식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문제해

결력의 신장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방정숙 

외의 연구[6], 허남구와 류희찬의 연구[10], 변호승 외

[15]의 연구, Santos-Trigo와 Reyes- Rodriguez의 연

구내용과 유사하 다. 반면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도움

을 다는 변호승 외[15]의 연구와 달리 비수학교사

들의 인식은 부정 인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부정 인 

인식은 ‘학생의 흥미 유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

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데 서책형이 더 낫다.’, ‘ 재 

수학교과교육은 책에 많은 것을 쓰는 것이 요구되므로 

서책형 교과서가 합하다.’고 자유응답문항에 서술한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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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수학 문제를 종이에 많이 풀어야 한다.’는 인식

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수학 학업성취도 향상

에 한 와 같은 인식은 일부 직 교사에게서도 동

일하게 나타나고 있다[8].

2. 상호작용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상호작용

에 해 평균 3.0962, 표 편차 0.8040으로 보통으로 인

식하고 있다. 상호작용에 한 세부 문항에 한 빈도

와 백분율은 [표 4]와 같다.

항목
응답

1 2 3 4 5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n 3 14 17 15 3
% 5.8 26.9 32.7 28.8 5.8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n 2 13 17 15 5
% 3.8 25 32.7 28.8 9.6

토론과 협동학습 n 1 12 23 12 4
% 1.9 23.1 44.2 23.1 7.7

항목 평균
표
편차

t df p값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3.02 1.019 0.136 51 0.892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3.15 1.036 1.071 51 0.289
토론과 협동학습 3.12 0.922 0.903 51 0.371

표 4. 상호작용 문항의 빈도분석과 t검정 결과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이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나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것이라는 항목에 해 

정 으로 응답한 비수학교사와 부정 으로 응답한 

비수학교사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토

론과 동학습을 강조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

라는 항목에 해서도 정 으로 응답한 비수학교

사와 부정 으로 응답한 비수학교사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수학과 디

지털교과서의 활용한 수업이 수학  의사소통에 정

인 향을 주었다는 허남구와 류희찬의 연구[10]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3. 흥미
비수학교사들은 흥미에 해 평균 3.7212, 표 편

차 0.8879로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 흥미에 한 세

부 문항에 한 빈도와 백분율은 [표 5]와 같다.

항목
응답

1 2 3 4 5

동기유발 n 0 6 15 19 12
% 0 11.5 28.8 36.5 23.1

수업의 재미 n 2 3 13 23 11
% 3.8 5.8 25 44.2 21.2

항목 평균
표
편차

t df p값

동기유발 3.71 0.957 5.364 51 0
수업의 재미 3.73 0.992 5.31 51 0

표 5. 흥미의 빈도분석 문항의 빈도분석과 t검정 결과

31명(59.6%)의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

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수

업에 비해 수업의 동기유발이 용이해 질 것이다.’의 항

목에 해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정 인 응

답을 하 으며,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수업의 동기유발에 도움을  것이라는 인식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34명(65.4%)의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 서책형 교

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비해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해하

지 않고 재미있어 할 것이다.’의 항목에 해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정 인 응답을 하 으며, 수

학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수업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도와  것이라는 인식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이는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를 활

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에 한 흥미에 정 인 

향을 주었다는 노정민 외의 연구[5]와 유사한 결과이다.

4. 학생건강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의 건

강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과 련한 문항은 역문항

으로 제시되었다. 역문항에 해 ‘1 : 매우 그 다, 2 : 

그 다, 3 : 보통이다, 4 : 그 지 않다, 5 :  그 지 

않다’로 처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학생건강 

요인의 기술  통계량은 평균 3.2019, 표 편차 0.9715

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건강에 한 세부 

문항에 한 빈도와 백분율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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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

1 2 3 4 5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중독

n 2 16 16 15 3
% 3.8 30.8 30.8 28.8 5.8

건강에 악영향 n 6 24 10 10 2
% 11.5 46.2 19.2 19.2 3.8

항목 평균
표
편차

t df p값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중독 3.02 1 0.139 51 0.89
건강에 악영향 2.58 1.054 -2.894 51 0.006

표 6. 학생건강 문항의 빈도분석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이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

기기에 한 독을 유발할 것이라는 항목에 해 정

으로 응답한 비수학교사와 부정 으로 응답한 

비수학교사의 수가 같았다. 하지만 30명(57.7%)의 비

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비해 학생의 건강

에 악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항목에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으며, 수학과 디지털교과서

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의 건강에 악 향을 미칠 것이라

는 인식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5. 수업운영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가 수업 운

에 미칠 향에 한 인식과 련한 문항은 역문항으로 

제시되었다. 역문항에 해 ‘1 : 매우 그 다, 2 : 그 다, 

3 : 보통이다, 4 : 그 지 않다, 5 :  그 지 않다’로 

처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수업운  요인의 

기술  통계량은 평균 3.1058, 표 편차 0.9718으로 보

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업운 에 한 세부 문항에 

한 빈도와 백분율은 [표 7]과 같다.

항목
응답

1 2 3 4 5

학생 관리의 
어려움

n 5 10 9 22 6
% 9.6 19.2 17.3 42.3 11.5

교권하락 n 7 21 15 8 1
% 13.5 40.4 28.8 15.4 1.9

항목 평균
표
편차

t df p값

학생 관리의 어려움 3.27 1.19 1.631 51 0.109
교권하락 2.52 0.98 -3.538 51 0.001

표 7. 수업운영 문항의 빈도분석

28명(53.8%)의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

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수

업에 비해 학생의 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항

목에 ‘그 지 않다’ 는 ‘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하

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28명

(53.8%)의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비

해 교권을 하락시킬 것이다.’라는 항목에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하 으며, 수학과 디지털교과서

를 활용한 수업이 교권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인식은 통

계 으로 유의미하 다.

6. 자유응답문항
52명의 비수학교사  32명(62%)이 자유응답문항

에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에 한 의견을 작성하 다. 32

개의 응답을 디지털교과서에 해 정 인 의견, 부정

인 의견, 립 인 의견으로 나 어 빈도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정 인 응답 부정 인 응답 립 인 응답

빈도(n) 17 12 3
백분율(%) 53.125 37.50 9.375

표 8. 자유응답문항의 빈도분석

17개(53.125%)의 응답은 디지털교과서에 해 정

인 반응을 보 다. 이  8명의 비수학교사는 디지

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함수 역과 기하 역 학습에 도

움을  것이라고 하 다. 이들은 학생들이 디지털교과

서를 활용하여 함수의 그래 를 조작하고 탐구하는 과

정을 통해 함수 역의 학습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도형의 작도  역동 인 조작 활동, 3차원 

도형의 탐구 활동을 통해 기하 역의 평면 도형과 입

체도형의 성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이는 기하 역에서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용한 결과 추론, 정당화,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되었

으며 수학  의사소통에도 정 인 향을 주었다는 

허남구와 류희찬의 연구[10], 함수 역에서 수학과 디

지털교과서를 개발 방향을 제시한 고상숙 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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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진들이 수학과 디지털교과서는 체 단원이 

아니더라도 기하 단원을 모듈형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김성식 외의 연구[8]와 유사한 의견이다. 

4명의 비수학교사는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동 상 등 

시각 인 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효과 이라고 하

으며, 2명의 비수학교사는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

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이

는 다수의 직 교사들이 도표, 오디오, 동 상  각종 

자료가 실시간으로 첨가되는 수학과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김선희[23]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 그 밖에도 ‘시 의 흐름에 맞추어 디지

털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디지털교과서가 

보 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12개(37.5%)의 응답은 디지털교과서에 해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이  5명의 비수학교사는 디지털

교과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 으며, 4명의 비

수학교사는 재의 수학 교육에는 서책형 교과서가 좋

다고 하 다. 그 밖에도 ‘필기가 불가능하고 집 도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에 해 확신

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3개(9.375%)의 응답은 디지털교과서에 해 립

인 반응을 보 다. 그  자신은 립이라고 밝힌 2명의 

비수학교사들은 ‘어떤 형태로 디지털교과서가 개발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 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

견과 ‘디지털교과서를 서책형교과서의 보조 교재로 사

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수학교사들의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추후 디지털교과서에 해 사범

학에서 이루어질 비교사 교육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충청북도에 소

재한 H 학교 수학교육과에 재학 인 52명을 상으

로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효과, 상호작용, 흥미, 학생

건강, 수업운 의 요인에 한 인식을 설문조사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효

과에 해 평균 3.2340, 표 편차 0.7233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효과성 문항에 한 항목을 구체 으

로 살펴보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서책형 교

과서를 사용한 수업에 비해 창의성의 신장에 도움을 주

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내용과 경험의 제공해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 지만,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는 도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 다.

둘째,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상

호작용에 해 평균 3.0962, 표 편차 0.8040으로 보통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호작용 문항에 한 항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한 수업에 비해 교사와 학생 사이

의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며 토론과 동학습 심의 수업 운 에 해

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인식하 다.

셋째,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흥

미에 해 평균 3.7212, 표 편차 0.8879로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 문항에 한 항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서책형 교과

서를 사용한 수업에 비해 학생의 동기 유발에 도움을 

 것이며 학생들이 수업을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  것이라고 인식하 다.

넷째,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학

생건강에 해 평균 3.2019, 표 편차 0.9715으로 보통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건강 문항에 한 항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한 수업에 비해 인터넷 독이나 

스마트기기 독을 유발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의 건강에 악 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

다.

다섯째, 비수학교사들은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의 

수업운 에 해 평균 3.1058, 표 편차 0.9718으로 보

통하고 있었다. 수업운  문항에 한 항목을 구체 으

로 살펴보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서책형 교

과서를 사용한 수업에 비해 학생 리에는 큰 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교권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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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일부 비수학교사들은 학생들이 함수 역

에서 그래 를 그리고 기하 역에서 도형을 조작하는 

활동, 동 상 등 시각 인 상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수학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디지털교과서

가 필요하다고 하 다. 반면 일부 비수학교사들은 디

지털교과서가 굳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재의 

수학 교육에서는 서책형 교과서가 더 합하다고 하

다. 

본 연구는 H 학교에 재학 인 52명의 비수학교

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서 체 비수학교사들

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규모의 비수학교사들의 수학과 디지털교과서에 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한 기 연구로서 그 의미

를 지닌다. 향후 비수학교사들의 수학과 디지털교과

서에 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한 교수학습방법을 개

발하고, 사범 학에서는 비교사들이 학교 장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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